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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ad traffic accidents (RTAs) have emerged a global problem, killing about 1.2 million 

people every year and injuring more than 50 million people. Recently, the overall number of 

traffic accidents has been on the decline due to technological advances such as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but the proportion of accidents related to two-wheeled vehicle 

has increased both domestically and externally over the past five years. One of the reasons is 

the rapid increase in two-wheeler accidents as online-to-offline (O2O) mobility services such as

food delivery using two-wheeled vehicles have grown. Other transportation accident analysis 

has been conducted in various aspects, however, the identification and analysis of the cause of

two-wheeler accidents which have increased rapidly in recent years are still sufficient. Reflecting

this phenomenon, this study proposes a new factor analysis system for two-wheeler accidents, 

called FASTA. The keys of this study are to design a data cube model for multi-dimensional 

analysis, perform in-depth analysis of two-wheeler accidents by using on-line analytical proce-

ssing (OLAP) operations with varying levels of abstraction, and apply data mining techniques 

to figure out the factors affecting such accidents. In our experiment, we conducted scenario- 

based analysis, and validated the proposed system by implementing and applying it with the 

two-wheeler accidents and the various social factors. The results represent the relationships 

two-wheeler accidents with major factors such as land use, the number of restaurants, and type

of household i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perspectives. Through the proposed analysis system,

we believe that decision-makers can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wo-wheeler accidents, and

these insights would be reflected to design and plan the road environment sa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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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통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며, 매년 약 120만 명이 사망하고, 약 5,000만 명 이상이 

상해를 입는다. 최근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등의 기술 적용 및 융합으로 교통사고의 전반

적인 수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사고의 유형을 자세히 조망해보면, 일반 차량의 교통사고 추세와는 상이하게 

국내 ‧ 외 이륜차와 관련된 사고의 비율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륜차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는 

이륜차를 활용한 음식배달 온 ‧ 오프라인(Online-to-Offline, O2O) 모빌리티 서비스의 성장 등을 들 수 있다. 타 교

통수단 사고 분석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한 이륜차의 사고 원인 식별 및 분석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ASTA(Factor Analytic System for Two-wheeler Accident) 라고 하는 새

로운 이륜차 사고 요인 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핵심은 다차원 분석을 위한 데이터 큐브 모델을 설계하

고, 여러 수준의 추상화 단계에서 온라인 분석 프로세스(OLAP) 연산을 통해 이륜차 사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실험에서

는 시나리오 기반의 분석을 실시하였고, 제안된 시스템을 이륜차 사고 및 다양한 도시 환경적 요인과 함께 구현하고 

적용함으로써 검증했다. 연구 결과는 질적, 양적 측면에서 토지이용, 음식점 수, 가구 형태 등의 주요 요인과 이륜차 

사고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제안된 분석시스템을 통해, 의사결정자들이 이륜차 사고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도로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데이터 큐브 모델, O2O 음식배달 서비스, 다차원 분석, 음이항 회귀분석, OLAP 연산, 이륜차 사고

서론

교통사고는 전 세계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Eun, 2020), 이로 인해 매년 약 120만 명이 사망하고, 약 5,000

만 명 이상이 상해를 입는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Peden, 2005; Noh and Yeo, 2021). 최근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등의 기술 발전과 교통사고 분야로의 적용 및 융합을 통해 교통사고의 전반적인 수

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Hong and Gang, 2013; Nyamawe et al., 2014; Ekwonwune et al., 2018). 그러나, 교

통사고의 유형을 자세히 조망해보면, 일반 차량의 교통사고 및 보행자 교통사고의 추세와는 상이하게 국내 ‧ 외적으

로 이륜차와 관련된 사고의 비율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Jiang et al., 2020). 통계적으로 살펴보

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TAAS)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지난 5년간 이륜차 사고

는 약 46% 증가하는 등 이륜차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로써, 최근 음식배

달 서비스 시장과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등과 같은 이륜차를 매개로 하는 온-오프라인(Online-to-Offline, O2O) 

모빌리티 서비스의 성장이 대두되어 지고 있다. 배달을 이용한 외식업문화가 대중화 되고, 모바일 배달앱의 개발과 

COVID-19(Coronavirus disease-2019)로 인해 배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음식 배달과 사고증가의 연관성을 

명시하고 있다(Lim et al., 2021). 음식배달과 같은 O2O 서비스는 배달시간 조건 등의 수요 충족을 위해 주로 이륜

차를 사용한다는 배경이 존재하며, 이륜차 사용자의 위험 운전 등이 이륜차 사고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존재한다(Kwak and Cho, 2020).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배달용 이륜차 교통사고율은 2015년 2,168건

에서 2019년 6,498건으로 연평균 31.6%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도 사고율은 201.6%로 개인/업무용 이륜차 

사고율인 6.6% 대비 약 31배 높은 심각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Samsung Traffic Safety Research 

Institute, 2021). 또한 배달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배달 이륜자동차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Lee, 2020).

