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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umber of fatalities that occurred on domestic expressway has continuously 

decreased, but there are still much more fatalities compared to major OECD countries. In order

to achieve the OECD level of fatalities,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identify the cause of the 

crash and establish systematic traffic safety measur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ash.

In Korea, safety plan for expressway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macroscopic perspective 

with simple basic crash statistics. However, expressway is environment that is highly probable 

for severe crashes due to high traffic speed.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crash severity, safety

policies need to be applied efficiently based on more detailed crash analysis. In the existing 

expressway safety policy introduction system, there is a problem in that only fragmentary and 

temporary improvement measures have been applied based on a single cause of the crash 

analysis. This method is effective from a macroscopic point of view, but it is difficult to reduce 

severe crashes such as serious injuries and massive crashes. Because crashes are caused by a 

combination of multiple factors, and the mechanism of occurrence is also complex. Thu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raffic safety combination factors to supplement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 Various big data mining techniques were applied to identify 

interaction effects between variables. Traditional statistical methods were also adopted to 

reflect the latest research trends. Furthermore, this paper suggested directions for establishing 

expressway traffic safety policy from a more comprehensive perspective.

Keywords: combination factors, countermeasures, data mining, highway, severe crash

초록

국가 차원에서는 거시적 관점의 정책 수립을 위해 단순 기초통계 수준 내 교통사고 동향을 파

악하고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통행속도가 높아 심각

한 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환경으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기존보다 세분화된 사고분석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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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최근 국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주요 OECD 국

가에 비해 여전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OECD 수준의 사망자 수 달성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및 사고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통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 고속도로 안전정책 도입체계

는 단일 사고원인에 기반하여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개선대책만을 적용해 온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교통사고는 한 가

지 이상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하며 발생 메커니즘 또한 복잡하다. 기존 사고분석 방식은 사고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인적 요인, 도로 환경요인 등 특정 원인에 초점을 맞춰 주요 대책을 적용해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거

시적 관점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중상 및 대형사고 등 심각한 사고를 감소시키기에는 실효성이 저하된다. 고속도로 

교통안전정책 수립을 위해 복합 사고요인을 파악하고 보다 종합적 관점을 통한 사고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통안전 복합 영향요인 도출을 통한 정책 수립 방향성에 대

해 제시하였다. 빅데이터에 대한 이슈가 증대됨에 따라 최신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및 기초통

계 분석 등의 기법 적용을 통해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도출된 방법론을 토대로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보다 종합적 관점에서 고속도로 교통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어: 복합 영향요인, 교통안전대책, 데이터 마이닝, 고속도로, 심각 사고

서론

정부는 매년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에 따라 소관부서별 국가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망자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한국

도로공사는 이러한 정부의 교통안전 시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별도의 고속도로 교통안전 종합대책 중 ‧ 장

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

세이며 이는 최근 국가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다양한 안전개선대책 도입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지만 여전히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사망자 수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고속도로의 심각한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망자 감축을 위한 중점적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9년 동안 국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장

(100km)당 사망자 수의 평균 감소율은 약 7.91%이며 주요 OECD(7개국) 국가의 감소율은 약 2.5%로 3.2배의 차

이가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사망자 평균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사망자 수는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는 국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 여지가 남아있으며 사망자 수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사망자 수가 적게 발생한 국가의 교통안전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실정을 반영한 도입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을 위해 단순 기초통계 수준 내 교통사고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한 가지 이상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하며 메커니즘 또한 복잡하다. 

기존 사고분석 방식은 사고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인적 요인, 도로 환경요인 등 특정 원인에 초점을 맞춰 주요 대

책을 적용해왔으나 이러한 방식은 빈도를 감소시키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중상, 대형사고 등 심각한 사고를 감

소시키기에는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교통안전정책 수립 시 복합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종합적 관점을 통한 사고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고속도로 심각 사고 감소를 위한 복합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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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문헌고찰

국내외에서 수행되고 있는 교통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교통안전정책 주요 부문 도출사

례 및 사고분석을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 적용 연구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빈도 및 심각도 측면에서 데이터 마

