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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통안전은 최근 교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OECD 국가 중 교통안전 관련 지표는 

모두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교

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사고 다발 구역 

규명을 통해 교통안전을 증진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도로의 기하구조 및 교통류 특성 등

의 요인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도로 구

간 및 교차로 등 특정 도로 시설물에 기초한 미시적 분

석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었으나, 이는 교통 

계획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교통안전을 고려하기 어렵

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보다 선제적인 교통안전 대책 마련

을 위해 교통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교통안전을 고려하

기 위한 법안(MAP-21)을 발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

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 거시적 수준의 

교통안전 평가 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교통

존 단위 또는 행정구역 단위의 거시적 교통사고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교통 법규, 

단속, 교육 및 계도 등 장기적인 교통안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1). 이러한 거시적 교통사고 

분석 모형에서는 통행 발생이 곧 사고 발생을 유발한

다는 개념에 기초하여 분석 단위별 사회경제지표(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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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가구수 등)를 노출변수로 설정하여 가장 기본적인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사고에의 노출도 개념 

측면에서 상주인구를 의미하는 인구 관련 지표는 해당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활동인구 개념이 제외되

어 있어 오차를 내포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동통신 자료에 기반 하

여 제공되고 있는 실제 해당 지역에 상주하거나 활동

하고 있는 인구수의 개념인 유동인구 지표를 노출변수

로 활용하여 거시적 교통사고 예측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설명변수들을 기반으로 한 

모형을 추가적으로 구축하여 적합도를 비교하였으며, 

설명변수에 대한 로그변환을 통해 교통사고 예측 모형

의 적합도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이동통신 자료에 기반한 유동인구 

지표를 거시적 수준의 도시 교통 안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이동통신 자료

의 교통 분야 활용에 관한 연구와 거시적 교통사고 예

측 모형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 고찰을 수

행하였다.

2.1 이동통신 자료의 교통 분야 활용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국민 1인이 평균적으로 1대 이상(2014년 

기준 1.13대/인)의 이동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위

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이동통신 자료는 전수 자료

에 가까운 통행 특성 파악이 가능하여 교통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Kim et al.의 연구에서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이동통

신 자료의 활용성을 제시하였다. 교통 분야의 경우, 샘

플링을 통한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이동 패턴의 실시간 

파악, 교통량 및 기종점 통행량 구축의 보완자료로서

의 활용성을 제시하였다2).

Kim et al.에서는 유동인구 산정에 있어 이동통신 자

료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는 통신이 발

생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전수화 과정이 누락되어 실

제 유동인구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3). 이에 Kim et al.

의 연구에서는 특정 시간 및 공간 단위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인구의 개념으로 존재인구를 정의하고, 이동

통신 자료 전수화를 통해 존재인구를 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4).

Kim et al.의 연구에서는 이동통신 자료의 거주지 정보

를 활용하여 통행발생량을 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였으며, KTDB에서 제공하는 통행발생량과의 상관 분석

을 통해 이동통신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5).

이처럼 교통 분야에서는 이동통신 자료를 유동인구 

및 통행 특성 추정에 주로 활용하였으나, 교통 안전 측

면의 활용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2.2 거시적 교통사고 예측 모형에 대한 연구

거시적 교통 안전 평가를 위한 교통사고 예측 모형

은 행정구역 또는 교통존 단위의 사회경제지표(인구수, 

가구수 등)를 가장 기본적인 설명(노출)변수로 활용하

여 사고건수를 예측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Hadayeghi et al.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지표 및 인구 

지표를 노출변수로, 교통 수요 및 네트워크 관련 변수

를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음이항 분포에 기반

한 일반화 선형분석을 통해 거시적 수준의 교통사고 

예측 모형을 구축하였다6).

Naderan and Shahi의 연구에서는 노출변수로 전통적 

4단계 수요 예측 모형 중 통행 발생 단계에서 추정되

는 목적별 통행 발생량을 활용하였다. 또한, 음이항 분

포에 기반한 일반화 선형 모형을 구축하여 통행 발생

과 사고 발생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7).

