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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농촌지역 일반국도의 단일로 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
로는 최근 3년간(2010~2012년)의 도로교통공단의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Data를 활용했으며, 충청북도 농촌지역(군
단위)중에서 청원군, 옥천군, 괴산군 3개 지역의 일반국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대상 지역의 일반국도 총 272개
구간의 사고 자료를 통계프로그램인 SPSS 20.0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AADT, 차로 수, 중앙분리대, 버스정류장
이 유의한 변수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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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민소득의 증가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보유도 보편
화하였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정부는 교통
사고 예방 활동 및 정책을 시행함으로 교통사고에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OECD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자
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1년 기준으로 101.2
건으로 자료가 파악된 31개국 중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가
100건 이상 발생했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인 54.7건에 비해
서도 약 1.9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교통공단,
2013). 이와 같은 통계자료는 아직도 교통안전 대책 마련의 필
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간 도로교통공단에서 1998년부터 시
행하고 있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의 꾸준한 교통안전
개선대책이 시행되고, 그 효과도 입증되어 있지만, 이는 주로 한
구간에서 집중되는 사고를 중심으로 선정하므로 지방부 보다는
도시부, 단일로 보다는 교차로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역보다는 농촌지역 일반국도의
교차로를 제외한 단일로 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림 1. 연구 흐름도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청원군, 괴산군, 옥천군의 일반국도
대상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편, 자료를 수집 할 때 일반국도
구간 중 교차로 구간은 제외하고 수집된 데이터 구간 길이를 사
고 건수로 나누어 km당 사고 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요인 변
수들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해석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제시하였다.

Ⅱ. 농촌지역 일반국도 단일로 구간 교통사고 특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2010년~2012년) 동안 발생한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청원군, 괴산군, 옥천군의 일반국도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
다. 본 연구의 연구진행 방법은 그림1과 같다. 먼저, 국내·외 문
헌고찰을 통하여 연구 진행방향과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지
표를 설정하고, 분석 방법을 설정한 후,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을 하였다.

* : 책임저자: msdo@hanbat.ac.kr, Phone: +82-42-821-1192, Fax: +82-42-821-1185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농촌지역(군 단위)의 일반국도의 자
료를 수집할 계획이었으나 자료가 방대하여 최근 3년
(2010~2012년)의 교통사고 건수를 검토하여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난 지역, 중간 지역, 적은 지역 3개의 청원군, 옥천군, 괴산
군으로 범위를 설정했으며, 단일구간의 교통사고를 분석함이 목
적이므로 일반국도의 교차로범위(반경 500m)구간은 제외하였
다. 이렇게 수집된 일반국도 단일로 구간의 길이가 모두 다르므
로 km당 교통사고로 표준화하여 분석하였다. 청원군 101개 구
간, 괴산군 135개 구간, 옥천 36개 구간 총 272개 구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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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하였다.
충청북도 농촌지역의 일반국도 단일로 구간에서 발생하는 교
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
분대 유무, 차선 수, 통행속도, 진출입구수, 횡단보도 수, 버스정
류장 수, 교통량, 중 차량 비율 등 총 8개 독립변수를 설정하였다.

2. TAAS 데이터를 활용한 다중회귀분석
충청북도 농촌지역 일반국도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
펴보기 위해 기존 연구의 고찰을 통해 영향인자를 먼저 선정하였
으며 이를 독립변수(X)로 두고, 2010년~2012년 청원군, 옥천
군, 괴산군 각 노선의 사고 건수를 종속변수(Y)로 하는 다중회
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은
일반적으로 두 변수 이상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가를 알기 위한 분석기법이다.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독립변수 값들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 값이 어
떻게 변화하는가를 예측할 수 있다.
독립변수가 명목척도일 경우에는 0과 1을 사용한 더미 변수
(dummy variables)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선정된 8개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사고 건수(Y)를 종속
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일반국도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준화 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는 입력된 독립변수
를 평균=0, 표준편차=1로 표준화시켜 분석한 것으로 독립변수
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내며 전체 변수 중
교통량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선성은 두 개의 독립변수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통계량 VIF 값이 10 이상이면 공선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는데 표 1에서는 10 이상인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공선성문제와 잠재적 독립변수 중 설명력이 높은
변수만을 선정하기 위해 5% 유의수준에서의 단계입력방식
(Stepwise method)을 적용하였다. 단계입력방식을 통해 선정
된 변수로 중분대 유무, 버스정류장수, 교통량, 차로 수가 채택
되었다.
교통량 다음으로 중분대 유무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고 앙뱡향 차로 수와 버스 정류장 수 순서로 나타
내났으며, 결정계수(  )도 0.626으로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
다.
Stepwise 방식으로 구한 다중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농촌지역의 일반국도 사고 중 교차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가로구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농촌지역의 교통사고 건수의 통계로
도출한 청원군, 괴산군, 옥천군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여러 독립변수를 사
용하고자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일반국도 가로구간에서 교통량이 많을수록 사
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버스 정류장의 수가 많
아질수록, 차로 수가 증가할수록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교통량과 연계되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또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감소하
였는데 이는 중앙 분리대 본연의 역할을 충실이 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국도 가로구간을 대상으로 하여 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결과를 도로
의 신설 및 개량에 적용하여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는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도로의
물리적 특성만 포함하여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운전자 성별, 연
령과 같은 인적요인과 차량의 요인, 계절의 요인, 노면의 상태
등과 같은 요인을 포함한 사고모형의 개발과 도로의 종단 선형,
평면 선형과 같은 물리적 특성을 더 포함해서 개발하는 등의 향
후 연구과제들을 보완할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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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사고건수(건/km),   : 중분대 유무,
  : 양방향 차로 수,   : 버스 정류장 수(개/km),
-3
 : 교통량(10 대/일)
표 1. 다중회귀 분석 결과

독립변수
(상수)
중분대 유무(dummy)
양방향 차로 수 (차로)
통행속도 (km/h)
진출입구 수 (개/km)
횡단보도 수 (개/km)
버스정류장 수(개/km)
교통량 (10   대/일)
중차량 비율 (%)
R²
수정된 R²

비표준화 계수
(유의확률)
-1.745 (0.588)
-4.392 (0.000)
1.376 (0.002)
0.005 (0.909)
0.074 (0.572)
0.401 (0.395)
0.426 (0.041)
0.299 (0.000)
-0.588 (0.226)

동시입력방식
표준화
계수
-0.399
0.296
0.011
0.048
0.068
0.163
0.523
-0.87
0.652
0.623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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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입력방식
VIF
2.533
2.404
2.366
1.958
1.751
1.695
2.632
1.652

비표준화 계수
(유의확률)
-2.712 (0.013)
-4.493 (0.000)
1.289 (0.002)

0.539 (0.003)
0.332 (0.000)

표준화 계수

VIF

-0.408
0.277

1.538
2.132

0.207
0.581

1.228
2.047

0.641
0.626
: 사고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