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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교통사고는 강우, 강설, 강풍 등 기상 악천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특히 강우 시 발생한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사고자료를 분석하여 부상 심각
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효용함수(Utility function)의
오류항에 대해 표준 정규분포를 가정한 순서형 프로빗모형(Ordered Probit)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주요 설명변수로는 기상상황, 도로 기하구조, 교통류 자료, 사고 차량특성 자료를 사용하였다. 특
히 이들 자료는 시공간적 세분화를 위해 시간적으로 5분 단위 자료를 표준노드링크에 연계하였다.
그 결과 전국 715개 링크에서 분석에 사용할 수 있었던 사고자료는 1,505건이다. 모형 적합 및 계
수 추정은 Stata 13.0을 이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부상 심각도는 복수의 차가 사고와 관련될 때, 화
물차가 연관되는 경우, 풍속이 초속 4m 이상인 경우, 도로가 내리막인 경우 사고에 영향을 유의미
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사고 심각도, 강우, 고속도로, 순서형 프로빗 모형, 한계효과

In general, adverse weather including heavy rain, heavy snow, and gust has an impact on traffic
crash occurrenc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main causal factors contributing to injury
severity of freeway crashes under the rainy weather condition. Based on 1,505 freeway crashes, road
geometry, traffic, and weather data obtained from Korean freeway systems for three year periods
(2012-2014), an ordered probit model which is assumed that the error term follows a standard normal
distrubution was applied by using statistical analysis tool, Stata 13.0. As as result, six variables were
found to be increasing crash injury severity under the rainy weather condition: crashes that involved
two or more vehicles, crashes that involved heavy duty trucks, crashes when wind speed was more
than 2m/sec, crashes that occurred on downhill sections, crashes that occurred on right curve sections,
and crashes that occurred on sections with the speed limit of 100 km/h or more. However, crashes
when rainfall duration was more than five hours tended to have lower probability or injury severity.
￭ Keywords: Injury Severity, Rainfall, Freeway, Ordered Probit Model, Marginal Effect

순서형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강우 시 고속도로 교통사고 심각도 분석

Ⅰ. 서론

분석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우선
하오근 외(2005)가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요인은 인적요인, 차량

사고심각도 분석 모형을 제안한 이후 최새로나 외

요인, 도로환경요인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도로환경

(2013)가 기상 조건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심

요인은 교통상황, 도로 기하구조와 시설물, 기상상

각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최정우·금기정

황 등으로 구분된다. 기상상황으로 인한 대표적인

(2014)과 김선중·정연식(2018)은 순서형 프로빗 모

교통사고 원인은 국지성 호우, 폭설 등이 있다. 추

형을 이용하여 이륜차의 사고 심각도에 미치는 영

운 겨울에는 블랙아이스 등도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향인자를, 강찬모 외(2019)는 고속도로 화물차 사

작용한다.

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파악하였다. 계

본 연구는 전국고속도로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층적 이항 로지스틱 모형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도로환경요인을 파악 할

심각도를 분석한 연구로는 문승라·이영인(2011)가

수 있는 교통류자료, 기상자료, 기하구조자료의 정

있다. 한편 박준태 외(2010)에서는 기상특성에 따

보를 설명변수로 하여 4단계 사고 심각도(사망, 중

른 교통사고 안전성 평가지표를 고속도로를 대상으

상, 경상, 대물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로 개발하였다. 이수일 외(2008)는 안개가 교통사

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고 심각

고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순서형 프

국외 연구에서는 Chimba 외(2009)가 사고 심각

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한다. 모

도를 부상, 일상생활 지장, 단순 물피 등으로 분류하

형 개발 및 분석에 활용한 사고자료는 전국고속도

여 순서형 프로빗 모형과 인공신경망(ANN; Artificial

로를 대상으로 한국도로공사가 조사한 2012년부터

Neural Network) 모형을 비교하였다. Gray 외(2008)

2014년까지의 3년간 교통사고 자료이다. 교통상황,

는 사고 심각도를 단순 타박상, 중경상, 치명적 부

도로 기하구조와 시설물, 기상 등의 자료는 사고가

상 등으로 분류하여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개발하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대상으로 관련 데이터베이스

였다. 설명변수로 추월운전여부, 야간운전, 사고시

에서 추출하였다.

