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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port is at a crossroads from transportation to mobility. In recent years, new means of 

transportation have emerg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the environment of use, 

and changes in users. Short-haul mobility is diversifying to improve mobility. The development

of existing road traffic systems and legal systems in Korea has failed to keep up with the emer-

gence and development of new transportation methods, which have led to ongoing collisions 

and side effects with existing transportation and systems. Therefore, Personal Mobility is also 

one of the new modes of transportation, and a solution is needed in front of the problems caused

by the existing transportation system and legal system. Therefore, analysis of PM traffic 

accidents is essential for the installation of additional safety facilities due to the introduction of 

a new mode of transportation or to present policies.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dentify the connection between traffic accidents with the PM and to present policy 

implications for a safe PM driving environment for neighbourhood environmental factors that 

are determined to affect the PM’s driving environment and accidents. Analysis shows that the 

neighbourhood environment affecting the increase in traffic accidents related to PM is road 

area, space facility area, parking zones, parking lots, and population density. The variables 

affecting the reduction are the area of public cultural sports facilities and the number of 

children’s sanctuari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afety facilities and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where the risk of accidents increases in the prevention of PM traffic accidents.

Keywords: accident, e-scooter, logistic analysis, neighbourhood, personal mobility

초록

교통은 운송에서 이동성으로 변화하는 기로에 서 있다. 최근 교통수단의 발전과 사용환경 및

이용행태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ARTICLE HISTORY

Received: 11 March 2022

Revised: 23 March 2022

Accepted: 4 April 2022

Copyright Ⓒ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 Korean Soc. Transp.

Vol.40, No.2, pp.205-217, April 2022

https://doi.org/10.7470/jkst.2022.40.2.205

pISSN : 1229-1366

eISSN : 2234-4217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40 No.2 April 2022206

•Article• Analysis of Neighbourhood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Personal Mobility Accidents

PM)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하나로써 기존의 교통체계 및 법제도로 발생한 문제에 정면하여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새로운 교통수단인 PM 도입으로 인한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우선순위 선정이나 정책 제시를 위하여 PM 교통

사고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M의 운행환경 및 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

되는 근린 환경요인에 대하여 PM과의 교통사고와 연관성을 파악하여 안전한 PM 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안전

시설 실치 지점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PM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근린환경은 인구밀도, 주차

장 개소, 주차장 면수, 어린이보호구역 개수, 공간시설 면적, 도로면적, 공공문화체육시설 면적으로 이 중 인구밀도, 

주차장개소, 주차장면수, 공간시설 면적, 도로 면적의 경우 크기가 증가할수록 PM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PM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안한다.

주요어: 개인형이동수단, 근린환경요인, 교통사고, 전동킥보드, 로지스틱분석

서론

최근 교통수단의 발전과 사용환경 및 이용행태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단거리 이

동에 있어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을 이용한 이동이 증가하고 있다.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2017)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M 판매량은 

2017년 7.5만대 수준에서 2022년 약 20만대 이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2017년 이후 국내 공유 

킥보드 업체의 꾸준한 사업 확장으로 킥보드를 쉽게 접할 수 있어 많은 킥보드 탑승자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의 기존 도로 교통 체계와 법제도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과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였고, 이는 기존 교통수단 및 체

계와 지속적인 충돌과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PM의 경우 2017년 국내 도입 후 법 제도의 제정은 2019년에 이루어

졌으며 구체적인 제한 및 안전장구 착용 지시는 2020년 이후 제정되었다. 제정이 이루어지는 사이, PM은 도로와 인

도 모두에서 골칫덩이가 되었고 교통사고의 발생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PM 역시 새로운 교통수단의 하나

로써 기존 교통체계 및 법제도로 발생한 문제에 정면하여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PM 이용의 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경찰청에서도 2017년부터 PM 이용에 

따른 교통사고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PM 교통사고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으

나, 유동인구가 많으며 사람의 활동이 일어나는 지점 주변 환경인 근린환경1) 요인에 관한 세부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새로운 교통수단인 PM 도입으로 인한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우선순위 선정이나 정책 제시를 위하

여 PM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린환경요인은 국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자전거 및 보행자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