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활용한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의의 및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1. 교통안전정책�관련�연구�동향�분석

Nam et al.(2016)은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교통안전 정책과제 분석을 위해 Issue-Tree를 활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라 교통안전과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고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연계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또한 도출된 정책 과제의 필요성 및 기여도 등을 반영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 방법론을 적용하여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Lim(2018)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적용된 안전대책의 차이

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역별 교통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별 사고 발

생 현황 분석을 통해 지역별 중대 교통사고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화물차의 차량 특성 별, 지역 물동량의 형태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교통안전정책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Kim and Kim(2018)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이슈 도출을 위해 수원시를 대상으로 3년간 약 18만 건의 신문 

기사를 분석하였다.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총 8가지 분야에서 110개의 이슈를 도출하였으며 정책 이슈의 중요도 

도출을 위해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실시하였다. Oh et al.(2016)은 

ITS와 관련된 정책 이슈 도출을 위해 경계분석 이론 및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감사이슈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뉴스, 문헌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 이슈를 발굴하였으며 부정적 견해를 반영하여 고위험 정책 이슈

를 구분하였다. Kim and Yoon(2019)은 뉴스 및 신문 기사를 통해 도로 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이슈와 여론 변

화를 파악하기 위해 오피니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감성분석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니즈를 파악하였으

며 5년 단위 기간에 따라 정책 이슈가 변화함을 밝혔다. Oh(2015)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교통 및 ICT 분

야의 연구 동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두 분야의 필요한 연구 영역을 도출하였다.

2. 교통사고�분석을�위한�데이터�마이닝�기법�적용�사례

Nam et al.(2004)은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인적 요인을 토대로 사고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변수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복합 요인의 경우 단일 요인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Kang et al.(2017)은 사고를 심각도에 따라 분류하고 시공간적 특성 및 사고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심각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사고 발생 개연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규칙을 제시하였다. Lee et al.(2008)

은 도로 기하구조 요인과 사고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분석 모형을 개

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다중 회귀모형, 포아송 회귀모형과 비교하였으며 CART모형의 경우 교통 사

고율의 크기와 관계없이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밝혔다. 도출된 사고 영향요인은 구간 거리(km), 횡단보도폭(m), 횡

단길어깨(m), 교통량 순으로 도출되었다.

Han et al.(2014)은 CART 모형을 통해 화물차 및 비화물차 사고를 구분하여 심각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화물차

의 사고 심각도는 보호 장구 착용 여부, 운전 경력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2016)은 의사결

정나무 분석 기법을 통해 공사구간과 일반구간에 대한 영향요인을 각각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트럭 비율

이 공사구간 사고심각도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며 공사구간 안전 개선을 위해 트럭 비율에 따라 대책 수립을 다르게 

적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또한 단순 의사결정나무 기법은 예측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인공신경망, 다항 로지스틱 등 

다양한 기법을 적용한 사고심각도 분석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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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ro et al.(2015)은 베이지안 네트워크, 의사결정나무, ANN(Artificial Neural Network) 기법을 활용하여 사

망 및 부상사고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도로 유형, 조명 조건, 날씨, 차량 연식, 도로 포장 및 표면 상태에 대한 요인

이 심각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Chung(2013)은 과분산 특성 및 비선형 특징을 갖는 사고

건수를 예측하기 위해 BRT(Boosted regression trees) 모델을 제안하였다. 전통적 방식인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CART 분석 간 사고 영향요인 도출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기존에 도출되지 않았던 사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

운 영향요인이 도출되었다. Prati et al.(2017)은 자전거 사고 중 심각한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베이지안 네트워크, CHAID(Chi-square Automatic Interaction Detector)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적용하였다. 의사

결정나무 분석 시 도로 및 사고 유형, 연령 등과 관련된 변수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베이지안 네트워크 기법에

서는 사고 및 도로 유형, 상대방 차종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 Zheng et al.(2018)은 화물차 사고 중 심

각한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출을 위해 그래디언트 부스팅 기법을 적용하였다. 심각한 사고를 경미한 사고, 부

상사고, 중상사고(1명, 2명 이상)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 주요 상위 11개 요인이 심각한 사