최근 이륜차 관련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별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구성비 혹은 시간대와 치사율 등 기본 사고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거나(Yu et al., 2020), 이륜차 교통사고 자료를 활용하여 사고 심각도에 대한 영향

인자를 신호위반, 운전자 연령, 중앙선 침범 유무, 이륜차 단독 사고 등의 교통학적 변수들만을 활용한 분석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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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사고의 원인을 식별하고, 이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이륜차 사

고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륜차 사고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식별

하고, 이륜차 사고의 체계적인 사고 분석 및 대응 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이륜차 사고의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륜차 사고 요인의 공학적인 분석을 취하여, 이륜차 사고와 관련

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요인에 대한 다차원 분석을 수행하는 데이터 큐브 모델 기반의 분석시스템(Factor 

Analytic System for Two-wheeler Accidents, FASTA)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배달 수요가 실제로 이륜차 사

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며, 잠재적 음식배달 수요와 관련된 변수들과 이륜차 사고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공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실제 이륜차 사고 정보와 더불어 잠재적 음

식배달 수요와 연관이 있는 토지이용 비율, 음식점 수 등과 같은 도시환경정보를 활용한다. 제안하는 다차원 요인 분

석의 핵심 방법론으로써, 이륜차 사고 요인에 대한 다차원 분석 수행이 가능한 데이터 큐브 모델 및 OLAP(On-Line 

Analytic Process) 기법을 활용하며, 이를 통해 도시환경정보 등을 반영한 이륜차 사고 요인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 정성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음이항 회귀분석 기법(Negative Binomial Regression, NBR)과 같은 데이

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이륜차 사고 요인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

로 의사 결정자(안전 관리자 및 정책 결정자 등)에게 이륜차 사고와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여,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문헌고찰

본 장에서는 이륜차 사고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 중에서도 이륜차 사고에 대한 주요 원인을 식별하고 분석

하는 연구에 대해 소개한다. 이륜차 사고는 그 특성상 발생 시 높은 확률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며, 최근에는 ICT 기반의 이륜차 과속 단속 및 모니터링, 주행환경 등의 도시환경에 따른 이륜차 

사고 및 패턴 분석 등과 같은 공학적 접근 방법과 더불어, O2O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사회 ‧ 경제

적 측면에서 분석한 다수의 연구결과들도 발견된다(Law et al., 2009; Kim et al., 2016; Kumar and Toshniwal, 

2017; Kim and Kim, 2019; Song, 2019; Hu et al., 2020; Klanjčić et al., 2021; Lim et al., 2021). 본 연구의 목적

을 고려하여 선행 연구들 중 본 논문의 주제와 그 목적이 유사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이륜차�사고�요인�분석

이륜차 사고의 요인과 심각성에 대해 분석한 연구로써, Hu et al.(2020)은 연령, 성별, 도로 상태 및 부상 심각도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한 위험요인 분석 모델을 제안하였고, 차량-이륜차 간의 충돌을 분석하였다. 마찬가지

로, Kumar and Toshniwal(2017)은 의사 결정 트리, 나이브 베이즈(Naive Bayes) 기법,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 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이륜차 사고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패턴을 발견하였다. Klanjčić et al.(2021)은 유럽 내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전체에 걸친 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륜차 사고에 취약한 도로 요인과 보행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적 특징들을 식별하였다. 마지막으로, 

Law et al.(2009)은 음이항 회귀 모델을 사용하여 도로 안전 규제와 의료 및 기술 발전, 정치적 수준 향상 등이 이륜

차의 사망자 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규명한 연구이다.

2. 음식배달�수요와�이륜차�사고의�관계

본 연구에서 조망하고자 하는 요인 중 하나인 음식배달 수요와 이륜차 사고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Lim et al.(2021)은 배달 서비스 관련 이륜차 사고의 특성과 관련하여 신호위반과 과속의 비중이 다른 교통수

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배달이라는 주행환경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배달 주문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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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배달시간의 단축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로 인해 위험한 주행행태가 증가하면서 사고 건수도 함께 증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Song(2019)에서는 청년층과 1인 가구가 특히 식행동에 있어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

히 배달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외식 배달 서비스 시장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음식업 

배달서비스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수요 확장이 나타나고 있다고 입증하고 있으며(Jeong, 2016), 2030 세대

의 식생활에 대한 요인과 외식업체 서비스를 분석한 결과, ‘배달 서비스와 포장’의 주 이용층이 청년층 1인 가구라고 

제시하였다(Park and Nah, 2015). 따라서, 음식배달 수요에 기반한 이륜차 사고 분석 시 청년층의 비율, 1인 가구의 

분포 등과 같은 변수를 함께 추가하여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기존�연구와의�차별성

이륜차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결과, 연령, 성별, 도로상태 등의 변수들을 활용하여 

분석한 논문은 있지만, 이륜차의 사고 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이륜

차 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식배달 서비스 수요와 관련된 변수들을 반영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륜차 사고 횟수, 청년 비율, 가구 형태, 음식점 수와 같은 도시환경정보를 활용하

여, 이러한 사회적 관점을 반영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데이터 분석에 용이한 데이

터 큐브 모델을 설계 ‧ 구축하여 이륜차 사고를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도시 척도에서의 거시적인 이륜차 사고 패턴과 

정보를 얻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데이터 마이닝 분석을 통해 이륜차 사고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가 적절하게 차원을 조절해 나가며 다

차원적 측면에서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데이터 분석 방법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직까지 데이터 큐브 모델을 활용한 방법을 이륜차 사

고 분석에 적용한 선례가 없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이 다차원적인 이륜차 사고요인 분석에 선구적인 역

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자료�및�기초분석

1. 데이터�큐브�모델�기반의�다차원�이륜차�사고�요인�분석�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큐브 모델 기반의 다차원 이륜차 사고 요인 분석 시스템(FASTA)은 Figure 1과 같

다. 먼저,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부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데이터 큐브 구성을 위해 통

합 데이터 스토리지 역할을 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한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부터 데이터 

큐브를 구성하고 OLAP 연산을 통해 이륜차 사고의 요인에 대해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음이항 

회귀 모델 등과 같은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핵심 이륜차 사고 요인을 정량적으로 도출한다.