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있으며 최고속도 25km/h 미만으로 자전거의 평균 

속도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PM으로 인한 교통사고 또한 자전거와 유사한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

나 차도로만 주행해야된다고 명시된 법에 따라 PM은 자전거와 다른 주행환경 및 특성을 가지게 되어 자전거와는 

다른 교통사고 발생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PM의 운행 편의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수 및 사고 피해도 

경감을 위해서 근린환경요인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PM 운행환경 및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근린환경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PM 운행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 근린환경 요인들을 수집하여, 이 근린환경 요인

들과 PM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PM 교통사고에 영향이 큰 근린환경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는 PM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한 근린환경 개선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근린환경: 도시를�구성하는�생활권의�환경을�의미하고�일반적으로�인간의�활동이�일어나는�지점�주변의�환경(Yoo and Le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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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 PM 교통사고에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거나 근린환경 요인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해 분석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1. 근린환경�요인에�관련한�이론�고찰�

Park and Lee(2016)의 경우 서울시를 대상으로 가로 세그먼트 단위와 공간통계모형을 사용하여 가로환경의 특

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동차 통행량과 유동인구 보행량은 보행자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대중교통 시설이나 초등학교 주변, 상업가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사고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역시 보행자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였으며, 생활권 3지 

교차로 부근에서 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조사되었다.

Ko and Park(2019)은 서울시 보행자-차량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보행자 사고심각도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고 근

린환경 특성도 변수로 사용하여 다수준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교차로 및 횡단보도

에서는 교통사고 심각도가 높다고 나타났으며 신호등은 보행자 교통사고 심각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었다. 미국의 

시애틀을 대상으로 분석한 Chen and Zhou(2016)의 연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의 심각도가 상업지구에서 사고심

각도가 높아지는 반면에 공업지구는 사고 심각도가 감소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Park(2014)

은 시애틀을 배경으로 근린의 물리적 환경요인과 보행자-차량간 충돌사고와의 연관성을 계량분석 하였다. 음이항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최종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위의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Zegeer et al.(2002)의 경우 도

로의 차선수가 보행자 교통사고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Hess et al.(2004)은 버스정거장이 보행자 교통

사고와 연관성이 있음을 주장하여 Park and Lee(2016), Ko and Park(2019)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Lee and Lee(2017)는 보행자 안전에 대한 다수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TaaS 데이터를 이용하여 근린생활

권에 해당하는 행정동 단위로 도로 네트워크 구조 지표를 포함하여 보행자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특

성을 분석하였다. 음이항 회귀분석을 통한 분석결과 생활권 도로의 사고율이 생활권 외 도로에 비해 1.5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국외 연구의 경우 Loukaitou-Sideris et al.(2007)은 로스엔젤레스의 발생 교통사고를 인구조사구역 단위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높은 인구밀도와 상업지역, 고밀도의 주거지역이 사고 유발 원인이 됨을 주장하였다. 

Ukkusuri et al.(2012) 연구의 경우 뉴욕의 교통사고를 전체 또는 사망자 발생 사고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학교, 환승역 주변 사고가 많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차로수가 많거나 차로의 폭이 넓을수록 

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여 Zegeer et al.(2002)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음을 확인하였다.

Hwang and Lee(2018)는 서울시 자전거 교통사고를 분석하기 위해서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자료 중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자인 사고, 중상이상 사고, 경상이하 사고로 나누어 종속변수로 사용하

였다. 독립변수는 크게 토지이용요인, 통행량 요인, 가로환경요인, 시설요인, 자연환경 요인 및 인프라 요인 총 6가

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모형으로는 음이항 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상업시설이 밀집

되거나 토지이용 혼합도가 높은 지역, 차량의 제한속도가 높은 지역, 자전거 전용도로와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고

가 다수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자전거 교통사고와 근린환경과의 연관을 분석한 Kim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횡단보도와 교차로, 공업지역의 경우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며 버스 정류

장은 사고발생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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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M 교통사고에�관련한�이론�고찰�

