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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동안 총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증감을 반복하며 큰 변

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교차로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1년부터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인다.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의 45%가 교차로

에서 발생하며, 교차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체 교

통사고 사망자의 30%에 이른다. 최근에는 교차로의 사

고 위험 해결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대책으로 원

형교차로가 도입되고 있다.

원형교차로는 로터리와 회전교차로로 구분된다. 국

토교통부에서는 로터리를 진입차량이 우선 통행하는 

방식의 교차로로 정의하며, 교통지체 및 낮은 안전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회전교차로는 교차

로 중앙에 원형의 교통섬을 두고 반시계방향으로 회전

하여 통과하도록 만든 교차로이다. 회전교차로는 기존 

교차로에 비해 차량 간 상충 빈도가 낮으며, 로터리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국민안전처가 

2014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대상지 54개소를 대상으

로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분석한 결과, 회전교차로 설

치 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사상자 수도 67.3% 감소한 결과를 보

인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교차로의 교통사고 발생건

수는 약 8.4% 증가하였다. 이러한 장점으로 회전교차

로는 2017년 기준 전국 461개소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에 23개소가 추가 설치될 계획이다.

기존 연구들은 로터리 및 회전교차로와 관련하여 교

통사고 감소효과 및 운영효율 등에 관해 분석하고 있

으나, 토지이용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토지

의 이용 및 개발은 통행을 유발하며, 용도에 따라 발생

되는 통행량이 다르므로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차

이를 보인다. 또한 로터리 및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하

는 교통사고는 충돌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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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 대상 교차로에서 발생한 평균 측면충돌 사고

건수는 평균 차량단독 사고의 약 6배이다. 따라서 각 

충돌 유형의 교통사고 특성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한 

개별 모형개발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충돌 유형별 도시

부 교통사고모형을 개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

발된 모형은 도시부 토지이용에 따른 충돌 유형별 특

성을 파악하고, 교차로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

인 대안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선행연구 검토

2.1 토지이용과 교통사고

이승주는 토지이용 및 사회경제변수를 이용하여 교통

사고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교통사고건수, 인구 

10만 인당 사고율, 통행발생량 사고율, 대지면적당사고

율 및 차량 1만 대당 사고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11개의 

모형이 분석되었다. 총 대지면적, 도로연장, 주간선 도로

비율, 고령인구비율, 통행발생량 및 교차로밀도 등이 교

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1).

박준태 등은 서울시 기초자치구 25개구를 중심으로 

토지이용 기반의 새로운 교통사고 예측모형을 개발하

였다. 저자들은 주거, 상업 및 업무 연상면적이 각 1%

씩 증가할 경우 교통사고는 0.027%, 0.041% 및 0.03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각 자치구의 사업체당 

종사자 수, 도로 연장당 교차로 개수, 고령자인구 구성 

비율 등이 공통적으로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

D. M. Priyantha Wedagama et, al.은 도시의 토지이용

이 보행자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저자들

은 어린이 및 노인 보행자보다 활동량이 많은 성인 보

행자의 사고가 상업용지 이용 비율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민감도 분석을 통해 상업용지 이용이 1% 

증가할 때마다, 성인의 중상 및 사망사고가 평균 약 

1.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Megan Wier et, al.은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에 따른 

보행자 사고의 지역 수준 모델을 개발하였다. 저자들

은 샌프란시스코 176개 지역의 도로에서 발생한 부상 

및 사망 보행자사고 4,039건을 분석하였다. 교통량, 간

선도로, 주거 및 상업이 혼합된 토지이용, 고용자 수 

및 주민 수 등이 증가할 경우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4).

2.2 충돌 유형

한수산 등은 국내 원형교차로를 대상으로 사고유형

에 따른 포아송 및 음이항 회귀모형을 개발하였다. 전

체 사고 중 차대차 사고가 73.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자들은 사고유형별 심각

도모형의 공통변수는 교통량이며, 특이변수로는 우회

전 별도차로 수, 과속방지턱, 진출입구 수 및 횡단보도 

수인 것으로 분석하였다5).