간대, 이전 사고 지점 통과여부, 본선, 제한속도, 맑

특히 강우 시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영향인자

지 않은 날씨를 사용하였다. Renski 외(1998)는 제

를 파악하기 위해여 강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만

한속도와 사고 심각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제

을 추출하여 어떤 요인이 교통사고 심각도에 큰 영

한속도를 시속 10마일 증가시킨 고속도로 구간은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런 분석 결과는 강우

시속 5마일 증가시킨 구간보다 사고 심각도가 증가

시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도를 낮추기 위해 어떤 정

함을 파악하였다. Abdel-aty(2003)은 순서형 프로

책적 노력을 중요한지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빗 모형을 활용하여 교통사고와 기상상태의 관례를

으로 기대된다.

분석하였다. 기상상태가 좋지 않고 조명시설이 어
둡다면 사고 심각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pparent(2008)는 단순물피, 타박상, 중경상, 치명

Ⅱ. 기존연구 고찰

적 부상으로 사고심각도를 분류하여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였다. Toshiyuki and Shankar(2004)

1. 선행연구 분석
순서형 프로빗 모형에 기반한 교통사고 심각도

는 고정된 물체와 운전자의 부상 영향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가드레일의 충돌 위치에 따라서 운전자
의 부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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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의 특징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고 심각
도 분석에 활용되어온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
하여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분
석한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시간적 분석 단위를 5분으로의 설정한 점이
다. 기존 연구에서는 속도, 교통량, 강우량 등 시간
에 영향을 받는 자료를 주로 1시간이나 하루 단위
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속도와 교통
량과 같은 교통상황은 일반적으로 5분 간격으로 정
보를 갱신한다. 따라서 교통상황 정보를 기준으로
기상정보를 보다 미세하게 매칭하여 연구에 활용하
였다. 또한 일부 구간이 아닌 전국 고속도로 구간을

<그림 1> 분석대상의 고속도로 GIS map

대상으로 강수가 사고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점, 특히 강우 지속시간을 주요 변수로 고려한
점 등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구체적으로 기상자료는 자동기상관측소(AWS;
Automated Weather Station)에서 수집된 기온, 강

우량, 풍속 등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AWS의 위치
는 고속도로에 인접해서 설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Ⅲ. 자료구축

사고가 발생한 지점과 가장 가까운 AWS를 매칭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강우 시 사고심각도 예측모형 구축을 위해 한국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전국에 585개(2016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3년(2012년 ~

기준)에 달하는 AWS별로 티센폴리곤(Thiessen

2014년)간 발생한 사고자료와 기상자료, 교통류 자

Polygon)1)을 형성하고 폴리곤에 포함되는 고속도

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사고자료는 발생시각과 발

로의 기상정보는 해당 폴리곤의 AWS 정보와 같은

생장소를 기준으로 각각 5분 단위와 표준노드링크

것으로 가정하였다.

체계에 따라 정리하였다. 또한 사고에 영향을 미치
는 교통량, 강우량, 풍속 등의 설명변수 자료 역시
표준노드링크 체계에 맞추어 5분 단위로 정리하였
다. 만약 해당 시간의 설명변수 값이 결측값인 경우
에 사고지점 링크의 이전 링크의 값으로 대체하여
보정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강우 시 715개의 링크
에서 1,505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정리되었
다. 이는 전국의 노드링크를 고려하였으나 강우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링크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림 2> 기상청의 AWS(기상관측장비)

1)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의 거리가 이등분되는 지점들을 연결하여 폴리곤(Polygon)으로 지점별 영향권역을 표현하는 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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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료는 본선구간에서 발생한 경우만을 포함