Han et al.(2021b)은 PM 교통사고(2017-2019)에 대하여 가해사고와 피해사고로 구분하여 도로 등급, 도로 유

형, 기상 상태, 사고 유형, 주야간에 대하여 차종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해사고와 피해사고 모두 광역시에서 

전체 PM 교통사고의 50% 이상 발생하였고, 특히 서울지역의 PM 사고율은 2018년에 비해 2.6배 이상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교차로 및 단일로, 기상상태 맑음, 평지 등의 조건에서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an et 

al.(2020)은 교통사고 데이터를 도로 및 환경요인, 사고특성요인, 인적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구축하였고, 이를 사고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용률이 높은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의 경우 사고 심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날씨와 도로 상태 또한 사고 심각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위치의 

경우, 교차로내 구간과 단일로 일반구간의 사고 심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an et al.(2021a)은 PM 교통사고 

데이터를 로지스틱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차도폭, 교차로 변수는 사고 확률과 음의 관계를 지니고 보

도폭, 생활인구 변수는 사고확률과 양의 관계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Han et al.(2020)과 Han et al.(2021b)

의 논문은 기상상태와 사고 유형에 관하여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Han et al.(2021a)의 경우 각 변수가 상위분

류 안에서 유의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국외 분석의 경우 Cicchino et al.(2021)의 경우 조지워싱턴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고 위치와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환자들은 다른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 환자

보다 부상 심각도가 높았으며 해당 환자들은 PM 탑승속도가 다른 환자보다 더 높은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Traynor Jr et al.(2021)에서는 미국 내에서 일어난 E-Scooter의 사고를 분석하였으며 나이별, 연령별, 음주여

부, 부상 부위에 관하여 통계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Sikka et al.(2019) 또한 E-Scooter의 사고로 

인한 보행자의 부상 정도를 분석하였다.

3. 연구의�차별성�

선행연구 검토 결과 기존 PM 교통사고에 관련된 대부분 연구에서는 도로 등급, 도로 유형, 기상상태, 사고 유형, 

주야간, 차종별 등과 관련된 요인에 관련하여 분석하였으며 사고 위치를 이용한 경우 교차로 내 구간과 단일로 일반

구간의 사고 심각도에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이중 Han et al.(2021a)이 분석한 PM의 사고발생 확률 추정의 경우 개

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특징을 반영하는 집계단위를 설정하였다. 기존 선행연구 중 근린환경과 교통사고의 연관성

을 파악한 것은 자전거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서술되었으며 도로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주위에 위치

한 건물의 유형에 따라 사고 특성 및 심각도가 달라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 연구 중 PM 교통사고와 근린환경과

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의 경우 다양한 근린환경요소를 적용한 자전거 교통사고와 보행자 교통사고 분석과는 달리 

인구와 도로 위의 요소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PM 교통사고와 근린환경 요인의 연관성을 도로 위계와 도로 종류에 따른 사고를 예측하거나 

도로 위의 요소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M 사고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근린환경 요인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인구밀도, 주차장 개수, 주차장 면수, 도로면적, 공공문화체육시설면적, 공간시설 면

적, 어린이보호구역 개수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그 후 서울시 424개의 행정동에 대하여 PM 교통사고와 근린환경 

요인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근린환경의 분

석을 통하여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나 각 공간적 변수에 자기 상관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

기상관성을 고려하여 이를 분석한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지역의 근린환경 요소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분석 및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며 향후 PM 이용자의 안전강화 및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이용하여 여

러 효율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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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

1.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TAAS2)를 통해 수집된 2017-2019년 PM 교

통사고 데이터 중 근린환경 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호위반이나 우천시의 기상상태, 젖은 노면의 데이터

를 제외한 285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PM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요인 분석을 위해, 첫째,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QGIS를 이용하여 행정동 경계 데이터와 매칭하였다. 그후 구축한 데이터와 

TAAS 데이터를 행정동별로 매칭하여 최종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둘째,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여 최종 

분석 대상 변수를 선정하였다. 셋째, 최종 선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을 사용하여 모형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한 근린환경의 차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유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

다. 넷째, 이후 추정된 계수값의 부호(양, 음)를 토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영향을 확인한 뒤 오즈비

(odds ratio) 해석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확인하였다. Figure 1은 연구의 흐름을 나열한 

것이다. 