Hadayeghi et al.에서는 인구, 토지이용, 그리고 교통 

네트워크 관련 설명변수를 활용하여 교통존 단위의 교

통사고 예측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모형 구축에 있어 

지리적 가중 회귀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공간적인 변동

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8).

Lee et al.의 연구에서는 인구 특성 지표들을 노출변수

로 활용하여 자동차, 자전거, 보행 등 교통 수단별 거시적 

수준의 사고 예측 모형을 구축하였으며, 모형 구축을 위

해 다항 포아송 로그노멀 조건부 자기회귀 모형

(multivariate Poisson lognormal conditional autoregressive 

model)을 활용하였다1).

이처럼 거시적 수준의 교통 안전 평가를 위한 교통

사고 예측 모형 구축에 있어 주요한 설명변수로서 인

구 관련 지표가 활용되었으나, 이는 상주인구 개념으

로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인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뿐 아니라 활동 인구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이동통

신 자료의 활용을 통해 보다 정확도 높은 거시적 수준

의 교통사고 예측 모형 구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

요가 있다.

3. 분석자료 구축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사(SKT)에서 제공되는 통신 

자료를 셀 단위로 집계한 시간대별 유동인구 모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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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ructure of mobile phone data

Contents Types Descriptions

Date String 4-digit year, 2-digit month, 2-digit 
day (Example: 20130401)

X coordinate of cell Number UTM-K coordinate system

Y coordinate of cell Number UTM-K coordinate system

Floating population Number Hourly average floating 
population in the cell

정자료 및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되는 교통사고(경찰

DB) 자료를 일단위 및 동단위로 집계하여 분석에 활용

하였다. 통신 자료의 경우, 실제 통신(전화, 문자, 데이

터)이 이루어진 상태와 대기 상태를 모두 포함한 자료

로써, 시간대별 유동인구는 타통신사(KT, LGU+)와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전수화된 자료이다. 또한 통신 자

료 기반의 유동인구는 해당 구역에 존재하는 전체 인

구를 의미한다.

유동인구 추정자료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기

지국 단위로 집계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구

득된 자료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유동인구 추정자

료는 50 m×50 m 크기로 설정된 셀 단위로 집계되며, 

셀의 좌표는 UTM-K 좌표계를 따른다. 시간대별 유동

인구는 1일을 24시간으로 구분하여 각 시간대에 해당 

셀의 평균 유동인구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

포구, 종로구, 중구 등 6개 구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

였으며, 2013년 4월, 6월, 9월, 12월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해당 범위에 대한 평균 유동인구 자료를 분

석에 활용하였다.

구별 월별 유동인구 추정자료에 대한 개요는 Table 

2와 같다. 6개 구 중 서초구의 평균 유동인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구, 영등포구, 송파구, 중

Fig. 1. Distribution of floating population(December, 2013).

Table 2. Summary of floating population data

Region Month

Floating population
(1,000 persons/day)

Min. Max. Avg.

Gangnam-gu

April 43 1,167 415

June 48 1,249 445

September 57 1,348 486

December 56 1,488 542

Seocho-gu

April 68 1,196 540

June 71 1,290 579

September 74 1,365 634

December 120 1,364 656

Songpa-gu

April 107 917 237

June 117 974 257

September 138 1,051 289

December 133 1,167 305

Yeongdeungpo-gu

April 55 758 331

June 58 723 336

September 68 818 386

December 62 903 409

Jongno-gu

April 17 541 121

June 20 546 124

September 25 639 147

December 16 712 157

Jung-gu

April 48 505 225

June 49 520 231

September 62 575 263

December 62 617 276

구, 종로구의 순으로 유동인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6개 구에 포함된 동 중 종로구 무악동의 평균 유

동인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초구 서초

동의 평균 유동인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 6개 구에 포함된 각 동별 유동인구의 분포는 

Fig. 1과 같다.