외(2009), Chung(2017) 등의 연구에서 보듯 순서

하였다. 엇갈림 구간이나 램프 구간은 도로 선형이

형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주로 이

다르고 차로 변경 등의 수반되기 때문에 사고에 영

용한다.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본선구간과는 다를 것으

종속변수의 값에 순서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다면 프로빗 모형 또는 로짓 모형을 통해서도 사고

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도로의 기하구조정보는 한국도로공사의 사고자

심각도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료 조사항목에 기록된 정보를 사용하였다. 특히 종

처럼 종속변수를 순서를 지니는 사고등급으로 선정

단경사와 평면선형에 관한 속성값이 모두 존재하는

한 경우, 일반적인 프로빗 또는 로짓모형으로 적용

사고 자료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시 도출된 결과값을 해석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 일

<표 1>은 램프구간에서 발생한 사고 190건을 제

반적인 회귀분석의 경우는 종속변수 y=1, y=2의 차

외 후 정리된 교통사고 자료 1,505건을 사고등급별

이와 y=2, y=3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결과값

로 분류한 결과이다. 91.3% 사고가 대물피해 사고

해석 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

로 분류되었고 경상사고가 6%, 중상사고는 0.8%,

기 위해 종속변수에서 순서를 지니는 경우에 사용

사망사고는 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순서형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순서형
프로빗모형은  (오차항)의 확률분포가 분산이 동일

<표 1> 고속도로의 사고등급별 현황

하고 공분산이 0인 정규분포(Normal distribution)
단위: 건, %

를 따른다고 가정한다(Bonneson, 1993). 이론적으

사고등급

사고건수

사망

28(1.86)

중상

12(0.80)

로 표현될 수 있다.   은 운전자 n이 사고에서 마

경상

91(6.05)

주하는 잠재적인 사고 심각도를 의미하며,   은

대물피해

1,374(91.30)

사고 영향변수(설명변수),   은 측정 불가능한 오

합계

1,505

로 순서형 프로빗 모형은     ′      형태

차항을 의미한다.
또한, 종속변수   은 식(1)을 통해 결정된다. 
는 매개변수 벡터  에 따라 결정되는 임계값

Ⅳ. 모형개발
1. 모형설정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모형은 전통
적으로 포아송 모형(Poisson model), 로짓모형

(Threshold)을 의미한다(Kara, 2002). 식(2)는 종속

변수 범위에 따른 확률값의 범위를 나타낸다.
   if  ∞ ≤  ≤ 
 if     ≤ 
 if    ≤ 
 if
   ≤ ∞

대물사고
경상사고
중상사고
사망사고

(1)

(Logit model), 프로빗 모형(Probit model), 음이항

모형(Negative binomial model), 일반선형모형
(Generalized linear models) 등 다양한 모형이 적

용되어 왔다.
반면 사고의 심각도를 추정하는 모형은 Chimba

 
 
 
 






Pr 
Pr 
Pr 
Pr 

   Pr  ≤  
   Pr    ≤  
   Pr    ≤  
   P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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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형 프로빗 모형의 해석은 각 설명변수에 대
해 편미분을 적용하여 설명변수가 사고 심각도에
미치는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활용한다.

