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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통사고와 사회·경제적 손실 간의 연계성이 확인됨에 따라 사고 데이터에 기반을 둔 안전 정책 마련 및 중상․사
망 등 그 심각도가 높은 교통사고의 절감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 대전시를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데이터를 수집한 후, 기계학습을 통해 최적알고리즘과 
심각도 분류의 주요 인자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적용한 9개 알고리즘 중 앙상블 기반의 학습 기법인
AdaBoost (Adaptive Boosting)와 RF (Random Forest)가 최적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를 기반으로 도출된 대전시
보행자 교통사고 심각도의 주요 인자는 보행자의 연령이 70대 및 20대이거나 사고유형이 횡단사고에 의한 경우로 나타
남에 따라 대전시 보행자 사고 저감 대책을 위한 고려요인으로 제안하였다.

주제어 : 보행자 교통사고, 사고 심각도 분류, 앙상블 기계학습, 대전시, 랜덤 포레스트, 아다부스트

Abstract  As the link between traffic accidents and social and economic losses has been confirmed,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developing safety policies based on crash data and a need for 
countermeasures to reduce severe crash outcomes such as severe injuries and fatalities. In this study, 
we select Daejeon city where the relative proportion of fatal crashes is high, as a case study region 
and focus on the severity of pedestrian crashes. After a series of data manipulation process, we run 
machine learning algorithms for the optimal model selection and variable identification. Of nine 
algorithms applied, AdaBoost and Random Forest (ensemble based ones) outperform others in terms of 
performance metrics. Based on the results, we identify major influential factors (i.e., the age of 
pedestrian as 70s or 20s, pedestrian crossing) on pedestrian crashes in Daejeon, and suggest them as 
measures for reducing severe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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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통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교통사고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교통사
고 데이터분석 연구를 추진하였다. 특히, OECD는 회원
국별 교통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온라인 통계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공유하여 도로안전 연례 보고서(Road 
Safety Annual Report)를 발간하는 등 교통안전에 대
책 수립 연구에 역량을 쏟고 있다[1]. 우리나라는 2001
년 이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2018년 OECD 기준 교통사고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420.8건으로 OECD 평균인 209.1건보다 2배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경우 전년대비 4.5% 
감소율을 보였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만 명당 22.8명으로 OECD 평균 7.9명 보다 약 
3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2-4]. 

이러한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국
내·외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교통
사고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통사고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전
통 통계학적 방법인 포아송 회귀모델 또는 음이항 회귀
모델 등을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 다만 회귀
모델이 수치예측에 탁월한 성능이 있는 반면, 범주형 변
수에 대한 분류 예측모델 적용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
어 교통사고 연구에 있어서는 빈도분석을 통한 수치예측
모델 개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6,7].  

하지만 ‘빅 데이터’ 출현에 따른 대용량의 데이터 처
리기술개발이 확대되고 통계학의 응용분야인 기계학습 
기법 활용이 활성화 되면서 데이터분석 연구가 더욱 확
대되었다[8]. 기계학습을 통한 교통사고 분석연구에 있어
서도 기존의 제한적인 분류 예측 연구에 적극 활용되었
고, 기계학습의 빠른 발전은 초연결 시대의 다양한 네트
워크와 연계되어 더욱 빨라지고 있다. 더욱이 개별 기계
학습 기법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알고리즘이 어우러져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앙상블 기법 연구들이 새롭
게 확대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분석연구에서도 적극 활
용되고 있다[9,10]. 본 연구에서도 기계학습과 성능이 개
선된 앙상블 기법을 활용하여 최적화 분류 모델을 구축
하였다.