고를 설명하는 주 변수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존�연구와의�차별성�및�의의

기존 교통안전정책 수립 방향성 및 정책과제 이슈 발굴을 위해 주로 정성적 요인을 고려한 텍스트마이닝 기법 등

이 적용되고 있으나 복합 이슈를 고려한 정책 수립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데이터 마이닝 기

법의 적용을 통해 사고 영향요인을 도출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여 복합 영향

요인을 고려한 연구는 미흡하였으며 대부분 의사결정나무 및 인공신경망 기법을 통해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기존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의사결정나무 기법은 단순하고 예측력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다양한 기법의 적

용을 통한 심각도 분석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Park et al., 2016).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정책 이슈를 도출하

기 위해 단일 이슈에 기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속도로 교통안전정책 수립 방향성 제시

를 위해 복합 요인을 고려한 이슈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속도로 심각 사고 영향요인 도출을 위해 랜덤 포레스트, MARS(Multivariate Adaptive 

Regression Splines) 등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주요 복합 요인을 도출하여 최종 고속도로 교통안전

정책 수립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고속도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로드맵 수립 

시 심각한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정책 전개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분석�방법론

1. 분석�개요

본 연구에서는 사망자 수 저감을 위한 교통안전정책 수립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복합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사고 기초통계, 데이터 마이닝(랜덤 포레스트, 의사결정나무, MARS)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활용된 4가지의 방법론

은 Figur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분류에 최적화된 방법론으로 심각한 사고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된 변

수의 영향 정도를 추출할 수 있다. 의사결정나무 및 MARS 모형은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자동으로 나타내어 복

합 영향요인의 도출이 가능하지만 랜덤 포레스트의 경우 단일 영향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낼 수 있어 기초통

계 결과와 조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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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bination factor analysis method

2. 변수�설정

최근 고속도로에서 5년간 발생한 사고 자료를 토대로 A등급 및 B등급 사고에 대해 심각한 사고로 정의하였다. 사

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출을 위해 고속도로 사고 자료에 있는 항목을 고려한 변수는 Table 1과 같다. 이

를 토대로 기초통계, 데이터 마이닝 기법(랜덤 포레스트, 의사결정나무, MARS)의 적용을 통해 복합 영향요인을 도

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62개 변수에 대해 이항으로 구분

했으며 종속변수는 심각한 사고 발생 여부(A, B등급=1, C, D등급=0)1)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 Setting for variables

Variable Description

Area Section Tollgate/Ramp/Mainline/Tunnel/Service area

Tollgate (entrance/exit)

Service area (entrance/exit)

Tunnel (entrance/exit/inside)

Ramp (gore)

Bridge

Reversible lane/Acceleration lane/Deceleration lane

Shoulder lane (mainline/ramp)

Lane section (passing lane/middle lane/last lane)

Crash Cause Speeding/Drowsiness/Overtaking failure/Road miscellaneous/Negligence/
Not maintaining driving safety interval/Wrong-way driving/Centerline invasion/
Violation for exclusive lane/Lane change/Oversteering

Type Vehicle-facility crash/Single vehicle crash/Vehicle-person crash

Vehicle type Passenger car/Van/Truck

1) A등급: 사망� 3명�이상/부상� 20명�이상/피해액� 1천만�원�이상

B등급: 사망� 1명�이상/부상� 5명�이상/피해액� 250만�원�이상

C등급: 부상� 1명�이상/피해액� 3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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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tting for variables (continued)

Variable Description

Environment Road Slippery road surface/Road debris/Pothole/Asphalt/Concrete

Weather Sunny+blur/Snow/Rain/Fog type1 (dense fog less than 20)/
Fog type2 (dense fog over 20)

Time Daytime/Night

Road geometry Superelevation (+) ‧ Superelevation (-)/Left and right curve (horizontal alignment)/
Uphill ‧ Downhill (vertical alignment)

Traffic Stop vehicle/Congestion/Work zone

Human State of driver Fatigue/Drunk-driving/Phone use

3. 분석�방법론

1) 사고통계�분석지표�정의

영향 요인별 타당성 검토 및 상대적 비교를 위해 사고위험도, 빈도, 심각도를 나타내는 3가지 지수를 정의하였다. 