Figure 1. Overall methodology

2. 지역�선정

본 연구의 대상지로는 다양한 근린환경의 특성이 존재하고 PM의 이동이 많아 관련 데이터가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서울시 424개 행정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공유 전동킥보

드 수 중 70.5%를 서울시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AAS 데이터를 활용하여 PM 교통사고(가해 및 피해, 

단독사고 포함 총 교통사고 건수) 비율을 전국 PM 교통사고와 비교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서울시가 전국 PM 교통

사고에 대해 연평균 44.3%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 시 결과의 신뢰도가 높고, 전국을 대표할만한 표본

이 될 지역으로 서울시를 선정하였다. 서울시는 PM이 가장 먼저 도입되었으며 근린환경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PM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의 정확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PM 교

2) TAAS(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경찰 ‧ 보험사 ‧ 공제조합�등의�교통사고�자료를�수집, 통합 ‧ 분석하여�교통안전�정책�수립�등에�활용할�수�있도록�교통

사고�정보를�제공하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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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고를 동별로 나누어 동별 사고 발생 여부를 종속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서울시 동별 

PM 관련 사고자료를 수집하였고, PM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인구밀도, 토지이용, 가로환경, 시설

요인과 관련한 데이터들을 서울시 또는 각 기초지자체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Table 1. Seoul PM accident rate compared to nation wide (TAAS)

Year Nation wide Seoul Seoul PM accident rate compared to nation wide

2017 117 47 40.2%
2018 225 90 40%

2019 447 236 52.8%

3. 변수�설정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를 동별로 나누어 동별 사고 발생 여부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종

속변수인 PM 사고 발생 여부의 경우 2017-2019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인구밀도, 토지이용, 가

로환경, 시설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로 인구밀도의 경우 지역에 인구가 밀집하면 PM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분석에 사용하

였다. 둘째로 토지이용요인은 시설의 존재에 따라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이 많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확률이 존재

한다고 생각되어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토지 이용 요인에는 공간시설, 도로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구분하였으

며 각 시설의 차지 면적을 산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공간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로써 PM의 

이용 및 주차가 편리하여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밀집이 많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되어 변수로 사용하였다. 도로시설

은 각 행정동별로 존재하는 도로의 면적 넓이이며 공공문화체육시설은 공공청사, 학교, 연구시설, 문화시설, 사회복

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로 데이터는 각 시설을 행정동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면적을 이용하였다. 셋째, 가로 환경 요인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수를 사용하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수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확실한 지역이 많고 안전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

어 시설의 강화에 따른 사고 발생 감소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변수로 선정하였다. 변수는 서울시 열린데

이터 광장의 자료를 이용해 행정동별로 개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시설요인에서는 주차장 개수, 주차장 면수를 변수

로 활용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의 종류 및 출처는 Table 2와 같으며 자료의 기준년도는 2019년이다. 

Table 2. Variable list

Variable Content Source
PM accidents Accidents by each town TaaS

Population density Population density (people/Km2) Seoul open 
data plazaLand use 

factors
Space facility area Squares, Parks, Green spaces, Amusement parks, Public spaces 

(Km2)

Road area Main movement, Transition, Distribution, Collection, Access, 
Termination, Road facility other area (Km2)

Public culture sports area Areas of sports facilities and youth training facilities where 
public needs are recognized, such as public buildings, schools, 
research facilities, cultural facilities,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public employment training facilities (Km2)

Landscape 
factors

Number of children’s 
sanctuaries specified

Number of children’s sanctuaries in each group

Facility 
factor

Parking zones Number of parking zones in the town unit
(including private, public, street, off-street, construction, etc.)

Parking lot Number of parking spaces in the town unit
(including private, public, street, off-street, construc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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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데이터가 QGIS 파일이나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는(X,Y좌표) Excel 형태로 존재하여 2차 가공이 필요

하였다. 따라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QGIS를 사용하여 행정동 단위로 가공한 뒤 자료를 적용하였다. 행정동 단위

로 가공한 다음 m2 단위로 되어있는 면적 데이터를 Km2 단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Figure 2는 데이터를 QGIS에 

올려 매칭한 것으로 서울시 전체 데이터를 매칭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고, Figure 3은 이를 확대하여 서초구 부

분에 도로면적 데이터를 구축한 예시이다.

