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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형 교통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다. 교통사고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하루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교통사고 수와 사망자 수, 중상자 수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일 최대 교통사고 수, 사망자 수, 중상자 수 자료를 사용하여 15년, 30년, 
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최대값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별 교통사고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 충청권, 
경북권, 호남권, 경남권으로 구분하여 일반화극단치분포(GEV분포)에 적합시켰다. GEV분포의 모수는 L-적률추정법으
로 추정하였고, Anderson Darling 검정과 Cramer-von Mises 검정으로 분포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50년
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일 최대 교통사고 수는 수도권 401건, 경남권 168건, 경북권 455건, 충청권 136건, 호남권 
205건이다. 인구수와 자동차 등록수가 많은 수도권에 비해 경북권은 면적이 넓고 산지지형이 많으며 산업공단으로 인
한 물류이동이 많아 교통사고 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 일반화 극단치 분포, 교차 검정, L-적률추정법, 재현수준, 교통사고

Abstract  In order to cope with traffic accidents efficiently, the maximum number of traffic accidents, 
deaths and serious injuries that can occur during the day should be presented quantitatively. In order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raffic accidents in different regions, it was divided in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hungcheong area, Gyeongbuk area, Honam area, and Gyeongnam area and was 
suitable for the generalized extreme value distribution (GEV). The parameters of the GEV distribution 
were estimated by the L-moments, and the Anderson-Darling test and the Cramer-von Mises test 
confirmed the suitability of th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maximum number of traffic 
accidents that can occur once every 50 years is 401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168 in the South 
Gyeongsang region, 455 in the North Gyeongsang region, 136 in the Chungcheong region and 205 in 
the South Jeolla region. Compared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has a large population and 
car registration,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is relatively high due to the large area, mountainous 
areas, and logistics movement caused by the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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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dent

*Corresponding Author : Sanghoo Yoon(statstar@daegu.ac.kr)
Received July 24, 2020 Revised   October 13, 2020
Accepted October 20, 2020 Published October 28, 2020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10, pp. 33-39, 2020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0.18.10.033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10호34

1. 서론 
산업화 사회에서 늘어난 자동차 보급은 교통사고 증가

를 유발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200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약 5,000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지만 교통
안전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그룹에 위치하고 있
다[1]. 대형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자와 사망자를 효율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일 최대 교통사고 수, 교통사고로 
인한 일 최대 사망자 수, 일 최대 중상자 수의 재현수준
이 필요하다. 재현수준이란 극단 사건의 분석에 있어 일
정 기간(Return period) 동안 사건의 정도가 얼마나 크
게 나타나는지 제시하는 통계적 수치이다[2].

일반화 극단치 분포(Generalized extreme value 
distribution, GEV분포)는 정규분포보다 꼬리가 두꺼워 
폭우나 홍수, 이상 기온과 같은 악기상의 위험성을 평가
하는데 주로 사용해 왔다[3]. GEV분포는 일 최대 강수량
의 재현수준을 계산하는 곳에 사용되었고[4] 태풍이 최대
강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곳에 활용
되었다[5]. GEV분포의 모수는 일반적으로 최대우도법으
로 추정하나 표본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L-적률추정법
으로 추정한다[5-7].

교통사고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도로의 기하구조
와 교통사고 간 관련성을 분석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8-10]. 또는 도로환
경과 교통상황을 활용한 교통사고 예측모형에 대한 연구
도 수행되었다[11,12]. 하지만 하루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 수, 사망자 수, 중상자 수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할 것인지를 평가한 연구는 아직 없다. 본 연
구에서는 GEV분포를 이용하여 15년, 30년, 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교통사고 발생 수, 사망자 수, 중
상자 수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제공
하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경찰에서 처리된 일별 교
통사고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일 최대 
교통사고 수, 일 최대 사망자 수와 일 최대 중상자 수이
다. 권역 단위의 일 최대 교통사고 자료 분석을 위해 지
역 단위 교통사고 자료를 권역 단위로 통합하여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의 연구방법론에서 
분석에 사용되는 GEV분포와 모수추정 방법인 L-적률추
정법에 대해 소개하고, 3절의 연구 자료에서 2005년부