2. 자료입력

<표 2> 설명변수의 요약
구분

사고
자료

종속변수는 사고 심각도에 따라 사망(Y=3), 중상

설명변수

분류

사고유형

비단독사고=1, 단독사고=0

사고차량유형

트럭, 특수차량=1, 그 외=0

사고차량 수

사고차량 수 3대=1, 그 외=0

속도

연속형

교통량

연속형

제한속도

100km/h이상=1, 그 외=0

기온

연속형

풍속

4m/s이상=1, 그 외=0

강우지속시간

5시간 이하=1, 그 외=0

일 누적 강우량

50mm 이하=1, 그 외=0

5분 단위 강우량

연속형

우커브

우커브 500m 이상=1, 그 외=0

종단경사

내리막=1, 평탄·오르막=0

차로수

1, 2 차로=1, 그 외=0

사고발생지점

본선=1, 그 외=0

주·야간

야간=1, 주간=0

갓길 방책시설 유무

방책시설 있음=1, 없음=0

조명시설

조명시설 없음=1, 그 외=0

(Y=2), 경상(Y=1), 대물(Y=0) 등 4단계로 분류하였

다. 설명변수는 크게 사고요인, 교통요인, 기상요
인, 그리고 기하구조 및 도로시설 요인의 4개의 그
룹으로 분류하였다.

교통
자료

사고자료는 사고유형, 사고차량유형, 사고차량
수 등 3개 인자를 추출하였으며, 교통관련 자료는
속도, 교통량, 제한속도 3개 인자, 기상자료는 강우
량, 강우 지속시간, 기온, 풍속, 일 누적 강우량 5개
인자, 기하구조 및 도로시설 자료는 평면선형, 종단
경사, 차로 수 등 7개 인자를 추출하였다. 설명변수

기상
자료

선정 시 선행연구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를
고려하였다. 먼저, 연속형 변수를 명목형 변수로 범
주화 하는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주를 고
려하여 교통사고 심각도 증가에 상대적인 영향도가
큰 집단은 1, 그렇지 않은 집단은 0으로 설정하였
다. 상대적으로 영향도가 큰 집단의 기준은 각각 설
명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성이 큰 범위를 설정하
기 위해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범위를 탐색하
였다. 특히,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본선구간의 제한
속도가 100km/h 이상과 그 외 경우로 각각 1, 0의
값을 사용한 이유는 시속 80km/h, 110km/h 등 다
른 분류기준 보다 변수의 설명력이 높았기 때문이
다.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대개 시속

기하
구조
및
도로
시설
자료

100km/h이기는 하나 제한속도가 시속 100km/h

이하인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연구의 시

먼저, 요일별, 시간대별로 사고발생 현황을 파악

간적 범위에 광주대구 고속도로 완전 개통(2015년)

해 보았다. 강우 시, 요일별 사고발생은 월요일(295

이전인 2013년부터 2014년 자료가 포함되었기 때

건), 토요일(230건), 금요일(225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이다. 즉, 이 고속도로의 전신인 88올림픽고속도

또한, 시간대별로 사고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로의 경우 제한속도 80km/h에서 운영되었다. 명목

아침 시간대(6시∼9시)에 강우 시 상대적으로 많은

형 변수의 분류기준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사고가 발생(30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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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설명변수 기초통계분석 결과
구분

사고
자료

<그림 3> 요일별 사고발생 현황

교통
자료

설명변수

평균

표준
오차

사고유형

0.092

0.290

0

1

사고차량유형

0.213

0.410

0

1

사고차량 수

0.021

0.142

0

1

속도(km/h)

93.290 12.109

13

115

교통량(대/5분)

54.976 71.138

0

663

제한속도(km/h)

0.287

0

1

-6.1

29.4

기온(℃)

기상
자료

<그림 4> 시간대별 사고발생 현황

여기서, 시간대 구분은 기상청 3시간 단위 예보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표 3> 사고 시간대 구분 기준

기하
구조
및
도로
시설
자료

0.453

18.894 5.627

최솟값 최댓값

풍속(m/s)

0.156

0.363

0

1

강우지속시간
(mm/5분)

0.367

0.482

0

1

일 누적 강우량
(mm/분)

0.828

0.378

0

1

5분 단위 강우량
(mm/5분)