박병호 등은 지방부 신호교차로의 후미 추돌사고특

성을 분석하고, 청주․청원에 대한 사고모형을 개발하

였다. 포아송 모형을 통해 중차량비, 교통량 합계 및 

차량 유출입구 합계의 독립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이항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

난 요인은 주도로 폭, 교통량 합계 및 중차량비로 분석

되었다6).

박병호 등은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충돌 유형별 회전

교차로 사고모형을 개발하였다. 저자들은 포아송 및 

음이항 회귀모형들의 RMSE, MPB, 상관계수 등을 비

교한 후 토빗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측면

직각 충돌사고에서는 접근차로 폭 및 중앙교통섬 직경

이, 추돌사고에서는 회전차로 수 및 접근로 평균차로 

수가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7).

Kai Wang et, al.은 다변량 포아송 로그모형을 이용

하여 지방부 도로의 충돌 유형 및 사고심각도 모형을 

개발하였다. 동일방향 충돌 모형에서는 주․부도로 교

통량이, 교차충돌 모형에서는 부도로 교통량 및 우회

전차로 유무가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면 

충돌사고에는 부도로 교통량, 조명유무 및 우회전차로 

유무가, 단일차량 충돌에서는 주도로 교통량 및 우회

전차로 유무가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었다8).

I. M. A. Ghasak et, al.은 미국 워싱턴 주에서 발생한 

13,357건의 사고에 대해 4가지 충돌 유형별 다변량 포

아송 혼합모형을 구축하였다. 저자들은 전체 사고 중 

후미 추돌사고가 56.3%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으로 분석하였다. 모형의 공통변수는 교통량, 도로 길

이, 3차로 이상 차로수 비율, 분석단위 당 평면 및 종

단곡선의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9).

2.3 연구의 차별성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

는 기존의 로터리 및 회전교차로 교통사고와 관련한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던 토지이용을 고려하고 

있다. 토지용도에 따라 통행량 및 교통류 특성에 차이

를 보이므로, 토지이용과 교통사고와의 관계를 파악함

으로써 각 용도에 적합한 교통사고 감소 대책에 기여

할 수 있는 사고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사고를 다룬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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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교통분석존(TAZ: traffic analysis zone) 단위의 

분석으로 행정구 및 행정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

실적인 적용에는 그 범위가 넓다고 판단되므로 이 연

구는 대상 교차로의 모든 진입로 250 m 이내의 토지이

용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따라서 주변 토지이용 여건

이 로터리 및 회전교차로의 교통사고에 미치는 공간적 

영향을 고려하고자 한다. 

셋째, 충돌 유형별 교통사고가 토지이용 유형별로 

분석된다. 토지이용 특성은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서, 용도에 따른 충돌 유형별 사고건수는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는 토지이용이 서로 다른 곳에 

설치된 교차로의 충돌 유형별 교통사고 특성을 파악함

으로써, 토지이용과 충돌사고 유형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는 데에 차별성이 있다.

3. 변수선정

3.1 자료의 수집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국내 도시부 로터리 및 회전

교차로 67개소이다. 교통사고 자료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14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918건을 수집하였다. 충돌 유형

은 후미 추돌, 측면 충돌 및 단독사고의 3가지로 구분

된다. 또한 기존연구 및 회전교차로 설계지침10)을 참고

하여 교통량 및 기하구조 등의 17개 독립변수를 선정

하였다.

기하구조는 ‘오토캐드(AutoCAD)’ 및 ‘다음(Daum) 

로드뷰’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토지이용 자료 수집

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종

합포털’을 이용하였으며, 교차로 진입로로부터 250 m 

이내의 용도를 상업지역, 상업․주거지역 및 주거지역

으로 구분하였다. 도시지역은 주로 복합적인 형태로 

Table 1. Classification criteria

Type 1 :
Commercial area 

Type 2 :
Commercial․residential area

Type 3 :
Residential area

Over 60% 
commercial area 

From 40% to 60% commercial 
area and From 40% to 60% 

residential area

Over 80% 
residential area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by land use type

Type of 
land use

No. of 
intersections

Mean of 
accidents/ADT

Std.
dev.