터 2018년까지 발생한 일 단위 교통사고 중 최댓값을 나
타낸 자료에 대한 탐색적 자료분석결과를 살펴본다. 4절
의 연구 결과에서 교통사고 자료의 GEV분포를 L-적률
추정법으로 모수를 수정한 결과 및 분포의 적합도검정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일 최대 교통사고 수, 사망자 수, 
중상자 수의 재현수준을 권역별로 제시하여 극단 교통사
고의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5절의 결론에서 
본 연구의 요약과 한계점을 설명한다.

2. 연구방법론
2.1 GEV분포

GEV분포의 블록 최댓값 모형(block maxima 
model)은 일정 단위 기간 동안의 최댓값들이 지니는 확
률분포 모형이다. 극단치 이론에 따르면 각 블록에서의 
최댓값들의 분포는 표본이 증가함에 따라 점근적으로 
GEV분포를 따른다[12]. 하지만 블록 내에서 하나의 최
댓값을 추출하므로 연구기간이 길지 않다면 불편성과 유
효성을 지닌 모수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소표본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L 적률추정법으로 
모수를 추정하였다. GEV분포의 형상모수()는 분포
의 꼬리 형태를 표현하는데  > 0 이면 Fréchet 분포, 
 = 0 이면 Gumbel 분포,  < 0 이면 Weibull 분포
를 따른다[13]. 이를 일반화시킨 GEV분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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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GEV분포를 구성하는 모수는 위치모수인  
(location parameter), 규모모수인 (scale 
parameter) 형상모수인 (shape paramater)으로 정
의된다[14]. 는 중심화 경향을 측정, 은 퍼짐의 정
도, 은 GEV분포의 꼬리의 두께를 결정하는 모수이
다[3]. 

2.2 L-적률추정법(L-moments)
L-적률추정법은 순서통계량들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

진 통계량으로 확률가중적률법의 특별한 경우이다. L-적



일반화 극단치분포를 이용한 일 최대 교통사고 분석 35
률추정법은 자료의 이상치에 덜 민감하며 한쪽으로 치우
쳐진 분포나 표본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도 모수를 효율
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15]. 확률가중적률법은 다음과 같
은 분포함수  ≦ 를 가진다[15, 16]. 
여기서 ,,는 실수이다.

    

순서통계량들의 선형결합으로 이루어진 L-적률추정법
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적률추정법으로 추정된 모수를 GEV분포인 
에 넣으면 이론적 GEV분포의 분위수에 따른 재
현수준을 구할 수 있다.

2.3 모형의 적합도 검정
적합도 검정(Goodness-of-fit test)은 연구 자료를 

통해 얻은 경험적 확률분포와 연구자가 가정한 확률분포
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검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AD검정과 CvM검정을 이용하였다. 

Anderson and Darling은 다음 식과 같은 검정통계
량을 제시하였다[17].

 
∞

∞

 

여기서 는 가중치 함수로, 특히 가중치 함수 
  일 경우 위 식의 검정통계량은 CvM 검정의 
검정통계량과 같으며,    인 
경우 AD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식
과 같이 로 표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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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M검정은 주어진 경험적 분포함수를 누적분포함수
와 비교하거나 두 개의 경험적 분포함수를 비교함으로써 
적합도를 검정한다. CvM의 검정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이론적 분포이고  은 경험적 
분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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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현수준(Return Level)
재현수준이란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사건이 얼마