2. 데이터�수집�및�전처리

본 절에서는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의 종류 및 그 전처리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분석시

스템(TAAS),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지역적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행정 구역을 바탕으로 특 ‧ 광역시 ‧ 도, 시 ‧ 군 ‧ 구, 동 별로 세분화하

여 집계하였다. 또한, 교통통계, 인구통계, 지역 및 사회 문화적 특성과 같은 변수들이 활용되었으며, 데이터 큐브 구

성을 위해 본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재구성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륜차를 이용

한 음식배달 서비스의 성장이 이륜차 사고의 증가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기존 연구에서는 반영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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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음식배달 서비스 수요와 관련된 변수들을 활용하여 이륜차 사고와 음식배달 서비스 수요와의 관계도 함께 파

악하고자 하였다. 이륜차가 음식배달 뿐만 아니라 개인 이동수단 등 다양한 측면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교통사고통

계 특성상 사고당사자 세부분류 단계에서 배달용 이륜차를 따로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이륜차를 대상으로 분

석하였다.

Figure 1. The overall concept of FASTA

각 변수들은 공통된 특성에 따라 주요 범주로 분류되어 진다. 교통 특성 범주는 도로길이, 이륜차 비율, 등록된 총 

차량수 등 이륜차 사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교통 관련 요소들을 포함하며, 토지이용 특성 범주

는 크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비율을 포괄하고 각 지역의 특성과 용도 등에 따라 한번 더 세분

화 된다. 잠재적 배달수요 특성 변수는 배달 서비스 수요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륜차 사고 증가로 이어질 가

능성이 높은 변수들을 다룬다. 선행연구에서 음식배달 서비스의 주요 소비층으로 분석된 1인 가구의 수와 청년층 비

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청년층 비율의 경우 범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통계특성 범주로 포함시켰다. 

인구통계특성 변수에는 연령 및 지역별 인구조사 정보가 포함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와 설명은 Table 

1, Table 2에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



대한교통학회지, 제�40권�제�3호, 2022년�6월 363

KIM, Yujin ･ NOH, Byeongjoon ･ YEO, Hwasoo •Article•

Table 1. Descriptions of the data sources and categories

Data sources Main category Variables
Traffic Accidents Analysis System (TAAS) Transportation Road length, Two-wheeled ratio, 

Total vehicle, etc.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Transportation

Demography
Land use
Potential delivery demand

Population, Rural population, 
Urban population, Young adult ratio, 
Elderly ratio, Single-person household, 
Residential area, Commercial area, 
Industry area, Green area, etc.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Potential delivery demand The number of restaurants

Table 2. The classification of features and description in our experiments

Classification Feature name Description Unit
Transportation 
characteristics

Road length The length of the road in an area Meter (m)
Total vehicle Number of all vehicles registered in an area Count 

(vehicle)
Two-wheeled 
vehicle

Percentage of registered two-wheelers in an area
Including two-wheelers, motorcycles, etc.
(not including personal mobility (PM) or bicycles)
Definition: number of two-wheelers / total vehicles

Ratio (%)

Two-wheeled 
accident ratio

Two-wheeler accidents ratio to population
Definition: two-wheeler accidents / region total population

Ratio (%)

Land use 
characteristics

Residential 
area

Percentage of residential areas
Details: Including dedicated residential areas, general residential areas, and 

semi-residential areas
Definition: residential area / total area

Ratio (%)

Commercial 
area

Percentage of commercial areas
Details: Including central commercial areas, general commercial areas, 

neighborhood commercial areas, and distribution commercial areas
Definition: commercial area / total area

Ratio (%)

Industry area Percentage of industrial areas
Details: Including dedicated industrial areas, general industrial areas, and 

semi-industrial areas
Definition: industrial area / total area

Ratio (%)

Green area Percentage of green areas
Details: Including conservation green areas, production green areas, and 

natural green areas
Definition: green area / total area

Ratio (%)

Potential 
delivery 
demand 
characteristics

Restaurants Number of restaurants in one area Count 
(restaurant)

Single person 
household

Single person households in one area Count 
(household)

Demography 
characteristics

Young adult 
population

The proportion of young people in an area
19 to 34 years of age
(in accordance with the ‘Youth Basic Act’ regulations)
Definition: population 19 to 34 years of age / total population in an area

Ratio (%)

Elderly 
population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an area
Over 65 years of age
Definition: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 total population in area

Ratio (%)

Rural 
population

Percentage of population living in non-urban areas
Definition: non-urban population / total population

Ratio (%)

Urban 
population

Percentage of population living in urban areas
Land of use criteria
Definition: urban population / total population

Rat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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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는 데이터의 기초통계 분석(Table 3 참조), 오류데이터 제거, 변수 타입 변환 

등을 수행한다. 특히, 결측값 등과 같은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제거하여 분석 모델의 설명력을 향상시킨다. 우선 