교통사고 자료는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한 교

통사고 자료(경찰DB)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서울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

포구, 종로구, 중구 등 6개 구) 및 시간적 범위(2013년 

4월, 6월, 9월, 12월)에 발생한 사고만을 추출하여 분

석에 활용하였으며, 해당 자료에 대한 개요는 Table 3

과 같다. Fig. 2에 나타난 서울시 6개 구에 포함된 각 

동별 사고건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서초구, 강남구, 영

등포구 등 유동인구가 높은 지역의 사고건수가 타 지

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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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ribution of traffic accident.

Table 3. Summary of traffic accident data

Region Month

Number of accident 
(accidents/month)

Min. Max. Avg.

Gangnam-gu

April 4 78 26

June 7 60 24

September 3 61 21

December 6 67 26

Seocho-gu

April 3 55 27

June 2 46 26

September 2 50 28

December 3 43 25

Songpa-gu

April 3 45 16

June 5 51 19

September 4 37 15

December 3 38 13

Yeongdeungpo-gu

April 4 37 24

June 2 40 24

September 2 43 23

December 3 37 23

Jongno-gu

April 0 12 4

June 0 17 5

September 0 13 4

December 0 8 3

Jung-gu

April 0 28 6

June 1 19 7

September 1 20 6

December 1 22 6

거시적 교통사고 예측 모형 구축에 있어 유동인구 

지표의 활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에서 노출

변수로 활용되었던 인구수(X2), 가구수(X3), 면적(X4), 

종사자수(X5), 사업체수(X6) 등 사회경제지표 변수와 

Table 4.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Var Y1 X1 X2 X3 X4 X5 X6

Y1 1.00

X1 0.84* 1.00

X2 0.70* 0.66* 1.00

X3 0.76* 0.69* 0.99* 1.00

X4 0.34* 0.42* 0.48* 0.45* 1.00

X5 0.71* 0.90* 0.35* 0.39* 0.31** 1.00

X6 0.67* 0.77* 0.43* 0.47* 0.19** 0.78*

Note : * : p<0.05, ** : p<0.1

유동인구 변수(X1), 그리고 사고수 변수(Y1)에 대한 피

어슨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유동인구와 

사고수간의 상관지수가 0.84로 기존 연구에서 노출변

수로 활용되었던 다른 사회경제지표 변수에 비해 상당

히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거시적 교통사

고 예측 모형 구축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동인구 변수는 사회경제지표 변수들과 상관성

이 0.6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에서 

설명변수로 활용되던 다수의 사회경제지표 변수들의 

설명력을 대신하여 거시적 교통사고 예측 모형에 활용

될 수 있다. 특히, 인구수와 가구수, 종사자수와 산업체

수는 상관성이 높아 해당 변수들을 동시에 설명변수로 

활용할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해당 변수들의 설명력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유

동인구 변수를 활용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방

법으로 모형의 적합도 향상과 다중공선성 문제를 동시

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 분석 결과

4.1 모형 구축

거시적 교통사고 예측 모형의 구축을 위해서는 분석 

자료의 특성을 고려한 모형의 형태가 우선적으로 결정

되어야 한다. 교통사고는 이동수단간 충돌 및 비충돌

로 구분되는 하나의 사건으로 베르누이 시행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사

건이므로 교통사고 건수의 분포는 비충돌에 비해 충돌

의 확률을 현저히 낮게 가정하는 포아송 분포에 근사

한다9). 이에 교통사고 예측 모형에 있어 포아송 및 음

이항 회귀모형이 일반적으로 고려된다10,11).

Miaou et al.12) 및 Fox13)의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관련 

집계된 가산자료의 경우 인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자료 구득의 어려움, 표본 추출에 따른 집계 자료

의 표집오차, 자료 구득 기간 동안의 환경 변화 등의 

원인으로 분산이 평균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과분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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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기 때문에 모형 구축에 있어 포아송 분포의 적

용이 부적합함을 증명한 바 있다. 이러한 이론적 내용

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분산된 가산 자료 분석

에 적합한 최대우도법 기반의 음이항 회귀모형을 구축

하였다.