Figure 2. Result of Matiching Data - Total Figure 3. Result of Matiching Data - Road

4. 주요�분석방법론

연구에 적용된 주요 방법론과 통계적 기법 활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집된 변수자료들에 대해서 

변수간 공선성 확인을 위해 다중공선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중공선성은 입력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회

귀 계수의 분산을 크게 하기 때문에, 회귀 분석 시 추정 회귀 계수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다중 회귀 모형

에서 회귀 계수란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설명 변수들 사이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한 설명변수를 다른 설명변수와의 함수 관계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회귀 계수의 분

산이 증가하며, 회귀 계수 추정치가 불안하고 해석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VIF의 값을 이용하여 판단하는데 VIF의 

값이 10보다 크면 다중공선성이 있어 변수들 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관련성 및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회귀분석의 유형 중 하나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인과관

계를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통계기법이다. 이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추정이 직접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다수의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하나의 종속변수를 측정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써 일반적인 회귀분석과 달리 종속변수가 이분형 범주형 변수이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독립변수가 명목척도나 서열척도 같이 정상적인 척도와 등간척도를 함께 사용하여 다변량 정규분포를 한다

는 사실이 불분명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선형이 아니고 비선형 곡선으로 나타내며 확률 추정값의 경우 변수와 상관 없이 항상 0과 1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모수의 추정은 최대 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이용하여 추

정하며 이를 선형적인 함수로 변환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함수로 변환하게 된다. 즉, 관측된 자료가 발생할 확률을 알

려지지 않은 모수들의 함수로 표현한 후, 이 함수를 최대화시킬 때 얻어진 모수들의 추정값들이 바로 최대가능도 추

정량이 되는 것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의 종속변수 Y가 0 또는 1일 때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Hosmer and 

Lemeshow, 2000; Kleinbaum,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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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오즈비(odds ratio) 해석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확인한다. 

오즈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대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상대적 비율이다. 

 



 (3)

이를 사고로 예를 들면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 대비 사고 발생할 확률을 나타

낸 것은 X=1일 때의 오즈라고 할 수 있으며 X=0일 때와 X=1일 때의 오즈는 Equation 4, Equation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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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0일 때의 오즈 대비 X=1일 때의 오즈의 비율을 오즈비라고 하며 Equation 6과 같다.

오즈비














 (6)

오즈비의 해석은 독립변수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각 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가 오즈비의 배로 이루어 진다

고 해석된다(Kleinbaum and Klein,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 분석을 통해 분석하려는 변수들의 상

관관계를 확인한다. 또한,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의 구성이 이분형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PM 교통사고 발생과 근린환경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 

관련성 및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해당 분석법을 활용한다. 

따라서 PM 교통사고와 근린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며 근린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얼마나 증가

하는지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오즈비를 통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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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1. 기초통계�및�다중공선성�분석

본 연구의 기초 통계 분석 결과와 다중공선성 분석은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의 공간 범위는 서울시 2019년 기준 

424개의 행정동으로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수인 PM 교통사고 발생 여부는 서울시 424개의 행정동 중 280개의 행정

동에서 발생하였다. 인구밀도는 평균적으로 24,000.32인/Km2이며 주차장 개수와 면수는 각각 평균 741.49개가 존

재, 10,025.19의 주차장 면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수는 각 행정동별 평균 3.93개

가 존재하며 공간시설과 도로시설의 면적은 각각 평균 1.751Km2, 1.125Km2으로 나타났다. 유통시설은 가장 적은 

0.013Km2의 면적을, 공공문화체육시설은 0.189Km2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각 변수의 연관성을 보기 위하여 다

중공선성을 분석한결과 모든 변수의 VIF가 2 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elected variable

Variable Average Standard deviation VIF

Population density 24,000.32 11,987.706 1.177
Parking zones 741.49 550.168 1.131

Parking lot 10,025.19 6,670.546 1.370

Children’s sanctuary 3.93 2.554 1.092
Space facility area 1.751 3.740 1.154

Road area 1.125 0.921 1.278

Public cultural sports area 0.189 0.532 1.128

2. 모형�개발�및�해석

본 연구에서 활용한 모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으로 사고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90% 신뢰수준)을 미치는 설

명변수를 채택하여 최종 사고 발생 모형을 추정하였다. 적합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Hosmer-Lemeshow 통계량을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Hosmer-Lemeshow 통계량은 유의확률이 모두 p=0.876>0.05이

기 때문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가능하다. 