Std.
err. Min. Max

1 18 2.728 4.033 0.951 0.158 17.271

2 26 1.616 2.323 0.456 0.155 9.390

3 24 1.118 1.108 0.226 0.142 4.562

Total 67 1.735 2.640 0.320 0.142 17.271

개발되므로, 조사된 용도지역의 분포에 따라 Table 1의 

기준과 같이 분류하였다. 각 토지이용 유형에 대한 요

약통계는 Table 2와 같다.

3.2 변수 선정 및 다중공선성 분석

이 연구에서 개발하는 모형의 종속변수는 교차로에

서 발생한 교통사고건수를 일평균교통량으로 나누어 

표준화한 사고밀도이며, 후미 추돌, 측면 충돌 및 단독

사고로 구분한다. 로터리 및 회전교차로에서 정면 충

돌사고는 예외적인 상황 외에 발생하지 않으며, 기타 

사고는 표본의 수가 적고 사고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독립변수들의 독립성 파악을 위해 다중공선

성 분석을 수행한다.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면 특정 회

귀계수 및 표준오차가 잘못 추정될 가능성이 높다. 

Table 3와 같이 모든 변수들의 VIF 값이 10이하로 다

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3.3 토지이용별 특성분석

모형개발에 앞서 분석자료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수

행한다. 먼저 토지이용 유형별 교통류 구성비를 살펴

보면, 특히 상업지역과 상업주거지역에서 화물차의 구

성비가 각각 4.1%와 3.62%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는 상업지역의 물류기능이 화물교통량에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버스 교통량은 상업지역

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약 2배 높은 구성비를 보이며, 소

형자동차 교통량은 토지이용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토지이용별 운전자 법규위반사항을 비교해 

보면, 상업지역은 안전운전불이행, 안전거리미확보 및 

신호위반 순으로 운전자 법규위반사항의 비율이 높게 

분석된다. 상업주거지역에서는 안전운전 불이행, 교차

로운행방법 위반 및 신호위반 순이며, 주거지역은 안전

운전불이행, 교차로운행방법 위반 및 직진우회전 진행

방해 순서로 나타난다. 안전운전 불이행은 교통사고에

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항으로, 모든 토지이

용 유형에서 약 4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상업지역에서는 신호위반 및 안전거리 미확보

가 약 20%를 차지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다. 이는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상업지역의 특성

에 따른 꼬리 물기, 황색 점멸신호 무시 등의 현상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역에서는 직진

우회전 진행방해 위반사항의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난

다. 이는 골목길이 많은 주거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토지이용에 따른 교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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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List of independent variables

Variable Definition (unit) Mean Std. dev. VIF

 Number of leg(No.) 4.794 1.103 1.844

 Number of entry lane(No.) 1.763 0.626 1.968

 Width of entry lane(m) 6.196 2.324 5.474


Splitter island

(if yes=1, otherwise=0) 0.580 - 1.865

 Number of pedestrian crossings(No.) 0.880 0.300 1.639

 Number of bus stop(No.) 1.496 1.479 1.869

 Number of speed hump(No.) 0.908 1.560 1.478


Bicycle lane on approach road

(if yes=1, otherwise=0) 0.412 - 4.205

 Inscribed circle diameter(m) 53.354 37.002 7.214

 Area of circulatory roadway(㎡) 1522.792 1534.603 6.410

 Area of central island(㎡) 1742.501 5385.283 5.478


Number of 

circulatory roadway(No.)
2.031 1.125 3.053

 Circulatory roadway width(m) 5.309 2.351 4.482

 Ln(traffic volume) 7.219 0.888 2.247


Ratio of HOV

(high-occupancy vehicle)(%)
7.115 5.732 1.208


Conflict ratio

((acceptance/conflict)/100) 1.162 1.301 2.764

 Entry radius(m) 46.545 97.744 3.325

Note : , , , ,  are the average per approach road.