데이터큐브 모델은 정성적인 분석 과정으로서, 데이터의 형식을 모두 범주형 데이터(categorical data)로 만드는 작

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데이터 카테고리화 및 재그룹화를 통해 제안하는 데이터 큐브 모델의 구성에 용이하도록 전

처리를 수행하였다. Figure 2는 사용되는 변수 중 하나인 “음식점 수”에 대한 카테고리화 과정을 예시 중의 하나로

서 보여준다. 그룹화하는데 사용한 기준인 사분위수(Quantile)는 데이터 표본을 4개의 동일한 간격으로 나눈 값으

로, 사분위수를 통해 주어진 데이터의 범위와 분포를 비교적 균질성있게 평가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사분위수

를 기준으로 나누어 그룹화 하였다. 음식점 수 경우 역시 연속형 데이터 이므로 사분위수 범위를 기준으로 총 4개의 

그룹으로 카테고리화 하여 범주형 데이터로 변환한 뒤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데이터 큐브 모델에서 패턴을 찾는다. 

음이항 회귀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에서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상관성이 높은 변수(상관계수 0.7 이상)들은 제

외하고, 여러 번의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Voung test를 통한 모형 검증 등을 수행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데이터셋의 numerical value 범위의 차이를 왜곡하지 않고 공통 척도로 변경하기 

위해 min-max scaling을 사용하여 모든 특징값이 [0,1] 범위에 위치하도록 정규화하였다.

Table 3.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data

Classification Feature name Min 1st Qu. Median Mean 3rd Qu Max.
Transportation 
characteristics

Road length 55,276 311,715 410,852 486,087 579,672 2,230,195
Total vehicle 26,817 132,593 310,940 437,833 588,030 2,330,550
Two-wheeled vehicle 1.209 3.583 4.931 5,650 7.310 17.063
Two-wheeled accident ratio 0.0000333 0.0002487 0.0003558 0.0003866 0.0004766 0.0015239

Land use 
characteristics

Residential area 0.12 11.79 16.66 21.87 24.33 91.50
Commercial area 0.000 1.290 1.920 3.081 3.170 44.240
Industry area 0.000 0.910 4.040 6.836 9.150 51.380
Green area 0.00 54.53 70.81 64.76 80.49 92.82

Potential delivery 
demand characteristics

Restaurants 219 833 2,336 2,859 4,117 15,039
Single person household 1,661 7,712 17,685 26,845 39,078 137,355

Demography 
characteristics

Young adult population 0.1026 0.1395 0.1831 0.1784 0.2110 0.3212
Elderly population 7.30 13.40 17.80 20.08 26.40 38.90
Rural population 0.00 0.00 14.30 25.28 48.70 93.90
Urban population 6.10 51.30 85.70 74.72 100.00 100.00

Figure 2. Boxplot for the number of restaurants by city and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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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차원�데이터�분석�기법

본 절에서는 이륜차 사고의 다차원적 분석을 위하여 데이터 큐브 모델과 OLAP 기법,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방법

론 중 하나인 음이항 회귀분석 기법에 대하여 서술한다.

1) 데이터�큐브�모델의�구성

데이터 큐브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를 다양한 차원으로 모델링하여 데이터를 조망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

를 활용하여 이륜차 사고 요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데이터 큐브의 구성을 위하여, 가장 보편적인 다차원 모델링 

기법 중 하나인 스타 스키마(star schema)를 활용한다(Figure 3 참조). 스타 스키마는 차원(dimension) 테이블과 사

실(fact)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차원은 사용자가 관찰하고자 하는 관점이나 실체(entities)이다. 사

실 테이블은 각 차원 테이블의 키(key)와 측정값(measurement)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위치, 토지이용, 

교통, 인구통계, 잠재적 배달수요 라는 6개의 차원 테이블을 정의하고, 이륜차 사고 횟수, 이륜차 사고 비율을 측정

값으로 활용하여 이륜차 사고의 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Figure 3. Star schema of data cube model in FASTA

2) 개념�계층�및� OLAP 연산

데이터 큐브를 활용한 다차원 분석의 수행을 위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추상화 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 계층

도(concept hierarchy)를 구성한다. 개념계층도는 차원 테이블에서의 하위 개념 집합으로부터 보다 상위의 일반적

인 개념들로 사상의 연속(a sequence of mapping)을 의미한다(Schymik et al., 2007; Dogan and Brown, 2014). 이

러한 개념계층은 관리자의 분석 목적에 따라 추상화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다차원적 분석을 수행하는데 활용된다

(Dogan and Brown, 2014). 일반적으로 개념 계층도는 계층적 트리 구조의 형태를 가지며,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정의

한 각 차원 테이블의 개념 계층도를 구성하였다(Figure 4 참조). 시간 차원의 부분적 순서는 일, 주, 월, 분기 및 연도

로 구성되어 있고, ‘일(day) < {월(month) < 분기(quarter); 주(week)} < 년(year)’의 위계를 가진다(Figure 4(a) 참조). 