Table 4.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B S.E Wals Significance Exp (B)

Population density 0.00004 0.000 14.541 0.000*** 1.00004
Parking zones 0.00067 0.000 7.737 0.005*** 1.00067

Parking lot 0.00004 0.000 3.698 0.054* 1.00004

Children’s sanctuary 0.07371 0.046 2.519 0.112 1.0765
Space facility area 0.07151 0.036 3.988 0.046** 1.0741

Road area 0.62211 0.169 13.616 0.000*** 1.8629

Public cultural sports area -0.39693 0.225 3.118 0.077* 0.6724
Constant -2.11045 0.31 23.979 0.000 0.12118

Kai square (significance) 3.989 (0.858), -2 log likelihood 477.698, -2 log likelihood 0.144, Negelkerke R-squared 0.199
*p<0.1, **p<0.05, ***p<0.01

분석은 최대우도추정 통계량에 근거한 후진단계선택법으로 진행하였다. 후진단계선택법은 모형 내 모든 변수를 

포함시킨 단계에서 시작하여 각 단계마다 변수들을 추가 또는 제거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이 과정에서 사건

이 일어날 가능성인 우도를 추정하여 이 우도가 최대로 하는 기울기를 구해 이를 기준으로 제거할 변수를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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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모형에 관한 요약 통계량은 Table 4와 같다. 여기서 Nagelkerke R2은 독립변수들이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반응변수의 변동 중 약 20%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에서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정된 모형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의 경우 모두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린이보호

구역 개수와 공공문화 체육시설 면적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양(+)의 영향을 주어 1단위가 증가한다면 사고 발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면적은 음(-)의 영향을 주어 1단위가 증가한다면 사고 발생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PM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

면 양(+)의 영향을 주는 변수에도 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른 조건

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성립하는 것이다. 양(+)의 변수 중 도로면적의 경우 1단위 증가로 1.8629배의 사고 위험이 

증가하여 독립변수 중 사고 위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공간시설 면적의 경우 1단위 증가 시 1.0741배의 사

고 위험을 증가시킨다. 주차장 개소 및 면수는 각각 1단위 증가 시 1.00067배, 1.00004배 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 

인구밀도의 경우 1단위 증가 시 사고 위험을 1.0000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의 변수도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공공문화체육시설 면적이 1단위씩 증가하면 0.6724배로 사고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요인�분석�결과�시사점

분석 결과, PM 교통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근린환경은 인구밀도, 주차장 개소, 주차장 면수, 어린이보호구역 개

수, 공간시설 면적, 도로면적, 공공문화체육시설 면적으로 이 중 인구밀도, 주차장개소, 주차장면수, 공간시설 면적, 

도로 면적의 경우 1 단위씩 증가할수록 PM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문화체육시설 면적은 

1 단위씩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한다. 인구밀도, 주차장개소, 주차장면수, 공간시설 면적의 경우 인구의 

밀집을 보여주는 곳으로 상대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아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중 인구밀

도의 경우 인구의 밀집도를 나타내 인구가 밀집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 개소 

및 주차장 면수의 경우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해석 가능하며 주차 후 단거리 이동시 PM 이용이 높아 이러한 결과

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공간시설 면적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로써 사람들의 유동량이 많아 내부

에서 PM 이용량이 많은 곳이다. 또한 PM의 운행이 자유롭고 주차가 편리하여 PM을 이용한 접근 및 레저활동을 많

이 하는 곳이다. 따라서 각 독립변수가 1단위씩 증가한다면 PM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이다. 도로시설의 경우 PM

이 도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을수록 PM 교통사고가 증가한다고 판단된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면적의 경우 