사고위험도 지수는 Equation 1에 제시하였으며 해당 요인의 전체 사고건수 중 심각한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

내는 지표로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사고 발생 개연성을 나타낸다. 빈도지수는 Equation 2에 나타냈으며 전체 62개의 

단일 요인에 대한 전체 사고건수 대비 해당 요인의 사고건수로 영향요인 간 상대적 발생 빈도를 나타낸다. 심각도 지

수는 Equation 3에 제시하였으며 전체 62개 단일 요인에 대한 심각한 사고건수 대비 해당 요인의 심각한 사고건수

로 영향요인 간 상대적 심각도를 나타낸다.

사고위험도지수
해당 요인전체사고건수

해당요인  사고건수
× (1)

빈도지수
전체요인 사고건수

해당요인 사고건수
× (2)

심각도지수
전체 요인  사고건수

해당 요인  사고건수
× (3)

2)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랜덤 포레스트는 Breiman(2001)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교통 분야에서 변수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데 적

용되고 있다(Abdel-Aty and Haleem, 2011; Ahmed and Abdel-Aty, 2011; Yu and Abdel-Aty, 2014). 여러 개

의 의사결정나무를 구축하여 앙상블 기법을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심화된 방법론으로 과적합 확률을 낮춰 결

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모형 개발을 위해 ntree 및 mtry 2개의 하이퍼파라미터에 대한 조정이 필

요하다. 이때, ntree는 생성할 나무의 개수를 나타내며 mtry는 각 노드에서 랜덤하게 고려될 수 있는 변수의 설정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R randomForest 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하이퍼파라미터는 기본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훈련 및 

테스트 데이터는 7:3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분석자 주관에 따라 다르게 구분될 수 있다. 랜덤 포레스트 모형 구축 

시 해당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 변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MDA(Mean Decrease Accuracy), MDG(Mean 

Decrease Gini) 두 가지의 평가지표가 도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 구축을 위해 사용된 변수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MDA를 활용하였으며 이는 해당 변수를 제거하여 모형을 재구축했을 때 감소되는 정확도 차이를 변수별로 평균화

한 값으로 Equation 4와 같다. 랜덤 포레스트는 변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낼 수 없어 단일 변수 및 기초통계 변수를 

조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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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트리의 개수

  : 부트스트랩 샘플링 과정에서 추출되지 않은 관측치

 : 관측치

 : 레이블

 : 변수 중요도 측정 전 예측된 레이블 값


 : 변수 중요도 측정 후 예측된 레이블 값

3) MARS(Multivariate Adaptive Regression Splines)

MARS는 연속형 변수를 처리하는 데 효과적인 모형으로 자동으로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계별 선형회귀 또는 의사결정나무를 비모수 회귀모형으로 확장한 것으로 고차원 회귀문제

에 적합한 방법이며, 선형 스플라인을 사용하여 조각별로 선형인 연속함수로 추정한다. MARS는 각 모델의 결합 결

과에 기초한 최적 변수 조합을 선택한다. MARS의 기본 형태는 Equation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Friedman, 

1991).

     ∈⋯  

  





 (5)

여기서,   : 기저함수

 : 입력변수

 : 상의 기저함수 혹은 에 속하는 둘 이상의 기저함수들의 곱

MARS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회귀모형을 적합 시켜 모델의 개선을 위해 변수 간 상호작용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

인하여 영향요인을 선택하는 방법론이다. 이는 기본 회귀모형에 잔차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기저함수를 추가하는 

원리이며 과적합 방지를 위해 GCV(Generalized Cross-Validation)값을 최소화하여 모형을 개발하며 Equation 6

에 제시하였다.