토지 이용의 개념 계층은 주요 토지이용의 최상위 단계인 주거형, 상업형, 공업형, 녹지형(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green) 등의 ‘general type’과 최하위 단계인 ‘minor type’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주거(Residentia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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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에는 전용주거(dedicated residential), 일반주거(general residential), 준주거(semi-residential) 등 크게 3

개의 하위단계가 포함되며 전용주거 하위단에는 1종(type 1), 2종(type 2) 등이 포함된다. 위치, 교통, 잠재적 배달 

수요, 인구 통계 변수와 같은 다른 개념 계층도 유사하게 묘사된다. 다양한 개념 계층은 사용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유연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Noh and Yeo, 2021). 또한, 이를 통해 확장 가능한 분석 시스템

을 설계하고 사용자에게 친숙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OLAP 연산으로 다차원 및 대화형 쿼리를 수행할 수 있다

(Duo et al., 2009; Eavis et al., 2010; Lee et al., 2010; Noh et al., 2017).

(a) (b)

(c) (d)

(e) (f)

Figure 4. Concept hierarchis of data cube: (a) time; (b) location; (c) transportation; (d) land use; (e) potential delivery; (f) demo-

graphy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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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OLAP를 활용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으며, 흩어진 데이터들의 집계(aggregation)과 요약

(summerazation)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OLAP 연산을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예로써, 롤업

(roll-up), 드릴다운(drill-down), 슬라이스(slice), 다이스(dice) 등이 존재한다. OLAP 연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

면, 먼저, 롤업 연산은 대상 차원(관리자가 선택한 차원)에 대한 개념계층에 따라 데이터 큐브 내 데이터의 추상화 정

도를 확장하거나, 차원 축소를 통해 데이터의 일반화(generalization)를 수행하는 연산이다. 반면, 드릴다운 연산은 

롤업의 반대 개념으로써, 대상 차원의 정보를 더욱 상세히 제공하는 구체화(specialization) 연산 중 하나이다. 슬라

이스 연산은 주어진 데이터 큐브에서 한 차원을 선택하여 부분적인 큐브(sub-cube)를 만드는 연산이며, 다이스 연

산은 2개 이상의 차원을 선택하여 부분적인 큐브를 만드는데 활용되는 연산이다. 이러한 OLAP 연산을 통해 본 시

스템의 사용자는 적절하게 차원을 조절해 나가며 다차원적 측면에서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

를 통해 기존의 데이터 분석 방법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

다. 앞서 서술한 OLAP 연산에 대한 과정 예시는 Figure 5와 같다.

Figure 5. The process of OLAP operation

정리하자면,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큐브 모델을 활용한 다차원 분석 수행을 위해 연구에 적합한 개념 계층도를 구

성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데이터를 조망하였으며, 시간, 위치, 토지이용, 교통, 인구통계, 잠재적 배달수요라는 총 6

개의 차원 테이블을 활용하여 각 차원과 측정값인 이륜차 사고 횟수, 이륜차 사고 비율과의 관계를 정성적으로 분석

하였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토지이용차원과 이륜차 사고 비율, 잠재적 배달수

요와 이륜차 사고 횟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3) 이륜차�사고�요인�분석을�위한�음이항�회귀분석�모델

본 연구에서는 이륜차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채택하여, 

데이터 큐브 모델을 통해 얻은 정성적인 단서들을 기반으로 한 정량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분석에 앞서 이륜차 사고

의 총 사고 횟수 분포를 살펴보면(Figure 6 참조), 사고(실험에서 종속 변수)는 희귀 사건이고, 음의 값이 아니며 가

산이 가능한 변수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 주로 Poisson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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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음이항 회귀분석 모델이 자주 사용된다(Poch and Mannering, 1996; Liu et al., 2005; Saccomanno et al., 

2001; Kośmicki and Pieńkowski, 2013; He et al., 2021; Sun et al., 2021). 하지만 Poisson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강력한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대 산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Liu et al., 2005). 본 실험에서 데이터

를 적합 시켜 확인해 본 결과 회귀 계수 추정치의 표준 오차가 편향되는 과대 산포의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음이

항 회귀 모델을 채택한다.

Figure 6. Total number of two-wheeler accidents by city and district (2017-2019)

음이항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동일한 Poisson 분포를 보완하는 Poisson-gamma 분포를 기반으로 한다. 평균 파

라미터 >0와 과대산포 파라미터 >0으로 가정하며, 이는 
 로 표시된다. 평균은 μ이고, 분산은 

∙


가 되며, Equation 1과 같은 확률 질량 함수를 산출한다.

Pr 
  


 ∙

 
∙




 ∙


∙ 


 (1)

더하여 회귀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a)를 사용한다. AIC는 자유 파라미터의 수 

K와 최대우도(Maximum log-likelihood)로 구성되어 있고, Equation 2와 같이 정의한다(Banks and Joyner, 2017).

 
 (2)

보통 AIC값이 작을수록 모형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Hadi et al., 1995).