및 운전자 행태 등의 차이가 교통사고의 특성에도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3.4 가설검정

토지이용에 따른 충돌 유형별 교차로 교통사고에 차

이가 있다는 연구가설을 검토한다. 귀무가설은 ‘토지

이용은 사고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다. 검정

에는 F 검정법 중 하나인 일원배치 분산분석법을 이용

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검정 유의확률이 0.001로 유의수준 5%에서 귀무가

설 기각역을 만족한다. 즉 토지이용은 교차로의 사고

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분

석된다. Table 2의 요약통계에서도 상업지역의 평균 사

고밀도 값이 주거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Table 4. Result of one-way analysis of variance

Classification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p-value

between group 26.595 2 13.297 6.848 0.001

within group 248.532 128 1.942 -　 -　

Total 275.127 130 -　 -　 -　

4. 모형 개발 및 논의

4.1 충돌 유형별 상업지역 사고모형

추정된 변수들이 모두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Table 5의 

보정 R2값이 모두 0.8 이상이며, Durbin-Watson의 값이 

1과 3사이의 값에 있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한

다. 모형 개발결과는 Table 6과 같다.

상업지역의 후미추돌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통량, 내접원직경, 자전거도로 유무 및 상충비이며, 

변수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난다. 내접원 직경이 큰 교차로에서는 회전차량이 주

행할 때 직진도로처럼 인식하여 과속하는 경향을 보인

다. 따라서 위험상황 발생 시 감속이 어려우므로 후미

추돌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전거

도로가 있을 경우 상충 위험이 증가하여 후미추돌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측면충돌사고모형에서는 교통량, 중앙교통섬 면적, 

과속방지턱 수 및 자전거도로 유무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며, 교통량과 중앙교통섬 면적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다. 과속방지턱 수의 표준화 계수는 낮지만, 진

입차량의 감속을 유도함으로써 측면충돌사고 감소에 

Table 5. Summary of type 1 modeling

Classification Adjusted R2 Std. 
err. F p-value

Durbin-
Watson

Rear-end collision 0.991 0.117 13.416 0.015 2.658

Sideswipe collision 0.827 1.239 7.428 0.018 2.145

Vehicle alone collision 0.802 0.068 12.662 0.009 2.880

Table 6. Type 1 accident model by type of collision

Classification
Non-std. coeff. Std. coeff.

t-value p-value
B Std. err. β

Rear-end 
collision

Constant -23.297 1.316 - -7.702 0.000

 3.491 0.183 1.603 9.112 0.000

 0.018 0.001 0.878 8.023 0.000

 1.317 0.090 0.539 5.614 0.000

 0.404 0.110 0.244 3.663 0.015

Sideswipe 
collision

Constant -25.415 5.315 - -4.782 0.000

 3.672 0.738 0.742 4.975 0.000

 0.638 0.004 0.652 4.938 0.000

 -1.686 0.556 -0.445 -3.035 0.010

 1.804 0.662 0.311 2.725 0.018

Vehicle 
alone 

collision

Constant 0.676 0.134 - 5.047 0.001

 -0.117 0.033 -0.802 -3.558 0.009

 -0.167 0.664 -0.094 -3.07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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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차량단독 사고모형에서는 회전차로 폭 및 분리교통

섬 유무가 유의한 변수이며, 이 중 회전차로 폭이 분리

교통섬에 비해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다. 회전차로 폭이 좁고, 분리교통섬이 없을 경우 상

충 위험이 높고, 차량의 통행을 적절히 유도하지 못해 

단독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2 충돌 유형별 상업․주거지역 사고모형

모형에서 추정된 변수들이 모두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신뢰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난다. 또한 Table 7에서 보정 R2값이 모두 0.8 

이상으로 모형의 설명력이 높으며,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한다. 유형별 모형 개발결과는 Table 8과 같다.