모형 구축을 위해 R earth 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훈련 및 테스트 데이터는 7:3으로 구분하였다. MARS는 모형 

개발을 위해 별도의 가지치기 방법론 설정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교차검증 기법을 사용하여 변수에 사용될 수

를 결정하였다. 교차검증은 모델을 학습 및 훈련하는데 데이터를 k개의 폴드로 구분된 검증 결과들을 평균하여 최

종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6)

여기서,  : 계수


 : 경첩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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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의사결정규칙을 토대로 분류(classification) 또는 예측(prediction)을 수행하는 방법론으로 분석 과정이 나무 구

조에 의해 도식화될 수 있어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의사결정나무는 분석의 정확도 보다는 분

석 과정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활용 분야는 세분화, 분류, 예측, 변수선택, 상호작용 

파악 등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Choi et al., 1998).

의사결정나무의 대표적 알고리즘으로 CHAID, CART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 구축을 위

해 R rpart 패키지 및 party 패키지를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rpart는 CART 알고리즘을 구현한 대표적

인 패키지로 모든 입력변수에 대해 모든 가능한 분할 지점을 조사하고 지니지수(Gini index)의 순수도를 증

가시키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한다(Therneau et al., 2015). 지니지수는 Equation 7과 같이 불순도를 측정하

며 작은 값을 기준으로 분리하게 된다(Kang and Kim, 2013). party(Hothorn et al., 2015) 패키지는 조건부 

추론방법에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며 불편의 반복분할(unbiased recursive partitioning) 방법으로 반응변수

와 설명변수들의 다중 검정 방법을 통해 유의확률을 보정하여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고 변수의 측정 단위가 다

르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Shin, 2016).

  
  




 (7)

여기서,   : 데이터셀

 : 범주의 비율

 : 범주의 개수

분석결과

1. 기초통계�분석

변수 조합을 토대로 사고위험도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전체 단일 변수의 평균 2.56% 이상인 복합 영향요인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도출된 복합 요인 중 의미가 없는 조합에 대해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상위 영향요

인은 주로 정차차량과 연관된 복합 요인이 빈번하게 도출되었으며 주로 2차 사고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순으로 졸음과 관련된 요인이 도출되어 졸음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된다.

Table 2. Basic statistics analysis result by combination factor

Variable #1 Variable #2 Crash risk index Frequency index Severity index

Curve Stop vehicle 24.62 0.37 3.64

Stop vehicle Downhill 24.42 0.32 3.12

Last lane Drowsiness 11.03 3.00 13.13

Work zone Truck 19.71 0.30 2.32

Uphill Drowsiness 8.45 1.93 6.45

Mainline Drowsiness 8.10 8.64 27.74

Passing lane Work zone 7.33 0.51 1.46

Passing lane Negligence 6.72 3.93 10.46

Downhill Drowsiness 6.70 2.12 5.64

Tunnel Drowsiness 6.65 0.76 2.00

Passing lane Truck 6.04 3.78 9.05

Negligence Mainline 5.68 13.08 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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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asic statistics analysis result by combination factor (continued)

Variable #1 Variable #2 Crash risk index Frequency index Severity index

Passing lane Drowsiness 5.66 2.15 4.82

Tunnel Negligence 5.08 1.07 2.15

Downhill Truck 5.05 4.71 9.42

Negligence Truck 4.87 8.46 16.32

Superelevation (-) Truck 4.59 2.41 4.38

Uphill Night 4.52 5.3 9.50

Right curve Truck 4.41 3.65 6.38

Night Right curve 3.37 4.33 5.79

Slippery road surface Night 2.84 4.28 4.82

Passing lane Downhill 2.77 4.87 5.34

Right curve Downhill 2.63 4.63 4.82

Vehicle-facility crash Drowsiness 2.62 8.42 8.75

2. 랜덤�포레스트�분석

복합 영향요인별 상대적 비교를 위해 MDA(Mean Decrease Accuracy)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값이 클수록 

변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랜덤 포레스트 분석 방법의 경우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변수 간 상관분석을 통해 도출된 복합 요인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본선 및 미

끄러운 노면 2가지 요인을 제외한 8가지 단일 변수를 토대로 변수 간 상호작용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 single variable importance analysis result