연구대상의 공간적 범위로는 국내 특·광역시중 인구대
비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 대전시를 선정하여 진
행하였으며, 선정한 대전시의 교통사고 발생 관측데이터
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으로 부터 취득한 
2007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교통사고 데이터를 활용하
였다. 이 기간 중 발생한 대전시의 총 교통사고는 
83,946건이며, 사상자는 130,104명으로 확인 되었다. 
교통사고 심각도 분류체계는 사망/중상/경상/부상신고 
4단계로 구분되며, 시간 경과에 따라 심각도가 고려된 
교통사고발생 추이는 Fig. 1과 같다.

Fig. 1. Trends of crashes in Daejeon (83,946 cases)

Fig. 1을 통해 교통사고 증가폭은 확대되고 있고, 사
망 및 중상 사고 건수 감소폭은 완만한 형태를 보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고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차대차사고(65,241건, 77.8%)와 차대인사고(18,705
건, 22.2%)로 구분할 수 있다. 사고형태별 심각도 발생
비율을 확인하면 Fig. 2와 같이 차대인 사망/중상 사고 
비율이 차대차의 사고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하였다.

   (Car & car crash)    (Car & pedestrian crash)

Fig. 2. Ratio by crash type

Fig. 1과 Fig. 2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전시의 교통
사고 감소 대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차대
인 사고의 경우 중상이상의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결과
를 보이고 있어 보행자 피해 심각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의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의 교통사고 심각도 분류 예측 
최적화 모델을 제시하고 모델창출 과정의 기여가 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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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도출을 통해 보행자 사고 저감 대책 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2. 관련 이론 및 연구고찰

2.1 교통사고 심각도 분류를 위한 기계학습 알고리즘
2.1.1 개별 모델 알고리즘
기계학습의 예측모델 변수의 특성에 따라 분류

(classification)와 수치예측(regress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11,12]. 분류예측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학습방법에 
따른 구분으로 모델이 구성되고 기계학습을 진행하는 모
델 기반(Model- base) 기계학습과 모델기반 없이 데이
터 입력에 따른 인스턴스 기반(Instance-base) 기계학
습 방법이 있다[13]. 

k-최근접이웃(KNN: K-Nearest Neighbor)은 대표
적인 인스턴스 기반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모델 없이 
제시된 데이터의 최근접 이웃의 클래스를 분석한다. 제
시된 데이터의 클래스를 분류하게 하며, 클래스가 불균
형한 데이터와 변수가 적은 다중 클래스 분류에 효율적
이다. 그러나 변수의 수가 많아 질 경우 예측 정확도가 
심각하게 저하 될 수 있다[14,15]. KNN 알고리즘을 통
한 분류모델의 경우, 인접한 학습데이터를 몇 개까지 탐
색할 것인가에 대한 식(1)과 일반화된 데이터 간 거리 측
정 식(2)을 활용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6].

  
 
 



 ≠          (1)

  

       
 



  
      (2)

반면 SVM(Support Vector Machine) 및 로지스틱 
회귀와 같은 GLM(Generalized Linear Models), 
LDA(Linear Discriminant Analysis)는 모델기반 기계
학습 방법으로 주로 이진 분류를 위해 설계되었다. 특히, 
SVM은 일부 커널 방법을 통해 원본 데이터의 비선형 입
력 및 출력 관계가 선형화될 수 있는 더 높은 n차원 공간
으로 매핑 하여 복잡한 비선형 분류 문제를 처리할 수 있
으며, n차원 공간에서 SVM은 최적의 n - 1차원 초평면
을 찾아 변환된 데이터를 다른 그룹으로 분리할 수 있다

[17,18]. 이때 초평면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까
지의 거리가 최대화된다. 초평면은 최대 여백 초평면으
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선형 분류기는 종종 최대 여백 
분류기라고도 한다[19].