또한 Brimley et al.14) 및 Lee et al.9)의 연구에서는 모

형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설명변수를 로그

변환하여 모형에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모형의 설명

력 및 파라미터의 통계적 유의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설명변수를 로

그변환하지 않은 모형(Type-Ⅰ)과 로그변환한 모형

(Type-Ⅱ)으로 구분하여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 구축에 있어 유동인구 지표의 

활용성 제시를 목적으로, 유동인구 지표를 노출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모형을 구축하였으며, 구축된 모형의 적

합도 비교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노출변수로 활용된 

인구수, 가구수 자료에 대한 모형을 추가적으로 구축

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인구수 및 가구수 자료에 대

한 개요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Summary of population and household data

Region Month
Population

(1,000 persons)
Household

(1,000 households)

Min. Max. Avg. Min. Max. Avg.

Gangnam-gu

April 15 85 47 5 35 19

June 15 85 47 5 35 19

September 16 85 47 6 35 19

December 16 85 47 7 35 19

Seocho-gu

April 6 118 73 2 46 28

June 6 118 73 2 45 28

September 6 118 73 2 45 28

December 6 118 74 3 46 28

Songpa-gu

April 35 165 54 14 60 21

June 35 165 54 14 60 21

September 35 165 54 14 60 21

December 35 164 54 15 60 21

Yeong
deungpo-gu

April 19 105 49 9 45 21

June 19 104 49 9 45 21

September 18 104 49 9 45 21

December 18 103 48 9 45 21

Jongno-gu

April 3 26 12 2 11 5

June 3 26 12 2 11 5

September 3 26 12 2 11 5

December 3 25 11 2 11 5

Jung-gu

April 1 82 13 0.7 35 6

June 1 82 13 0.7 35 6

September 1 81 13 0.7 35 6

December 1 81 13 0.7 35 6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들의 기본 형태는 다음과 

같다.

 Exp∙ (1)

where,

 : Expected number of accidents at district 

 : Constant

 : Model parameter

 : Explanatory(Exposure) variable at district 

4.2 모형 구축 결과

모형 구축 결과, 유동인구 변수를 활용한 모형 1의 

파라미터는 신뢰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모형 1과 비교 모형으로 검토된 모

형 2(인구수 변수) 및 모형 3(가구수 변수)의 파라미터 

역시 신뢰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모형 1, 2, 3 모두 노출변수로 사용된 변수가 사고건

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는 노출빈도가 높은, 즉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

에서 사고건수 역시 높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이는 기

존의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로 검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출변수에 따른, 그리고 모형 형태에 

따른 모형의 설명력 비교를 위해 McFadden’s Pseudo R2 

지표를 이용하였다. 일반 회귀분석에서는 R2값을 이용

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하지만, 최대우도법을 통해 

구축된 모형에서는 McFadden’s Pseudo R2을 이용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을 통해 

계산된다15).

  


(2)

where,

 : McFadden’s Pseudo R2

 : Log-likelihood considering explanatory variables

 : Log-likelihood not considering explanatory variables

위 식에서 은 모형의 설명변수를 고려하였을 때의 

로그우도함수 값이고, 는 모든 설명변수들이 0일 때

의 로그우도함수 값을 의미한다. 이에 Pseudo R2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은 값을 가질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모형간 예측력 비교를 위해 평균제곱근오차