Ranking Variable Mean decrease accuracy Ranking Variable Mean decrease accuracy

1 Stop vehicle 25.65 6 Speeding 14.88 

2 Mainline 19.05 7 Drowsiness 14.40 

3 Vehicle-person crash 18.14 8 Ramp 14.14 

4 Rain 15.36 9 Downhill 13.61 

5 Slippery road surface 14.90 10 Truck 12.01 

변수 조합을 도출하기 위해 기초통계에서 도출된 5개의 단일 영향요인 및 랜덤 포레스트에서 도출된 8개의 단일 

영향요인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Figure 2. Correlation analysis with random forest and basic statistics results

상관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복합 영향요인은 Table 4와 같다. 상관계수가 양수이며 0.1 이상인 변수 조

합을 도출하여 9개의 복합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상관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복합 영향요인은 우천 시 과속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추월차로 내 운전자의 주시태만 사고, 램프 과속사고 등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과속사고는 비,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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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와 연관될 경우 심각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중점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월차로 주시태만 사고 유형은 추월차로 내 차로변경 시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되지만 주시태만으

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추월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

한 중점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ajor variables

Variable #1 Vari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

Speeding Rain 0.50

Passing lane Negligence 0.35

Speeding Ramp 0.29

Stop vehicle Vehicle-person crash 0.28

Right curve Ramp 0.25

Right curve Night 0.15

Night Stop vehicle 0.11

Night Truck 0.10

Vehicle-person crash Night 0.10

3. 의사결정나무

의사결정나무 구축을 위해 R의 party 패키지 및 rpart 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를 각각 도출하였다. 또한 

다양한 결과 도출을 위해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가 강하게 연관된 요인을 제외하고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rpart 패키지는 모든 입력변수에 대해 가능한 분할 지점을 조사하고 지니 지수의 순수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기준을 

활용한다. 반면 party 패키지는 p-test를 거쳐 변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지치기 작업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다.

1) 영향요인�도출(rpart 패키지)

CART는 분류 수행 시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이항 분리(binary split)를 수행하는 대표적 알고리즘으로 심각한 사

고를 분류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를 구축하여 도출된 주요 영향요인은 Figure 3과 같다.

변수 간 주요 상호작용 효과는 (정차차량*편경사(-)), (정차차량*주시태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차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심각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사고 구간의 적정 편경사 설치 여부 검토 및 운전자 

주의 환기를 위한 시설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결과 도출을 위해 정차차량을 제외하여 모형을 재구축하였다. 분석결과, (화물차*주시태만) 및 (화물차*

우측차로) 2가지 변수 조합이 도출되었으며 주로 화물차와 연관된 요인이 도출되었다. rpart 패키지를 활용한 의사

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A등급 및 B등급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고는 주로 화물차와 정차차량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운전자의 인적요인 및 도로 환경요인이 결합될 경우 심각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ure 3. Decision tree analysis results (rpar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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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요인�도출(party 패키지)

party 알고리즘은 조건부 분포에 따라 변수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노드 분할에 사용하는 원리이며 기존에 존재

했던 과적합으로 인한 데이터 편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당 알고리즘을 통해 구축된 의사결정나무는 Figure 4

와 같다. rpart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결과 도출을 위해 정차차량을 제외하여 모형을 재구축하였다.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통해 도출된 변수 간 주요 상호작용 효과는 (정차차량*차대사람), (정차차량*졸음운전), (정차차량*주

시태만) 등이 도출되었으며 정차차량을 제외한 분석결과에서는 (졸음*우측차로), (터널*졸음), (터널*정체) 등과 

같은 복합 영향요인이 도출되었다. party 패키지를 활용한 의사결정나무 분석결과는 주로 정차차량과 터널이 연관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차차량의 경우 rpart 패키지를 활용한 의사결정나무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이

와 더불어 party 패키지를 활용한 의사결정나무는 rpart 패키지를 활용한 분석결과보다 다양한 변수 상호작용이 도

출되었으며 이는 변수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알고리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예상된다. 터널 사고의 경우 

졸음운전, 정체 상황에서 심각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4. Decision tree analysis results (party package)

4. MARS

MARS 모형을 통해 변수 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도출된 복합 영향요인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졸