0.992

1.018

0.1

11.5

우커브

0.076

0.265

0

1

종단경사

0.211

0.408

0

1

차로수

0.777

0.417

0

1

사고발생지점

0.965

0.183

0

1

주·야간

0.307

0.461

0

1

방책시설 갓길

0.737

0.440

0

1

조명시설

0.199

0.400

0

1

구분

설명

한밤

00시 ∼ 03시

새벽

03시 ∼ 06시

시공간적으로 각각 5분과 표준노드링크체계에

아침

06시 ∼ 09시

따라 정리된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 Stata/SE 13.0

늦은 오전

09시 ∼ 12시

이른 오후

12시 ∼ 15시

늦은 오후

15시 ∼ 18시

저녁

18시 ∼ 21시

늦은 밤

21시 ∼ 24시

자료: 기상청 예보용어해설 시제표현(기상청)

에 입력하여 강우 시 사고 심각도 예측모형을 순서
형 프로빗 모형으로 개발하였다.

3. 설명변수 선정
설명변수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
는 분산팽창계수(VIF)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VIF
가 4미만으로 나타나 상관성이 높아 탈락시켜야 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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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으로 통

강우시 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비

계적 유의한 변수를 탐색하기 위해서 설명변수의

단독사고 여부, 화물 및 특수차량 관련 여부, 사고

계수가 갖는 부호가 적절한지와 변수의 통계적 유

차량수 3대 이상 여부, 제한속도 시속 100km/h,

의미성을 설명하는 P 값이 기준치인 0.1보다 작은

강우지속 5시간 미만, 풍속 4m/s이상, 우커브 여

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은 반복적으로 수행되었

부, 내리막 구간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으며 가급적 많은 설명변수가 모형에 포함될 수 있

변수는 유의확률이 0.1 이상으로 나타나 설명력이

는 경우를 최적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중에서 유의수준
0.05 이하로 높은 설명력을 갖는 변수는 비단독사

고 여부, 화물 및 특수차량 관련 여부, 풍속, 내리

4. 예측모형

막길로 분석되었다. 계수의 부호는 모두 양의 부호
최종 선정된 변수와 모형 적합도는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선정된 변수로 전체 자료의 설명

를 나타내어 설명변수가 증가할수록 사고 심각도
역시 높아지는 관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를 얼마나 높이는지를 설명하는 우도비(likelihood)

한편, 설명변수가 사고심각도에 미치는 영향도는

는 51이상 증가한 것으로 변수의 설명력이 있는 것

비단독사고 여부가 가장 크고 사고 차량수 3대 이



으로 나타났으며 카이제곱 값(  )의 유의 확률도 0

상 여부, 화물 및 특수차량 여부, 풍속 4m/s이상

보다 크게 작아 모형을 채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등의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설명변수들이 사고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을

으로 보인다.

설명하면 우선 비단독사고 여부는 교통사고와 관련
된 차량이 여러 대일수록 사고 심각도가 커짐을 의

<표 5> 강우 시 사고심각도 예측모형

미한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또한 화물 및 특수

설명변수

추정
계수

오차

P값

비단독사고

1.006

0.126

0.000

화물, 특수차량

0.375

0.109

0.001

사고차량 수 3대

0.451

0.243

0.064

기상자료 측면에서는 풍속 4m/s 이상 일 때 사

교통자료 제한속도 100km/h이상 0.178

0.107

0.098

고의 심각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

강우지속 5시간 미만 0.184

0.098

0.061

구분

사고자료

나는데 이는 차량의 부피와 무게가 큰 화물 및 특
수차량이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사고 유발 가능
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추정이다.

우 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바람의 세기가 크
면 대형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

기상자료
기하구조
및
도로시설
자료

차량인 경우 사고 심각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풍속 4m/s이상

0.349

0.120

0.004

한 강우 지속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가 5시간 이

우커브

0.311

0.160

0.051

상인 경우에 비해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내리막

0.257

0.112

0.022

Chi-squared value : 97.71
Prob>chi-squared value : 0.00
Pseudo R2 : 0.098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5시간 이상 장시간
비가 계속 오는 경우 교통류가 이에 반응하여 안정
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기하구조와 관련해서는 내리막 구간인 경