정리하자면, 최적의 회귀 모델 채택을 위해 Poisson 회귀분석과 음이항 회귀분석의 결과를 함께 비교하였으며 본 

연구와 더 적합하다고 도출된 음이항 회귀분석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회귀 모형 분석은 종속변수와 다른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큐브 모델을 통해 얻은 정성적인 결과를 정량

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륜차 사고 횟수를 종속변수로, 도로 길이, 주거 ‧ 상업지역 비율, 1인 가구, 음식점 수, 청

년, 노인, 농촌인구 비율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이륜차 사고와 각 요인들간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실험�및�연구결과

1. 실험�설계

본 절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Figure 7은 이륜차 1

만대 당 이륜차 사고수와 국내 음식배달 서비스 시장규모의 추세를 나타낸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도별 이

륜차 사고율을 살펴보면, 국내 이륜차 사고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음식배달 서비스 시장규모의 성장패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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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륜차 사고의 증가가 국내 음식배달 서비스 수요와 연관이 있을 것

으로 예상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지역별 이륜차 사고 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시 ‧ 군 ‧ 구별 인구 당 이륜차 사고수를 분석한다(Figure 8 참조). 그 결과 전남 강경군과 대구 중구가 인구수 대비 이

륜차 사고가 가장 많고, 충남 계룡시와 강원 정선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지역간 이륜차 사고율

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비도시지역의 이륜차 이용빈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영향력을 쉽게 추정할 수 없다

는 한계가 있다.

Figure 7. The number of two-wheeler accidents per 10,000 units and the trend of food delivery service market size (2015-2019)

Figure 8. Two-wheeler accidents by population in Republic of Korea

본 연구에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다차원 분석을 수행하여 이륜차 사고와 이륜차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요인들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OLAP 연산을 이용한 다차원 분석은 시각에 따라 데이터를 탐색

하고 설명하는 정성적인 분석 방법이며, 사고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후에는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

로 데이터 마이닝 기술 중 하나인 음이항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정량적인 검증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륜차 사고 비

율과 토지이용 간의 관계 분석, 이륜차 사고 건수와 잠재적 배달수요 간의 관계 분석, 크게 두 가지의 분석 시나리오

를 예시로서 채택한다. 시나리오 분석 이후 음이항 회귀 분석을 통해 시나리오 기반의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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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I : 이륜차�사고�비율과�토지이용�간의�관계�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토지이용 비율에 따른 이륜차 사고 비율을 분석하였다. 먼저 Figure 9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광

역시 ‧ 도별 인구 당 이륜차 사고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의 OLAP 연산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Drill-down on

Drill-down on

time (from “all” to “year”)
location (from “all” to “metro_province”)

Dice for (measure = “two-wheeler accident ratio”) and
(time= [“2017” | “2018” | “2019”] in year) and 
(location = “all” in metro_province) and 
(transportation = “all”) and 
(land use = “all”) and 
(potential delivery = “all”) and 
(demography = “all”)

Figure 9. Two-wheeler accidents ratio to population by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 (2017-2019)

전반적으로 해마다 이륜차 사고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9년도에 높은 사고율을 기

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광역시)가 이륜차 사고 비율이 0.00073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광역시)이 0.000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2019년도를 중심으로 대구와 인천의 이륜차 사고를 심층 분석하여 두 지역의 사고율의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앞선 결과에 이어서 OLAP 연산을 추가

적으로 수행한다.

Drill-down on
Drill-down on

time (from “all” to “year”)
location (from “metro_province” to “city_district”)

Dice for (measure = “two-wheeler accident ratio”) and
(time= “2019” in year) and 
(location = “all” in metro_province) and 
(transportation = “all”) and 
(land use = “all”) and 
(potential delivery = “all”) and 
(demography =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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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OLAP 연산을 통해 얻어진 Figure 10은 지역적 차원에서 이륜차 사고 비율에 대한 더 자세한 결과를 보여준

다. 대구에서는 중구, 인천에서는 동구가 각각 사고율이 0.00125, 0.0001로 가장 높고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배달이 주택가나 상업지역 근처에서 자주 이용되기 때문에 토지이용 특성이 이륜

차 사고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실제로 두 도시의 토지 이용 비율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

다. Figure 11과 Figure 12는 두 도시(대구, 인천)와 이들 도시들의 구별 토지 이용 비율을 각각의 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대구는 인천에 비해 주거지와 상업지역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이를 통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비율이 이

륜차 사고 비율과 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공업지역의 비율은 사고와 음(-)의 관계

이며, 녹지지역의 비율은 사고와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통해 의사결정자들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이륜차 사고비율이 높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척도에서의 거시적

인 이륜차 사고패턴 확인 및 집중 순찰 우선순위 대응지역 설정 등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적용될 수 있다.

Figure 10. Two-wheeler accidents ratio to population by city and district (2019)

Figure 11. Comparison of land use ratio in Daeju and Incheon

Slice on location (city_district = [“Daegu City” | “Inche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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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idential ratio (b) Commercial ratio

(c) Industrial ratio (d) Green ratio

Figure 12. Comparison of land use ratio in city and district: (a) residential ratio; (b) commercial ratio; (c) industrial ratio; and (d) 

green ratio

3. 시나리오� II : 이륜차�사고�횟수와�잠재적�배달수요�변수�사이의�관계�분석�결과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이륜차 사고 횟수와 잠재적 배달수요 특성, 그 중에서도 특히 1인 가구와의 관계를 식별

한다. 먼저 특 ‧ 광역시 ‧ 도별 이륜차 사고 건수를 OLAP 연산을 통해 다음과 같이 드릴다운(drill down)한다.