상업․주거지역의 후미추돌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상충비, 분리교통섬 유무 및 다인승차량 비율

이다. 분리교통섬의 설치는 후미추돌사고를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인승차량은 승용차의 시거를 

방해하여 후미추돌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분석된다. 

측면충돌사고모형에서는 교통량, 중앙교통섬면적 및 

회전차로면적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며, 세 변수의 

중요도가 모두 비슷하게 높게 나타난다. 교통량은 사

고와 양의 상관관계로 사고노출 빈도를 높이는 직접적

인 변수이다. 또한 회전차로 면적이 적을수록 차량 간

Table 7. Summary of type 2 modeling

Classification Adjusted R2 Std. 
err.

F p-value Durbin-
Watson

Rear-end collision 0.954 0.991 3.297 0.025 1.693

Sideswipe collision 0.864 0.827 9.776 0.000 1.955

Vehicle alone collision 0.846 0.802 4.407 0.020 2.112

Table 8. Type 2 accident model by type of collision

Classification
Non-std. coeff. Std. coeff.

t-value p-value
B Std. err. β

Rear-end 
collision

Constant -0.254 0.112 - -2.275 0.038

 0.001 0.000 0.872 5.240 0.000

 -0.362 0.105 -0.189 -3.442 0.004

 0.035 0.014 0.143 2.531 0.025

Sideswipe 
collision

Constant 0.318 0.137 - 2.316 0.031

 1.083 0.241 0.709 4.492 0.000

 0.001 0.000 0.933 7.589 0.000

 -0.001 0.000 -0.875 -8.085 0.000

Vehicle 
alone 

collision

Constant 0.156 0.040 - 3.905 0.008

 0.895 0.000 0.848 5.241 0.002

 -0.211 0.068 -0.506 -3.127 0.020

의 거리가 가까워져 측면 충돌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차량 단독 사고모형에서는 중앙교통섬 면적 및 평균

유입차로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며, 

중앙교통섬 면적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다. 중앙교통

섬 면적은 사고와 양의 상관관계를, 평균유입차로 수

는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4.3 충돌 유형별 주거지역 사고모형

추정된 변수들이 모두 신뢰수준 95%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 또한 Table 9와 같이 보정 R2값이 모두 

0.8 이상이며, 잔차의 독립성이 만족된다. 유형별 모형 

개발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상업․주거지역의 후미추돌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상충비와 버스정류장 수이다. 특히 상충비는 

토지이용에 관계없이 후미추돌사고모형의 주요 변수

이며, 버스정류장은 승객 및 버스와 차량 간의 상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측면충돌사고모형에서는 교통량, 중앙교통섬 면적 

및 평균 유입차로 폭이 유의한 변수로 채택된다. 변수 

중 중앙교통섬 면적이 주거지역 측면충돌사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교통섬 면

적이 클 경우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을 인식하기 위해 

넓은 시거를 필요로 하여, 측면충돌사고 위험이 증가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평균 유입차로 폭은 사고와 음

Table 9. Summary of type 3 modeling

Classification Adjusted R2 Std. 
err.

F p-value Durbin-
Watson

Rear-end collision 0.847 0.150 5.403 0.045 2.453

Sideswipe collision 0.803 0.180 6.092 0.033 2.060

Vehicle alone collision 0.780 0.148 4.438 0.038 2.166

Table 10. Type 3 accident model by type of collision

Classification
Non-std. coeff. Std. coeff.

t-value p-value
B Std. err. β

Rear-end 
collision

Constant -0.784 0.134 - -5.835 0.000

 0.062 0.025 0.273 2.459 0.036

 0.070 0.030 0.274 2.324 0.045

Sideswipe 
collision

Constant -0.526 0.166 - -3.171 0.009

 0.499 0.217 0.400 2.297 0.033

 0.056 0.007 2.454 7.914 0.000

 -0.211 0.082 -0.498 -2.569 0.018

Vehicle 
alone 

collision

Constant 0.437 0.179 - 2.441 0.045

 -0.004 0.001 -0.832 -3.973 0.005

 0.044 0.111 0.540 2.69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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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로, 유입차로 폭이 좁을수록 상충위험이 

높고, 회전차로에 오진입할 위험을 높이기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된다.