Initial log likelihood(  ): -495.64

우 차량 속도가 높아 사고 시 심각도가 높아질 가

Log likelihood at convergence(  ) : -446.78

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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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사망사고

5. 한계효과 분석

발생확률 2.1%, 경상사고 발생확률 5.3% 증가시키
일반적으로 순서형 프로빗 모형과 같은 비선형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우 지속시간이 5시간

모형에 해당하는 이산적 선택 모형에서는 설명변수

미만인 경우 사망사고 또는 중상사고 보다 경상사

의 변화가 선택(본 연구의 경우 심각도)에 어떤 영

고 발생확률을 1.8%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필요

반면에 대물사고 발생확률은 2.6% 감소시키는 것

가 있다. 이런 한계효과(marginal effect) 분석 결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반대로 강우 지속시간이

과 <표 6>과 같이 정리된다.

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한 사고는 부상 심각도

전술한 바와 같이, 한계효과는 편미분을 통해 각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

설명변수의 변화에 따른 사고 심각도의 변화를 의

지막으로, 풍속이 초속 4m 이상인 경우, 화물 및

미한다. 예를 들어, 비단독사고에 대한 사고 심각도

특수차량이 사고와 관련된 경우 사망사고 발생 가

효과는 다른 설명변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비단독사

능성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와 단독사고에 대한 각 심각도 변화 확률을 파악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설명변수에 대한 한계효
과의 합은 0이 나오게 된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우선, 2대 이상의 차량이 관련되는 경우 단독차
량 사고에 비해 사망사고 발생확률 7.3%, 중상사고

1. 결론

발생확률 2.5%, 경상사고 발생확률 13.1% 증가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대물사고 발생확률

본 연구는 전국 고속도로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은 22.9%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대

교통상황, 기상상황, 도로 기하구조 등 복합적인 교

이상의 차량이 관련된 사고 중에서 사고 차량수가

통사고 영향인자를 고려하여 비가 올 때 교통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교통사고 심각도는 2대 이상의 차량이

<표 6> 모형의 한계효과
구분

관여되고 이 중 화물차 및 특수차량이 포함될 경우

설명변수

A
B
C
D
(y=3) (y=2) (y=1) (y=0)

비단독사고

0.073 0.025 0.131 -0.229

화물,특수차량

0.013 0.006 0.040 -0.059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교통안전대책 수립에 기여

사고차량 수 3대

0.021 0.009 0.053 -0.082

할 수 있다. 가령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제한속도
100km/h이상

0.005 0.003 0.017 -0.025

또한 강우지속시간이 5시간 미만일 때, 풍속 4m/s
이상 일 때 높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런 결과는 지속적인 폭우로 인해 도로 위 사고

사고자료

교통자료

폭우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전달하면서 안전거리

강우지속 5시간 미만 0.005 0.003 0.018 -0.026
기상자료

기하구조
및
도로시설
자료

풍속 4m/s이상

0.013 0.006 0.037 -0.056

우커브

0.012 0.005 0.034 -0.051

내리막

0.008 0.004 0.026 -0.039

확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물차나 특수차
량 운전자들의 경우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일반 차
량보다는 화물, 특수차량의 경우 비가 오는 경우사
고에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예측값을 제시한
다. 아울러 폭우와 함께 초속 4m 이상의 강풍이 동
반될 경우 저속주행을 권장하고 특히 내리막 구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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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고에 유의할 것을 강조해야 한다. 기상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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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er traffic flows generally lead to increased direct pollutant emissions, resulting in higher
pollution concentrations. In the case of ozone (O3), a secondary pollutant, however, decreased traffic
flows during weekends create favorable conditions for generating O3. Similarly, urban background
regions have better atmospheric circumstances for O3 creation than roadside areas. These two
favorable temporal and spatial conditions result in higher O3 concentrations in urban regions. To
explain these counterintuitive phenomena, I reviewed the chemistry of O3 and discussed the changes
in traffic flows and solar radiation in Seoul, Korea.
Solar radiation plays a vital role in determining O3 concentrations. The more ultraviolet (UV)
radiation, the more O3 will be generated because solar radiation initiates the photo-dissociation of
nitrogen dioxide (NO2). Dynamic O3 concentration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O3 generation rate
and the O3 destruction rate. UV rays play a crucial role in the production of O3, and the production
ratio varies depending on the intensity of UV. Therefore, to explain hourly O3 concentrations, it is
necessary to adopt a properly modified UV ray as an explanatory variable. The result shows that the
6-hour moving average of UV ray is identified to explain best for hourly O3 concentrations.
￭ Keywords: Vehicle emission; Traffic flow; Ozone; Nitrogen Dioxide; Ultraviolet radiation