2.1.2 앙상블(Ensemble) 기법
앙상블(Ensemble)기법은 여러 기계학습 알고리즘 또

는 복수의 모델을 활용하여 최적의 예측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앙상블 기법을 통한 최적모델은 단독 기계학
습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20-22]. 앙
상블 기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 지도학
습을 통해 병렬형 예측분류 결과를 도출하는 배깅
(Bagging) 기법[10,23]과 여러 기계학습 모델을 거치며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가중 학습데이터 모델을 생성하는 
부스팅(Boosting) 기법[24-26], 그리고 개별 기계학습 
모델로부터 얻어낸 예측 값을 다시 학습 데이터로 사용
하여 최적의 최종모델을 선정하는 방식인 스태킹
(Stacking) 기법이 있다[9]. 미국 플로리다 지역 고속도
로 교통사고 심각도 분류 기계학습연구 결과에서도 검증
에 대한 정확도(Accuracy)와 재현율(Recall) 분류에 있
어 기존 기계학습 알고리즘보다 스태킹 기법 적용 더 나
은 성능 향상 결과를 보여 주었다[27]. 

앙상블기법이 활용된 선행연구에서는 수도권 고령 운
전자가 보행자의 피해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분류예측 모델 구축으로 배깅 기법의 확장 형태인 
RF(Random Forest)알고리즘을 활용한 교통사고 심각
도 분류 연구를 수행하였다[10]. 사고심각도 분류 분석 
결과로 고령운전자가 차도를 통행 중이거나 횡단 중인 
보행자에게 야기하는 사고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스팅 기법의 활용 연구로 XGBoost(eXtreme 
Gradient Boosting)와 Adaboost(Adaptive Boosting) 
등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10년간의 전국 이륜자동차 교
통사고 데이터를 적용하여 사고 심각도 발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발굴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26].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륜자동차의 심각한 사고유발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한, 기계학습을 통해 교차로 교통사고 심각도에 미치는 
요인의 주요 변수를 발굴하였고, 주요 요인을 관리항목
으로 선정하여 도심부 교차로 안전성 평가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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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Type Class Frequen
cy

Severity (Y) factor 1 Severe(Severe & Fatal) 9,361
2 Slight(Slight & Possible) 9,344

Year (X1) numeric 1 2007 ~ 2019 year 18,705

Season (X2) factor

1 Spring(3~5 month) 4,620
2 Summer(6~8 month) 4,518
3 Autumn(9~11month) 5,118
4 Winter(12~2 month) 4,449

Day of the Week 
(X3) factor

1 Monday 2,773
2 Tuesday 2,706
3 Wednesday 2,726
4 Thursday 2,779
5 Friday 2,956
6 Saturday 2,707
7 Sunday 2,058

Hour
(X4) factor

1 Morning(06~12hr) 3,737
2 Afternoon(12~6hr) 5,291
3 Night(18~24hr) 7,100
4 Dawn(24~06hr) 2,577

Offender Driver
Age
(X5)

factor

1 Teens(~19 age) 355
2 Early 20(20~24) 1,082
3 Late 20(25~29) 1,648
4 Early 30(30~34) 1,564
5 Late 30(35~39) 1,713
6 Early 40(40~44) 1,973
7 Late 40(45~49) 2,254
8 Early 50(50~54) 2,330
9 Late 50(55~59세) 1,952
10 Early 60(60~64세) 1,270
11 Late 60(65~69) 741
12 After 70(70~) 530
13 ETC 1,293

Offender Gender 
(X6) factor

1 Male 13,602
2 Female 3,856
3 Unidentified 1,247

Census (X7) numeric 1 Daejeon 
Census(2007~2019) 18,705

Number of 
Accidents (X8) numeric 1 Number of people per 

accidents 18,705

Accident Type
(X9) factor

1 Crossing on ped 9,177
2 On the sideroad 1,697
3 On the sidewalk 1,120
4 On the road 1,735
5 ETC 4,976

Violation
(X10) factor

1 Safe driving 13,037
2 Signal 1,461
3 Speed 170
4 ETC 671
5 Center line 225

Table 2. Data summary

3. 기계학습을 통한 대전시 보행자 교통사고 
심각도 분류

3.1 연구 절차 및 방법
기계학습을 통한 대전시 보행자 교통사고 심각도 분류

예측 연구를 위해 Fig. 3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
다.