차량단독사고모형에서는 진입곡선반경 및 버스정류

장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 진입곡선반경

은 주거지역 차량단독사고모형의 특이변수로서, 진입

곡선반경이 작을 경우 회전차로로 진입하기 위한 반경

이 줄어들어 차량단독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4 전체 사고모형

토지이용 및 사고유형을 더미변수로 하여 전체 사고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각 유형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한다. 추정된 더미변수가 모두 신뢰수준 

95%에서 전체 교통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 판단된다. 

Table 11에서 기준변수인 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과 

상업주거지역의 특징이 교통사고 발생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화계수를 통해 

상업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

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고유형별로는 기준변

수인 차량 단독사고보다 사고발생이 높다고 분석된다. 

특히 후미추돌의 표준화계수가 측면충돌 보다 2배 이

상 높으므로 후미추돌이 사고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설검정, 토지이용별 교통류 분석, 운전자 위반행

태 분석 및 모형 등을 종합하면 토지이용에 따른 교통

사고의 분포 및 특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토지이용 유형별 모형

을 통해 공간적 특성에 따른 교통사고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1. Total accident model 

Classification
Non-std. coeff. Std. coeff.

t-value p-value
B Std. err. β

Constant -19.129 8.884 - -3.813 0.000

Commercial area 5.159 2.326 0.191 2.218 0.028

Commercial․
residential area 4.285 1.973 0.157 3.150 0.002

Rear-end collision 3.010 2.852 0.877 2.536 0.010

Sideswipe collision 5.131 2.139 0.349 2.398 0.018

 4.877 1.690 0.305 2.886 0.005

 5.397 2.177 0.266 2.480 0.015

 -0.007 0.002 -0.852 -3.931 0.000

 -0.217 0.066 -0.657 -3.302 0.001

4.5 모형논의

토지이용에 따른 충돌 유형별 모형에서 채택된 공통

변수는 Table 12와 같다.

Table 12. Comparison of model by type of collision based on 
land use

Classification Common variables

Land use

Commercial area Bicycle lane, Ln(traffic volume)

Commercial·
residential area

Area of central island

Residential area Number of bus stop

Collision

Rear-end Conflict ratio

Sideswipe Ln(traffic volume), Area of central island

Vehicle alone -

상업지역 사고모형의 공통변수는 자전거도로 유무

와 교통량이다. 따라서 상업시설 주변에 위치한 교차

로에서는 자전거도로 설치를 지양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통량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특이변수로 분석된 내

접원 직경, 중앙교통섬 면적, 과속방지턱 수 등 6개 기

하구조의 설계에 주의해야 한다. 

상업․주거지역 사고모형의 공통변수는 중앙교통섬 

면적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곳에 위치한 

교차로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중앙교통섬 면적

의 설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중앙교통섬면적은 모든 

측면충돌사고모형에서 유의하므로 측면충돌사고를 증

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해석된다. 또한 특이변수인 

분리교통섬 유무, 회전차로 면적 등의 기하구조와, 다

인승차량 비율 및 교통량의 수요관리가 상업․주거지

역의 사고발생을 감소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역에 위치한 교차로에는 공통변수인 버스정

류장의 설치를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이변수인 

중앙교통섬면적은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거를 제공하

고 직진도로처럼 인식되지 않는 수준의 크기로 설계되

어야 한다. 평균 유입차로 폭 또한 차량 간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지침의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연구는 전국 로터리 및 회전교차로 67개소를 대

상으로 교차로 접근로 250 m 이내 토지이용에 따라 충

돌 유형별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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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토지이용 유형이 교차로의 사고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상업지역의 평

균 사고밀도는 사고발생이 가장 적은 주거지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통계적으로 유