Drill-down on
Drill-down on

time (from “all” to “year”)
location (from “all” to “metro_province”)

Dice for (measure = “the number of two-wheeler accident”) and
(time= “2019” in year) and 
(location = “all” in metro_province) and 
(transportation = “all”) and 
(land use = “all”) and 
(potential delivery = “all”) and 
(demography = “all”)

그 결과, Figure 13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이륜차 사고 건수가 4,759건, 4,534건으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극명

하게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들 지역은 크게 수도권 지역으로 통칭할 수 있으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사고 횟수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변수에 대한 차원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가 해마다 증가

하고 있으며(Kim et al., 2018), 음식배달 서비스의 주요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륜차 사고와 서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Jang et al., 2011; Roh and Park, 2019). 따라서 이륜차 사고 횟수와 가구 유형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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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잠재적 배달 수요에 대한 차원을 조정하였으며, 아래의 OLAP 연산을 통해 서울과 경기도 두 지역의 1인 가구 

그룹별 이륜차 사고 건수를 도출하였다.

Drill-down on
Drill-down on

Drill-down on

time (from “all” to “year”)
location (from “all” to “metro_province”)
potential delivery (from “all” to “space sub-type”)

Dice for (measure = “the number of two-wheeler accident”) and
(time= “2019” in year) and 
(location = “all” in metro_province) and 
(transportation = “all”) and 
(land use = “all”) and 
(potential delivery = “single-person” in space type) and 
(demography = “all”)

Slice on

Slice on

location (metro_province = [“Gyeonggi-do” | “Seoul Metropolitan City”])

potential delivery (space sub-type = [“HH-G1” | “HH-G2” | “HH-G3” | “HH-G4”])

Figure 13. Number of two-wheeler accidents by Metropolitan City and Province

앞선 OLAP 연산에 대한 결과인 Figure 14는 수도권의 이륜차 사고 건수와 1인 가구 그룹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다.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1인 가구 데이터는 사분위수에 따라 총 4개의 그룹으로 그룹화 되어졌다. HH-1 그룹

은 1인 가구 비율이 적은 그룹을 의미하고 HH-4는 높은 그룹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그룹에서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세부적으로 시 ‧ 군 ‧ 구 차원에서 이륜차 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을 조사하

기 위해 다음의 OLAP 연산을 통해 가장 많은 사고 발생 건수를 포함한 위치 차원으로 HH-4 그룹을 구분했다.

Drill-down on
Drill-down on

Drill-down on

time (from “all” to “year”)
location (from “metro_province” to “city_district”)
potential delivery (from “all” to “space sub-type”)

Dice for (measure = “the number of two-wheeler accident”) and
(time= “2019” in year) and 
(location = “all” in city_district) and 
(transportation = “all”) and 
(land use = “all”) and 
(potential delivery = “single-person” in space typ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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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Number of two-wheeler accidents by one person household group in capital area 

그 결과로서, Figure 15는 경기도 수원시와 서울시 강남구가 각각 423건, 337건으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

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 지역이 HH-4 그룹에 포함된 다른 도시들의 평균 음식점 수에 비해 더 많은 식당 수를 가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ure 16 참조). 따라서 이륜차 사고는 1인 가구 수와 인근 음식점 수와도 관련이 있다고 예상 

해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이륜차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두 지역에 대한 다차원 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가구 유형이 1인 가구일 경우 이륜차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 중에서도 1인 가구의 비

중이 높은 지역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 평균 음식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륜차 사고 건수 역시 많게 나타났

다. 1인 가구는 가구 특성상 더 많은 음식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므로 이륜차의 사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며, 이러

한 요인들이 결국 이륜차 사용량과 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Figure 15. The number of two-wheeler accidents in the area belonging to Group 4

(demography = “all”)

Slice on

Slice on

location (metro_province = [“Gyeonggi-do” | “Seoul Metropolitan City”])

potential delivery (space sub-type = [“HH-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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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won and average of Gyeonggi (b) Gangnam and average of Seoul

Figure 16. Comparison between the average number of restaurants in Group 4 and the number of restaurants in Suwon-si and 

Gangnam-gu

4. 음이항�회귀분석을�활용한�요인�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다차원 분석의 정량적인 결과로서 데이터 마이닝 기술 중 하나인 음이항 회귀 모델의 분석 결과를 설

명한다. 최적의 회귀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 Poisson 회귀 분석과 음이항 회귀 분석의 결과를 함께 비교하였으며, 평

가 지표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가 사용되었다. Table 4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와 변수의 범주

를 제시하고 있으며, Poisson 회귀 모형과 음이항 회귀 모형에 대한 결과를 함께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AIC 값이 작

을수록 더 나은 모형이며, 검정 결과 음이항 회귀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Poisson 회귀 모형의 AIC 

값: 5,182.5, 음이항 회귀 모형의 AIC 값: 2,227.8, 검정에 대한 통계적 유의확률: ≤0.01)). 따라서, 본 연구는 음이

항 회귀 모델을 채택하였으며, 그 결과 도로 길이, 주거지역 비율, 1인 가구, 농촌인구 총 4가지의 유의미한 변수가 

도출되었다. 교통 특성 범주에서, 도로 길이 변수는 약 95%의 유의한 확률로 이륜차 사고에 양(+)의 영향을 주는 변

수로 식별 되었다. 도로 길이가 1,000km 증가하면 약 0.24건의 이륜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각 변수

들의 단위는 Table 2에 표기). 이는 도로의 길이가 길수록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정과 일치한다. 토지 이