음운전 및 야간과 관련된 변수가 주로 도출되었으며 야간 정차차량 사고, 야간 차로변경 사고, 미끄러운 노면에서 발

생한 역주행 사고 3가지 유형은 계수가 각각 14.99, 14.26, 13.04로 다른 복합 영향요인에 비해 크게 나타나 상대적

Table 5. Coefficients for MARS model

Variable #1 Variable #2 Coefficients

Night Stop vehicle 14.99

Night Lane change 14.26

Wrong-way driving Slippery road surface 13.04

Wrong-way driving Night 3.12

Single vehicle Night 3.09

Stop vehicle Vehicle-person crash 3.01

Night Right curve 2.43

Passing lane Negligence 1.15

Slippery road surface Stop vehicle 1.08

Daytime Stop vehicle 0.97

Drowsiness Ramp 0.74

Last lane Drowsiness 0.74

Daytime Tunnel 0.39

Negligence Truck 0.26

Night Drowsiness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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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심각한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야간과 관련된 요인이 빈번히 도출되었으며 다른 방법

론에서는 도출되지 않았던 역주행 사고 특성이 새롭게 도출되어 사고 감소를 위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타당성�검토�및�최종�복합�영향요인의�선정

방법론별 도출된 복합 영향요인을 토대로 각 방법론에서 도출된 횟수를 고려한 중요성 검토, 3개 지수 검증을 통

해 최종 복합 영향요인 선정한 내용을 Figure 5에 나타냈다. 방법론을 통한 중요성 검토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기초

통계, 데이터 마이닝 기법(랜덤 포레스트, 의사결정나무, MARS)에서 2회 이상 도출되었는지 여부를 통해 검증을 

수행하였다. 지표 검증의 경우 사고위험도 지수는 전체 단일 변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빈도 및 심각

도 지수는 상위 25% 내 포함 여부를 검토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을 통한 중요성 검토를 통해 방법론별 2

회 이상 도출 여부 및 3가지의 사고통계 분석지표가 지표별 기준 2회 이상 충족 여부를 종합하여 최종 7개의 복합 영

향요인을 선정하였다. 고속도로 교통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복합 영향요인은 정차차량, 야간, 졸음 및 주시태만과 연

관된 세부 요인이 결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내 고속도로 교통안전 개선대책 도입을 위해 7개의 복합 영향요

인에 대한 중점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ure 5. Combination factors selection procedure

결론

국가 차원에서는 사고 현황분석 및 다양한 개선대책의 적용 등 사고 감소 도모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 감소율은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여전히 선진

국에 비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고속도로 교통안전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사망자 수 저감을 위

한 중점적 노력이 필요하다.

교통사고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하며 메커니

즘 또한 복잡하다. 기존 사고분석 방식은 단순 기초통계를 통한 분석을 통해 특정 원인에 초점을 맞춰 주요 대책을 

적용하는 등 편중된 대책 적용을 유도하였다. 하지만 이는 거시적 관점에서 사고 빈도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만 중상 및 대형사고 등 심각한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변수 간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의사결정나무, MARS 등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적용을 통해 심각한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각 분석 기법에 따라 도출된 복합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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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지표 검증 및 방법론별 도출 횟수 등 일련의 검토 과정을 통해 고속도로 교통안전정책 수립 방향성 제시를 

위한 7개의 최종 요인을 선정하였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복합 영향요인은 주로 정차차량, 야간, 

주시태만 및 졸음과 연관된 요인과 세부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났다. 심각한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복합 영향

요인에 대한 세부 분석과 안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않

았지만 각 방법론을 통해 도출되었던 복합 영향요인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적 노

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 기법의 

적용을 통해 도출된 복합 요인은 단일 요인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Nam et al., 2004). 

본 연구에서 도출된 최종 복합 요인별 사고분석 내용은 단일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고분석 내용과 비교 및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의사결정나무, MARS 등 변수 간 단위를 통일하지 않더라도 유의한 결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하이퍼파라미터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값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그리드 서치, 랜덤 서치 등 최적화된 결과 도출을 통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의사결정나무, 랜덤 포레스트, MARS 3가지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였으나 연관규칙 분석, 인공신

경망 등 추가적인 분석 기법의 적용을 통해 새로운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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