의한 10가지 모형이 개발되며, 모두 높은 보정 R2값이 

도출되어 설명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셋째, 사고 감소

를 위해 상업지역에는 자전거도로 설치를 지양하는 것

이 중요하며, 교통량 수요관리 및 기하구조 설계에 주

의해야 한다. 상업․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에서는 중앙

교통섬 면적과 분리교통섬, 회전차로 면적 등의 기하

구조 및 교통량의 관리가 사고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지역에 위치한 교차로의 사

고감소를 위해서는 버스정류장의 설치를 지양하는 노

력이 필요하다. 넷째, 후미추돌사고 감소를 위해 상충 

빈도를 감소시키는 기하구조 설계가 필요하며, 측면충

돌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중앙교통섬 면적을 적절히 조

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단독사고의 경우 공통변수 

없이 다양한 변수가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다.

이 연구는 환경 및 인적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

다. 향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모형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이 연구는 동일한 충돌사고 모형의 변수들 간에 

차이를 보이는 데에 있어서, 어떤 토지이용 특성이 영

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각 토

지이용에 다른 교통류의 특성 및 운전자 설문조사 등 

정성적 분석을 통한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1) S. J. Lee, “Development of Traffic Accident Models based 

on Land use and Transportation Characteristics by Zone”, 

Theses for Master’s Degree of Chungbuk University, 2015.

2) T. H. Beak and B. H. Park, “Accident Models of Urban 

Roundabout using Count Data”, Journal of Korea 

Transportation Research Society, Vol. 65, pp. 235-239, 

2011.

3) D. M. P. Wedagama, R. N. Bird and A. V. Metcalfe, “The 

Influence of Urban Land-use on Non-motorized Transport 

Casualtie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Vol. 38, No. 

6, pp. 1049-1057, 2006.

4) M. Wier, J. Weintraub, E. H. Humphreys, E. Seto and R. Bhatia, 

“An Area-level Model of Vehicle-pedestrian Injury 

Collisions with Implications for Land use and Transportation 

Planning”,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 41, No. 1, 

pp. 137-145, 2009.

5) S. S. Han, K. H. Kim and B. H. Park, “Accident Models of 

Circular Intersections by Type in Korea”, Journal of Korea 

Society of Road Engineers, Vol. 13, No. 3, pp. 103-110, 

2011.

6) B. H. Park and B. C. In “Rear-end Accident Models of 

Rural Area Signalized Intersections in the Cases of 

Cheongju and Cheongwon”, Journal of Korea Society of 

Road Engineers, Vol. 11, No. 2, pp. 151-158, 2009.

7) B. H. Park and T. H. Beak, “Development of Accident 

Models by Collision Type at Roundabou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31, No. 3, pp. 136-142, 

2016.

8) K. Wanga, J. N. Ivanb, N. Ravishankerc and E. Jackson, 

“Multivariate Poisson Lognormal Modeling of Crashes by 

Type and Severity on Rural Two Lane Highway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Vol. 99, Part A, pp. 

6-19, 2017.

9) I. M. A. G. Mothafer, T. Yamamoto and V. N. Shankar, 

“Evaluating Crash Type Covariances and Roadway 

Geometric Marginal Effects using the Multivariate Poisson 

Gamma Mixture Model”, Analytic Methods in Accident 

Research, Vol. 9, pp. 16-26, 2016.

10) J. Y. jang, S. T. Choi, H. S. Lee, S. J. Kim and S. H. Choo, 

“A Comparison Analysis of Factors to Affect Pedestrian 

Volumes by Land-use Type using Seoul Pedestrian Survey 

Data”,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Vol. 14, No. 2, pp. 39-53, 2015.

11) E. C. Hwang and H. K. Yuh, “The Land use Characteristics 

and Their Forming of the Existing and New Central 

Districts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Korea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Vol. 25, No. 3, 

pp. 109-128, 2013.

12) J. E. Lee and M. H. Lee, “Analyzing the Land Use 

Characteristics in Seoul -Focused on Distribution of the 

Building Area in 2008”, Journal of Contents, Vol. 11, No. 

5, pp. 467-473, 2011.

13)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oundabout 

Design Guidelines,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