나 크게 발생할지에 대한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표현한 
값으로 특정 기간에 1번 이상 발생할 사건의 정도를 확
률적으로 계산한 것이다[18]. 예를 들어 최대교통사고 수
의 재현기간이 30년이고 재현수준이 500건이면 30년 안
에 최대 500건의 교통사고가 하루 동안 발생하는 날이 
적어도 한번은 있다는 의미이다. 재현수준은 GEV분포의 
추정된 모수의 분위수로 구한다. 여기서 은 재현
기간을 의미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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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료
본 연구는 교통사고의 수, 사망자 수, 중상자 수를 평

가하기 위해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일 단위 전국 구 
단위 자료를 수집하였다. 1년 단위로 분석하기 위해 일 
단위 자료를 합성하였고, 권역별로 나타나는 차이를 평가
하고자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경남권(울산, 부산, 
경상남도), 경북권(대구,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권(대전, 
세종, 충청남도, 충청북도), 호남권(광주, 전라남도, 전라
북도, 제주도)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2005년에서 
2018년까지 1년 단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수의 
최댓값과 사망자 수의 최댓값은 Fig. 1이다. 

Fig. 1. The number of daily maximum traffic 
accidents & fatalities (nation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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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일 최대 교통사고 발생 수와 최대 사망자 수의 
연도별 분포는 Fig. 1이다. 2015년에 교통사고 발생 수
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망자 수의 경우 2010년을 기준으로 사망
자 수가 줄어드는 패턴을 보인다. 하지만 연구기간이 짧
아 추세성의 경향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어 본 연구에
서는 추세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편의를 위해 수도권(SD), 경남권(KN), 경북권(KB), 충
청권(CC)과 호남권(HN)으로 권역을 설정하여 권역별 교
통사고 수, 사망자수 , 중상자 수가 동질한지 교차검정을 
수행하면 Table 1이다. 괄호 안은 기대빈도이고 괄호 밖
은 관측빈도이다. 분석결과 교통사고 발생 수, 교통사고
에 의한 사망자 수와 중상자 수 모두 권역별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74.736, p<.001). 경북권
의 관측 교통사고 수는 3,371로 기대빈도 3,179보다 
높으므로 경북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교통사고가 많
이 발생하고 있다. 사망비율은 충청권이 타 권역에 비
해 높았고 경북권과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
상비율은 수도권과 경남권이 높고 경북권과 호남권은 
낮았다.

Region accident death injury
SD 2073(2167) 116(133) 1395(1284)
KN 1954(2044) 124(126) 1302(1211)
KB 3371(3179) 175(195) 1712(1883)
CC 1510(1576) 124(97) 973(934)
HN 2199(2141) 144(132) 1198(1268)
 74.736(<0.001)

Table 1. The result of chi square test

4. 연구결과
4.1 일 최대 교통사고 발생 수

본 연구는 극단치 분포의 모수를 L-적률추정법을 이
용해 추정하였으며 AD검정과 CvM검정을 이용해 극단
치 분포에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1년에 발생할 수 있는 
일 최대 교통사고 수의 GEV분포 추정결과는 Table 2이
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일 최대 교통사고의 위치모수는 
709.5이고 규모모수는 30.0이다. 권역별 특징을 살펴보
면 위치모수의 경우 경북권, 호남권, 경남권, 수도권, 충
청권으로 높았다. 규모모수는 수도권, 경북권이 상대적으
로 크다. 

형상모수는 꼬리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 모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형상모수가 0인지 가설검정을 위해 붓스
트랩을 이용한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권역에서 형상모수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어 
GEV분포의 꼬리는 Gumbel 분포를 따르고 있다. 

Region   

KOR 709.5 30.00 -0.035
SD 108.7 90.76 -0.166
KN 135.2 15.12 -0.390
KB 208.1 68.70 -0.113
CC 104.0 6.40 0.030
HN 149.6 19.24 -0.230

Table 2. Estimated parameters (No. of daily maximum 
traffic accidents)

적합도 검정으로 GEV분포와 경험적확률분포 간 적합
성을 평가하면 Table 3이다. 전국과 권역의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L-적률추정법으로 추정된 
GEV분포가 경험적확률분포에 잘 설명하고 있다. 