공공시설, 문화시설, 학교 등의 시설로써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으며 행정동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아 타 시설에 

비해 안전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1단위씩 증가할수록 사고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

우 안전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고 보도와 도로의 구분이 확실하며 차량이 모두 시속 30km/h로 저속주행한다. 그

러나 PM의 제한속도가 25km/h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보다 적어 과속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얻은 모형에 대하여 분류 정확도

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Performance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lassification
Prediction

Prediction accident
Classification %

0 1

Prediction accident
0 48  96 33.3
1 37 243 86.8

Total percent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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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류 정확도에 따르면 산출된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은 사고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는 86.8%의 

정확도를 보여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사고발생확률과 미발생 확률을 포함한 전체 사고발생 

유무 예측에 관해서는 68.6%의 분류정확도를 보인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산출된 모형의 정확도가 약 68.6%라는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고 예측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PM은 교통수단의 발전과 사용환경 및 이용행태의 변화 등으로 등장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국내의 기존 도로 

교통체계와 법제도가 등장과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여 기존의 체계와 지속적인 충돌과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2017)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PM 판매량은 2017년 7.5만대 수준에서 2022년 약 20만

대 이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2017년 이후 국내 공유 킥보드 업체의 꾸준한 사업 확장으로 킥보

드를 쉽게 접할 수 있어 많은 킥보드 탑승자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근린환경요인은 국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자전

거 및 보행자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로 분류되고 있으며 최고속도 25km/h 미만으로 자전거의 평균 속도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이에 따라 PM으로 인

한 교통사고 또한 자전거와 유사한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차도로만 주행해야 된다고 명시된 법에 따라 PM

은 자전거와 다른 주행환경 및 특성을 가지게 되어 자전거와는 다른 교통사고 발생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PM의 안전한 운행환경 및 정책 제시와 교통사고 수 및 피해도 경감을 위하여 근린환경요인에 대한 파악이 중

요하므로 이를 분석하여 근린환경 개선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PM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정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은 인구밀도, 주차장개소, 주차

장면수, 공간시설 면적, 도로면적로 나타났다. 증가의 순위는 도로면적, 공간시설 면적, 주차장개소, 주차장면수, 인

구밀도이다. 이는 1단위 증가 시 증가하는 사고 위험의 배를 기준으로 나열한 것이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면적의 경

우 1단위 증가시 사고위험이 감소하는 변수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PM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의 영향을 주는 변수에도 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 결과를 해석하자면 인구밀도, 주차장개소, 주차장면수, 공간시설 면적의 경우 인구의 밀집을 보여주는 곳으

로써 인구밀도의 경우 인구의 밀집도를 나타내 인구가 밀집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 개소 및 주차장 면수의 경우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해석 가능하며 주차 후 단거리 이동시 PM 이용이 높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공간시설 면적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로써 사람들의 유

동량이 많아 내부에서 PM 이용량이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도로시설의 경우 PM이 도로 통행을 하기 때문에 면

적이 넓을수록 PM 교통사고가 증가한다고 판단된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면적의 경우 공공시설, 문화시설, 학교 등

의 시설로써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으며 행정동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아 타 시설에 비해 안전시설이 많이 설치

되어 1단위씩 증가할수록 사고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고 위험이 높은 공간시설과 공간시설 근

처에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면적이 넓은 공간시설일수록 안전 시설물 설치

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PM 등 다른 수단을 제공하는 주차장 및 근처의 도로 또한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가 필요

하다. 따라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단거리 이동을 많이 하는 지역의 PM 운영환경 및 안전시설의 개선을 정책적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운행환경 개선 및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각 시설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안전시설

의 유무 또는 개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반영되어 분석을 진행하였다면 안전시설 설치 및 종류 따른 PM 교통사

고의 발생 빈도나 영향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정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PM 교통

사고의 다양한 내역을 수집하였지만 이를 다 활용하지 못하고 발생 유무만을 통하여 사고 위험을 예측하였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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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각 시설물에 대해 구체화하여 영향에 미치는 요인을 자세히 구분하고 PM 

교통사고 피해/가해 비율이나 각 행정동별 발생 비율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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