(Root Mean Squared Error, RMSE)를 활용하였으며, 이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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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


n
 i 
n
yiyi

where,

 : Number of observations
 : Predicted values

 : Observed values

본 연구에서 구축된 모형들의 설명력 비교를 위해 

각 모형의 Pseudo R2 값을 비교한 결과, 유동인구 변수

를 활용한 모형1 Type-Ⅰ이 0.090, 인구수 변수를 활용

한 모형2 Type-Ⅰ이 0.077, 가구수 변수를 활용한 모형 

3 Type-Ⅰ이 0.081로 나타나, 유동인구 변수를 활용한 

모형의 사고건수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설명변수를 로그변환한 Type-

Ⅱ 모형이 로그변환하지 않은 Type-Ⅰ 모형에 비해 3

개 모형 모두 Pseudo R2 값이 높게 나타나, 모형의 설

명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Pseudo R2 및 RMSE 값을 이

용하여 다양한 거시적 교통사고 예측 모형의 설명력 

및 예측력을 비교⋅분석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노출

변수로서 활용되던 변수에 비해 유동인구 변수를 로그

변환하여 활용한 모형의 설명력 및 예측력이 상대적으

로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도시부 교통 안전 평가를 위한 거시적 교통사

고 예측 모형으로 이동통신 자료 기반의 유동인구 변

수를 로그변환하여 활용한 모형 1 Type-2를 최적 모형

으로 제시한다.

Table 6. Model estimation results

Model Var
Type-Ⅰ Type-Ⅱ

Coef. S.E. p-val. Coef. S.E. p-val.

Model 1
(Float 
Pop)

Cons. 1.681 0.084 0.000 -2.951 0.288 0.000

Expo. 
Var 0.002 0.000 0.000 0.988 0.051 0.000

 0.090 0.133

RMSE 18.5 8.9

Model 2
(Pop)

Cons. 1.631 0.089 0.000 0.267 0.154 0.000

Expo. 
Var 0.023 0.002 0.000 0.691 0.044 0.000

 0.077 0.088

RMSE 20.4 10.4

Model 3
(HH)

Cons. 1.531 0.086 0.000 0.535 0.126 0.000

Expo. 
Var

0.060 0.004 0.000 0.809 0.047 0.000

 0.081 0.103

RMSE 19.8 9.7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 자료 기반의 유동인구 지표

를 활용하여 도시 교통 안전 평가의 근거로 이용되는 

거시적 교통사고 예측 모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거

시적 교통사고 예측 모형 구축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사고빈도수 예측에 대한 설명변수로 인구수, 가구수 

등 사회경제지표와 관련된 변수들이 노출변수로서 활

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출변수의 의미에 더 부

합하는 유동인구 변수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거시적 

교통사고 예측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 구축을 위해 

서울시 6개 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종로

구, 중구)의 2013년 4월, 6월, 9월, 12월의 기간에 대해 

이동통신사(SKT)에서 제공되는 시간대별 유동인구 모

수 추정자료 및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되는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자료의 과분산성을 

고려하여 최대우도법 기반의 음이항 모형을 구축하였

으며, 사고수 예측에 대한 유동인구 변수의 설명력 비

교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인구수 및 가구수 변

수를 활용한 모형을 추가적으로 구축하여 모형의 적합

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 향상을 위해 설

명변수를 로그변환한 형태의 모형을 구축하여 로그변

환하지 않은 모형과 적합도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시

적 교통사고 예측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유동인

구 변수를 로그변환한 모형이 거시적 교통사고 예측 

모형으로서 적합도 및 예측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교통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교

통안전을 평가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거시

적 교통사고 예측 모형 구축에 있어 이동통신 자료 기

반의 유동인구 변수를 활용함으로써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교통 

계획 수립 시, 보다 장기적인 교통안전 정책 수립의 기

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도시 교통 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사고빈도 수 예측에 있어 노출

변수로 활용되는 요인들에 대한 단순회귀모형을 비교 

분석하였으나, 모형의 적합도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많은 거

시적 변수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선형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적 기법의 경우,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 선

형에 대한 가정 등 모형 구축에 제약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약이 비교적 자유롭고 비선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비모수적 기법들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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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적합도 및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유동인구 자료는 해당 구역에 존재하는 전체 인구를 

의미하며, 실제 활동인구만을 추출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검토된다면 사고 예측의 정확도 향상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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