Region  

KOR 0.222 (0.983) 0.034 (0.966)
SD 1.879 (0.108) 0.321 (0.117)
KN 0.182 (0.995) 0.027 (0.988)
KB 1.113 (0.302) 0.194 (0.281)
CC 0.194 (0.992) 0.034 (0.966)
HN 0.557 (0.686) 0.084 (0.674)

Table 3. Goodness-of-fit test (No. of daily maximum 
traffic accidents)

4.2 일 최대 사망자 수

Region   
KOR 26.8 5.45 -0.082
SD 5.6 3.51 0.158
KN 8.0 1.72 -0.062
KB 10.8 1.65 0.325
CC 8.1 2.17 -0.277
HN 9.7 0.99 0.046

Table 4. Estimated parameter (No. of daily maximum 
deaths)

일 최대 사망자 수에 대한 GEV분포의 모수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4이다. 전국의 추정된 위치모수는 26.8이
고 규모모수는 5.45이다. 위치모수의 크기를 보면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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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10.8), 호남권(9.7), 충청권(8.1), 경남권(8.0), 수도권
(5.6) 순으로 높았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규모모수는 각
각 3.51과 2.17로 다른 권역에 비해 높았다. 모든 권역 
형상모수의 95%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고 있어 꼬
리의 형태는 Gumbel 분포를 따르고 있다. 

일 최대 사망자 수의 GEV분포의 적합도 검정결과는 
Table 5이다. 유의확률이 모두 0.05보다 크므로 추정된 
GEV분포가 실제 일 최대 사망자 수의 분포를 잘 설명하
고 있다. 

Region  

KOR 0.285(0.948) 0.948(0.924)
SD 1.074(0.320) 0.320(0.286)
KN 0.361(0.885) 0.885(0.855)
KB 0.540(0.703) 0.703(0.561)
CC 0.336(0.908) 0.908(0.874)
HN 0.742(0.522) 0.113(0.530)

Table 5. Goodness-of-fit test (No. of daily maximum 
deaths)

4.3 일 최대 중상자 수
일 최대 중상자 수에 대한 GEV분포의 모수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전국의 추정된 위치모수는 334.6이고 규모
모수는 92.13이다(Table 6). 위치모수를 비교하면 경북
권이 116.0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수도
권의 규모모수는 61.98로 권역들 중 가장 높은 값을 보
인다. 모든 권역 형상모수의 95% 신뢰구간이 모두 0을 
포함하고 있어 꼬리의 형태는 Gumbel 분포를 따르고 
있다.

Region   

KOR 334.6 92.13 -0.072
SD 67.1 61.98 -0.056
KN 80.8 28.85 -0.179
KB 116.0 15.41 -0.198
CC 59.1 17.98 0.004
HN 77.4 9.76 0.212

Table 6. Estimated parameter (No. of daily maximum 
injuries)

일 최대 중상자 수의 GEV분포의 적합도 검정결과는 
Table 7이다.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않아 추정된 GEV분포가 실제 일 최

대 중상자 수의 분포를 잘 설명하고 있다.

Region  

KOR 0.219(0.985) 0.029(0.983)
SD 0.673(0.579) 0.112(0.534)
KN 0.306(0.932) 0.046(0.909)
KB 0.166(0.997) 0.026(0.991)
CC 0.353(0.892) 0.057(0.842)
HN 0.203(0.990) 0.034(0.967)

Table 7. Goodness-of-fit test (No. of daily maximum 
injuries)

4.4 재현수준
연간 교통사고 발생 수, 사망자 수, 중상자 수는 극단

치 분포를 따르고 있어 각 지역의 재현수준을 계산하였
으며 재현기간은 15년, 30년, 50년으로 설정하였다
(Table 8). 