Fig. 3. Study procedure

연구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Table. 1과 같이 
요약하였다.

Division Description

Data collection

· Collecting point: 
  TAAS DB, Census DB(Daejeon)
· Period: 2007~2019 year
· Accident total(case): 83,963
· Variable(case): 23[num(7), factor(16)]

Feature eng. · Car & Pedestrian (case): 18,705
· Variable(case): 18(num(3), factor(15))  

Selecting algorithm

· Machine Learning Algorithm
 > GLM, LDA, SVM (Model-base)
 > KNN (Instance-base)
 > CART, Bagging, AdaBoost, GBM,  RF 
(Ensemble)

Applied classify 
modeling

· Comparison of predictive performance measures 
among algorithms(Training set, 70%)

Analysis · Performance measure(Test set, 30%)
· Collecting affecting factor of importance class

Conclusion
· Optimized classify model
· Discovering factors affecting the severity of 

traffic accidents

Table 1. Research process in detail

3.2 데이터수집 및 전처리
대전시 교통사고 관측데이터 83,946건 중 22.2%인 

18,705건을 보행자 교통사고로 구분하여 모델분석에 활
용하였다. 4단계(사망/중상/경상/부상신고)로 분류된 심
각도에 대하여 범주형 데이터의 불균형에 따른 개선 작

업을 위해 이진분류로 재 분류화 하였다[22]. 사고에 대
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설명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대물피해환산계수(EPDO: 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를 적용한 심각도 분류로 재분류 하였다
[26]. 또한, 기계학습 분류 성능향상의 일환으로 대전시
의 지역별 인구 변화 자료를 추가 반영하여 데이터 전처
리 과정에 추가 적용하였다. 기계학습 분석을 위한 데이
터 전처리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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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rotecting pedestrian 3,141
Road

Surface
(X11)

factor
1 Dry 16,445
2 Snow coverd/Icing 194
3 Wet/humidity 2,066

Climate
(X12) factor

1 Clear 16,050
2 Cloudy 809
3 Rain 1,629
4 Snow/Fog/ETC 217

Position of 
Accident

(X13)
factor

1 Intersection 2,532
2 Around intersection 2,314
3 Crosswalk in intersection 762
4 Around crosswalk(single) 351
5 Crosswalk(single) 2,201
6 Etc 9,753
7 Etc_etc 792

Offender Vehicle 
(X14) factor

1 Bicycle 276
2 Bike 1,091
3 Sedan 13,515
4 Truck/ Equipment 2,511
5 Van 1,312

Number of 
Accident in 

Reigion
(X15)

factor

1 Daedeok-gu 2,706
2 Dong-gu 3,805
3 Joong-gu 3,826
4 Seo-gu 5,909
5 Youseong-gu 2,459

Victim Gender 
(X16) factor 1 Female 9,026

2 Male 9,679

Victim Age
(X17) factor

1 ~ 9 age 1,269
2 10 ~ 19 age 2,423
3 20 ~ 29 age 2,966
4 30 ~ 39 age 1,921
5 40 ~ 49 age 2,492
6 50 ~ 59 age 2,892
7 60 ~ 69 age 2,230
8 70 ~ 79 age 1,833
9 80+ 679

3.3 기계학습 알고리즘 선정 및 모델 생성
예측모델 생성을 위해 학습데이터(Training Data 

Set, 70%)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은 모델기반 SVM, 
GLM, LDA와 인스턴스 기반 KNN 그리고 앙상블기법인 
CART, Bagging, AdaBoost, GBM, RF 총9개 알고리
즘을 활용하였다. 또한 10-fold cross validation을 적
용하여 분류 모델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학
습 연구를 위해 R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류 예측모델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모델은 성능평가 방법을 활용한 알
고리즘 별 비교를 통해 최적화 모델로 선정 된다. 이진 
분류의 대표적 평가방법으로 분류결과를 혼동행렬
(Confusion Matrix)로 분류하고, 4가지 평가 성능지표
인 총 정확도(Accuracy), 민감도(Sensitivity), 특이도
(Specificity), 정밀도(Precision)를 통해 성능 비교평가
를 진행하였다. 추가 평가단계로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의 AUC 값을 통해 
성능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16,29].