용 특성 범주에서는, 약 95%의 확률로 주거지역의 비율이 사고에 양의 영향을 주고, 주거지역의 비율이 100% 증가

할 경우 약 0.5건의 이륜차 사고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상업지역 비율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는 않지만, 이륜차 사고에 양의 영향을 주는 변수로 판단된다. 높은 주거 ‧ 상업 지역의 비율이 이륜차 사고를 초래할 

것이라는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향후 다른 변수와 재결합하여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OLAP에서 제시한 정보를 정량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잠재적 배달수요의 범주에서는, 1인 

가구 변수가 거의 99%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며, 이륜차 사고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된다. 1인 가구가 약 10

만 가구 증가하면 약 2.2건의 이륜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정량적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음식 

배달의 주요 소비자인 1인 가구(Jang et al., 2011; Kim et al., 2018)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음식 배달이 증가하며, 

이로 인해 이륜차 사용과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음식점 수 변수의 경우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지만, 이륜차 사고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며 이는 음식점 수가 이륜차 사고 증가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 결과들은 다차원 관점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기반 분석

의 서술적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범주의 모든 변수들이 이륜차 사고에 음(-)의 영향

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 되었다. 농촌인구 변수는 99%, 청년 및 노인 인구 변수는 약 90%의 확률로 통계적 유의성

을 보였다. 본 실험의 기준인 95%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충분히 유의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농촌인구 변수의 경우 

농촌인구가 100% 증가하면 약 1.5건의 이륜차 사고가 감소 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비도시지역의 이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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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영향력을 쉽게 추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음의 영향으로 도출된 이유에는 비도

시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의 이륜차 수요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는 향후 연구의 방향성으로 확립하고자 한다. 본 실

험의 요인 분석 결과들은 추후 도시계획 또는 교통안전 측면에서 이륜차 안전을 고려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시 보

다 가치 있고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하며,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근거를 함께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4. Result of analysis using poisson an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Classification Variables
Poisson regression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Estimate z-value Estimate z-value
Intercept 5.107**** 46.793 4.551**** 7.992
Transportation 
characteristics

Road length 0.242**** 9.756 0.248* 1.673

Land use 
characteristics

Residential ratio 0.768**** 15.598 0.552* 1.894
Commercial ratio 0.614**** 4.108 0.710 0.931

Potential delivery 
demand characteristics

Single person household 1.424**** 28.449 2.248**** 7.054
Number of restaurant 0.007 0.605 0.006 0.076

Demography delivery 
characteristics

Young adult population -3.371**** -7.304 -3.182 -1.347
Elderly population -3.112**** -12.709 -1.653 -1.483
Rural population -1.606**** -23.759 -1.507**** -6.253

AIC 5,182.5 2,227.8
note: *p<0.05, **p<0.01, ***p<0.001, ****p=0

결론�및�연구의�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국가 오픈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이륜차 사고 영향 요인을 다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대

한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치, 시간, 교통, 토지이용, 인구통계, 잠재적 배달 수요 등과 같은 다

양한 요인에 따라 개념 계층도를 구성하여 데이터 큐브 모델을 구축하였다. 둘째, OLAP 연산에 의한 다차원 분석을 

수행하고 이륜차 사고 요인에 대한 정성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셋째, 이륜차 사고와 관련된 요인을 정량적으로 이

해하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 기술 중 하나인 음이항 회귀 분석을 수행하여 검증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의 주요 목표는 

이륜차 사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도시의 사고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의사 결정자들에게 도로 환경을 보다 안전하

게 개선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 방법론의 핵심은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큐브 모델 설계와 음이항 회귀 분석을 실시하는 것

이다. 실험 결과에서는 데이터 큐브 모델을 사용한 두 가지 시나리오 기반 분석 결과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크게 이

륜차 사고 비율과 토지 이용 사이의 관계 분석과 이륜차 사고 횟수와 1인 가구 사이의 관계 분석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차원 분석을 통해 이륜차 사고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 결과를 생성 하고,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더하여 데이터 큐브 모형은 시스템 관리자가 관점에 

따라 차원을 추가하고 선택 ‧ 조절하며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현상과 이력을 기반으로 한 정성적인 분

석으로 요인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음이항 회

귀 모델을 채택했다. 그 결과, 도로 길이, 주거지역의 비율, 1인 가구 비율 등의 변수들이 이륜차 사고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농촌인구의 경우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제안된 분석 시스템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륜차 사고 요인을 분석하고 각 요인 별 영향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포괄하여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유용한 패턴을 발굴한다는 점에 의

의를 두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신속한 음식배달 서비스 수요를 위한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륜차가 크게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륜차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잠재적 배달수요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과 같은 다양한 도시환

경적 정보들을 결합하여 효율적으로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인 FASTA를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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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음식배달 서비스 등 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효율적인 이륜차 사고 분석 시스템의 부족에서 시작되었다. 제안된 

분석 시스템의 주요 목표는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을 식별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있으며, 미래의 충돌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추후 이륜차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COVID-19 

현실을 포함하도록 FASTA 시스템을 확장할 계획이며, 추가 데이터 마이닝 분석 방법 또한 고려하여 더욱 강화된 

시스템을 만들어 의사결정자가 사고 식별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이륜차 사고 원인 정밀조사 및 예

방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이륜차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도시 사고 패턴을 파악하

는 데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리자들에게 이륜차 안전에 대해 보다 풍부하고 밀도 있는 관점을 제

공하고, 집중 순찰 지역 및 우선순위 대응 지역 결정 등과 같은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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