Region 15 30 50
Accident KOR 795 819 837

SD 322 370 401
KN 162 166 168
KB 382 425 455
CC 124 131 136
HN 192 200 205

Death KOR 42 45 48
SD 19 25 30
KN 13 14 15
KB 20 24 29
CC 13 14 14
HN 13 14 15

Injury KOR 581 648 696
SD 237 285 319
KN 148 162 172
KB 151 158 163
CC 113 130 143
HN 118 137 154

Table 8. The return level given return period

일 최대 교통사고 수의 재현수준을 보면 수도권, 경북
권은 다른 권역에 비해 증가율이 높다. 이는 Table 2의 
모수 추정 결과와 비교해보면 두 권역 모두 규모모수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 최대 사망자 수의 재현수준을 
Table 4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경북권의 위치모수가 가
장 크므로 15년의 재현수준도 가장 높다. 일 최대 중상자 
수의 재현수준과 Table 6을 비교하였을 때 위치모수가 
가장 큰 것은 경북권이지만 수도권이 규모모수가 가장 
크다. 따라서 수도권의 재현수준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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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일 최대 교통사고 수는 
전국 837건, 수도권 401건, 경남권 168건, 경북권 455
건, 충청권 136건, 호남권 205건이다. 경북권은 455건
으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가장 높고 수도권이 두번째
로 높다. 사망자 수는 재현수준 50년을 기준으로 전국 
48명, 수도권 30명, 경남권 15명, 경북권 29명, 충청권 
14명, 호남권 15명이다. 이 중 수도권과 경북권이 다른 
권역에 비해 약 2배 높다. 중상자 수도 재현수준 50년을 
기준으로 전국 696명, 수도권 319명, 경남권 172명, 경
북권 163명, 충청권 143명, 호남권 154명이며 사망자 
수와 동일하게 수도권이 가장 높지만, 다음으로 경남권이 
높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GEV분포를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의 일 최대 교통사고의 수, 사망자 수, 
중상자 수의 재현수준을 계산하였다. 관측기간이 14년이
므로 연간 최대값을 추출하면 표본크기는 14이다. 표본
의 수가 충분하지 않아 GEV분포의 모수를 L-적률추정
법으로 추정하였다. AD검정과 CvM검정을 통해 모형 적
합성을 평가한 결과 모든 권역의 일 최대 교통사고의 수, 
사망자의 수, 중상자의 수가 GEV분포에 잘 적합되었다. 

15년, 30년, 50년의 재현기간에 따라 재현수준을 계
산하여 일 최대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권역, 교통사
고로 인한 사망자, 중상자의 수가 많은 권역을 살펴보았
다. 분석결과 50년의 재현수준을 기준으로 일 최대 교통
사고 수는 수도권 401건, 경남권 168건, 경북권 455건, 
충청권 136건, 호남권 205건이다. 수도권을 예로 들자면 
이는 50년 안에 하루 최대 401건의 교통사고가 적어도 
한번은 있다는 의미이다. 권역별 인구수와 자동차등록 대
수는 수도권, 경남권, 경북권, 호남권, 충청권 순으로 많
고 중상자 수는 권역별 인구수와 비례함을 보인다. 경북
권은 인구수와 자동차등록대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보다 
높은 일 최대 교통사고 건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망자 
수는 수도권 다음으로 높다. 이는 경북권(대구, 강원도, 
경상북도)의 면적이 넓고 산지의 비율이 높아 교통사고
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Table 9). 따라서 수도권과 경
북권을 중심으로 교통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병원이
나 교통경찰 등의 인력을 보충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탐색

적 자료분석결과 2012년을 기준으로 특정 권역의 사망

자수와 중상자 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경찰청 교통사고 
DB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 범위가 변했기 때문이다. 따
라서 경찰청 교통사고 DB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도 반영
하여 분석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최근 교통사고의 피해
를 줄이기 위한 정책(민식이법, 안전속도5030 등)이 시
행되고 있다. 위 정책의 효과는 블록단위를 일주일과 같
이 낮추어 GEV분포에 적합시켜 재현수준을 구하면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기간이 
아직 짧으므로 장기간의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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