학습데이터를 통한 예측모델의 성능 확인을 위해 4가
지 성능 평가지표별 알고리즘의 성능을 Fig. 4와 같이 확
인하였다. 성능평가 지표의 총 정확도에서는 KNN과 
GBM 성능이 60%이하이며, 민감도 성능에서도 KNN이 
60%이하의 성능을 보였으며, GBM의 경우 민감도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특이도와 정밀도에
서는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성능평가 지표 상대비교
를 통해 3개의 알고리즘을 제외한 나머지 6개의 알고리
즘을 활용하여 최적화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결과 분석
을 실시하였다. 

Fig. 4. Comparison of predictive performance measures
among machine learning algorithms(Training set)

 

4. 기계학습 결과분석

4.1 대전시 교통사고 심각도 분류 모델 성능평가
학습데이터 성능 평가를 통해 선정된 6개의 알고리즘

으로 시험데이터(Test Data Set, 30%)를 적용하여 모델 
성능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데이터를 적용한 성능평가
지표 별 알고리즘 성능 결과는 Fig. 5와 같다.

Fig. 5. Comparison of predictive performance measures 
among machine learning algorithms(Test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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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정확도에서는 AdaBoosting(0.681)이 학습데이터
에서와 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감도 성능이상대
적으로 낮지만 특이도와 정밀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GLM, LDA, SVM의 경우 특이도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민감도 
부분에서 65% 이하로 낮게 나왔다. 

앙상블기법 알고리즘의 경우 민감도 부분에서 상대적
으로 우수한 성능이 보여 지지만, 특이도와 정밀도 부분
에서 AdaBoost만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 주고 있
다. 성능평가지표의 민감도는 참으로 예측된 것 중 실제 
참일 확률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교통사고 중상이상의 
심각한 사고에 대한 예측 값이 실제 중상이상의 심각한 
사고와 일치하는 확률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해당 확률
이 높은 것은 중상이상의 심각한 사고에 대한 예측성능
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검증데이터를 통한 모형 성능
검증에 있어 앙상블 기법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민감도 성능지표에서 우수한 성
능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Cart의 경우 특이도 성능
평가 지표 부분에서 65% 이하의 낮은 성능이 확인되어 
Adaboost와 RF를 대전시 교통사고 심각도 분류 예측모
델 알고리즘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알고리즘으로 생성한 모델의 안정화 평가방법
으로 ROC 곡선 평가를 실시하였다[29-31]. 유효 임계
값 결정에 활용되는 ROC 곡선 AUC(Area Under the 
roc Curve)의 넓이를 통해 정확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앙상블 기법 분석결과를 통해 AdaBoost(0.753), 
Cart(0.731), RF(0.743) 모델별 AUC 값을 Fig. 6을 통
해 확인 할 수 있다.

Fig. 6. ROC curve

대전시 보행자 교통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발굴하기 위해 모델의 분류 성능에 미치는 주요 인자
를 선정 모델로부터 도출하였다.

RF 알고리즘의 MDG(Mean Decrease Gini)[12] 도
출 값은 독립변수의 분류 기여도를 측정한 값으로, RF 
알고리즘의 분석시 분류 기능의 불순도(impurity)를 얼
마나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의미를 갖는다. 모델 분류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록 이 값은 커지게 된다.   RF의 
MDG로 확인된 주요변수 결과를 Fig. 7과 같이 제시하
였으며 Table. 2의 변수(Variable)기호와 Class 번호로 
해당 변수를 확인할 수 있다.

