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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통사고의 발생요인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으로 접근하여 사고유형별 분포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논문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울산광역시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울산시 전체 교통사고 약 53%는 안전운전불이행이며

다음으로는 안전거리미확보, 신호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밀도분석 결과는 사고유형별로 분포가 차이가 있었으며

안전운전불이행의 경우 가장 큰 군집은 중심시가지인 달동과 삼산동 중심에 나타났으며 중앙선침범은 도시의

중심부 보다는 면지역에 넓게 퍼져서 발생되었으며 산업단지가 있는 동구지역에 군집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읍면동별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Moran’s I분석과 LISA분석을 수행한 결과 안전운전불이행,

안전거리미확보, 신호위반, 교차로운행방해 모두 중심시가지인 신정동, 달동, 삼산동이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높았으며 중앙선침범의 경우 밀도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중심시가지 이외에 읍면 지역도 자기상관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고유형별 공간의존성 및 이질성을 파악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저감 대책 마련에 활용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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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 소득수준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도시생활의 수준 또한 높아졌다. 소득수준의 향상

은 가구당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를 가져왔고 자동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교통사고의 발생율도 점점 빠른 추

세로 증가되었다. 국내의 경우 사망자 대비 부상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다른 시도에 비해 울산광역시의 교통

사고 비율은 낮지만 해마다 교통사고 건수와 보행자 사고건수는 증가되고 있다. 교통사고의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단순 통계자료를 통한 비공간적 접근방식으로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된 위치정보는 원인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측면에서 울산광역시의 교통사고 유형별 현황분석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의

분포특성을 살펴보고 읍면동별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통해 공간적 이질성 특징을 파악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사고 저감 대책 마련에 활용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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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울산광역시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사고 유형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되었던 사고유형 5가지(안전운전불이행, 안전거리미확보, 신호위반, 교차로

운행방해, 중앙선침범)을 중심으로 공간적 분포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5가지 사고 유형모두 울산의 중심

시가지인 신정동, 달동, 삼산동에 높은 군집을 이루었다. 따라서 읍면동별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Moran’s I분석과 LISA분석을 수행한 결과 안전운전불이행, 안전거리미확보, 신호위반, 교차로운행방해 모두

중심시가지인 신정동, 달동, 삼산동이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높았으며 중앙선침범의 경우 중심시가지 이외에

읍면 지역도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3. 결론

사고유형 모두 Moran’s I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중앙선침범을 제외한 사고유형 모두 중심상업지에 사고가

집중된 패턴을 보였다. 반면, 중앙선침범의 경우 중심시가지 보다 읍면지역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고유형에 따라 공간적 분포패턴이 다르며 향후 지역특성에 맞는 저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a)안전운전불이행(LISA분석) (b)안전운전불이행(Moran’s I) (a)중앙선침범(LISA분석) (b)중앙선침범(Moran’s I)

그림 1 사고유형별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

표 1 초기 균열과 각도

사고유형별 Moran’s I Z-score

안전운전불이행 0.327464 0.00001

안전거리미확보 0.121573 0.00001

신호위반 0.263669 0.00001

교차로운행방해 0.334571 0.00001

중앙선침범 0.302384 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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