Fig. 7. Variable importance plot (RF)

기계학습 모델을 통해 확인된 대전시 교통사고의 중상
이상의 사고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 10가지로 
지역별 인구수 변화, 년도에 따른 변화, 사건별 사고 인
원, 차도 횡단시, 70대 보행자, 20대 보행자, 야간, 겨울, 
오후, 승용차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도출된 
대전시 보행자 교통사고 심각도의 주요 인자는 보행자의 
연령이 70대 및 20대이거나 사고유형이 횡단사고에 의
한 경우로 나타남에 따라 대전시 보행자 사고 저감 대책
을 위한 고려요인으로 제안하였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대전시 교통사고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보행자의 교통사고 심각도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기계학습 분류 예측모델을 개발하였다. 4
가지 성능지표(총 정확도, 민간도, 특이도, 정밀도)평가
에 따라 기존 기계학습보다 앙상블기법의 AdaBoos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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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를 최적의 알고리즘으로 선정하였으며, ROC커브의 
AUC(AdaBoost: 0.753, RF: 0.743)값의 확인을 통해 
선정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및 안정성 검증을 확인하
였다. 선정된 예측모델은 발생 건수에 대한 예측(Regression)
과 구별되는 사고 심각도별 분류(Classification) 모델로 
분류 예측모델을 활용하여 피해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굴하였다. 심각도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발굴은 유사한 성능을 가진 AdaBoost와 RF 알고
리즘의 중요도 표시방법으로 주요 인자를 발굴하였다.

분류기의 분류 역할에 기여한 공통된 주요변수 중 지
역별 인구수 변화(X7), 년도에 다른 변화(X1), 사건별 사
고 인원(X8)은 숫자형 변수로서, 결과의 높고 낮음이 어
떻게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불분명 하므로 저
감 대책 인자로서는 배제하였다. 하지만 심각도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보행자 차도 횡단(X9)/ 70대 보행자
(X17)/ 20대 보행자(X17) 3가지는 범주형 변수로서 심
각도 분류 기준을 통한 변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때
문에 이 3가지 변수를 심각한 교통사고의 피해를 저감시
킬 수 있는 주요 인자로서 제시하게 되었다. 

제시된 주요 인자에 대해 교통사고 DB의 통계량으로 
비교해 보면 보행자의 도로횡단시의 13년간 사고건수는 
9,177건이며, 중상이상의 심각한 사고는 5,379건으로 
59%에 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대별 중상이상의 
심각한 사고는 다른 연령대에서는 감소세이지만 70대에
서만 증가세로2007년 45건에서 2019년 61건으로 36%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20대의 경우 경사사고 발생 비율
이 가장 높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사사고 3,783
건 중 17%인 651건의 확인을 통해 모델에서 제시된 주
요 인자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 주었다. 더욱이, 대전시의 
교통사고 정책기조와 비교해 보면, 고령자의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교통시설 개선 및 교통운
영체제 개선에 집중투자를 추진되고 있다. 때문에 노인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정비하고, 고령자들의 무단횡단 단
속강화와 고령자 기준에 맞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신호 
운영에 대한 보완 및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고령자
를 대상으로 경로당 및 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기계학습 앙상블기법을 활용한 보행자 교통사고 심각
도 분류 모델 개발로 도출한 교통사고 심각도 저감대책
을 위한 주요 인자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당 주요인자
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대책 마련을 통해 심각한 교통사
고 피해를 효율적으로 감소 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교통사고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세부정책의 실현 가능

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심각도 분류 모델의 성능
에 대한 연구의 지속성이 요구되며, 성능향상 방법으로 
교통사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설명 변수 발굴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전시와 타 특·광역시의 비
교할 수 있은 데이터를 통해 지역별 보행자 교통사고 심
각도 분류예측 모델을 구축한다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사고 감소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분류예측 모델
은 더욱 더 구체화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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