교통량이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으로부터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증가하여 도로와 인근
지역의 오염 농도가 증가한다. 하지만 2차 생성 오염물질인 오존(O3)의 경우, 주말 동안 감소 된
교통량으로 인해 오존 생성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 이와 유사하게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시의 배경 지역이 상대적으로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나 도보변보다 오존 생성이 유리하다. 오존
생성의 유리한 시간 및 공간 조건으로 더 높은 오존 농도가 주말 그리고 도시 외곽지역에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O3의 생성에 대한 화학적
검토를 통해 오존 생성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교통량과 태양 복사량 중 자외선 세기의 변화와 연관
시켜 오존 농도에 대해 분석한다.
UV는 O3 농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외선이 높을수록 이산화질소(NO2) 광분해
가 촉진되고 이를 통해 O3가 더 많이 생성되는 조건이 된다. 오존 농도는 오존의 생성 속도와 제거
속도에 따라 동태적으로 결정된다. UV 강도에 따라 O3 생성 비율이 달라지므로 UV는 오존 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O3 농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존 생성에 영향을 주는 UV를 설
명변수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간대별 오존농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역시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UV 강도를 설명변수로 채택하여 적절하게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시간대별 오존 농도를
설명하기 위한 UV변수의 형태는 6시간 이동 평균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제어: 차량 배출량, 교통량, 오존, 이산화질소, 자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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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runner chemicals, such as volatile organic

Ⅰ. INTRODUCTION

compounds (VOCs) and NOx.
Heavier traffic flows are known to lead to

The formation of O3 is a complicated and

higher pollution concentrations of directly emitted

nonlinear process, depending on the concentrations

pollutants, such as nitrogen oxides (NOx), carbon

of VOCs and NOx, their mixing ratio, and

monoxide, sulfur dioxide, and fine particulate

meteorological conditions, especially, the intensity

matter. Several studies have shown that these

of UV radiation (Derwent and Hertel, 1998;

concentrations vary across the week, with lower

Seinfeld and Pandis, 2006). According to US

concentrations during weekends, when traffic is

EPA (2000), transportation is responsible for a

reduced, but that weekend ozone (O3) concentrations

substantial share of pollution emissions, including

are higher than during weekdays. This unexpected

VOCs and NOx, in urban regions. Since O3

pattern is frequently referred to as the ozone

formation involves a photochemical process, an

weekend effect (OWE). Recent research regarding

understanding of O3 chemistry should provide

the OWE points to similar results on several

clues as to why higher O3 concentrations occur

metropolitan areas: Chicago and Philadelphia by

during weekends.

Pun et al., 2003; Azusa, CA by Fujita et al.,

A significant number of epidemiological studies,

2003; Daegu, Korea by Jo and Park, 2005; and

such as Bell et al. (2004), Bell & Dominici

Southern California by Gao, 2007. Tropospheric

(2008), Gryparis et al.(2004), Zanobetti and

O3 is produced by a photochemical reaction

Schwartz (2008), support a positive relationship

dependent on ultraviolet (UV) radiation and

between daily mortality and O3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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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rend of O3 concentrations in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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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O3 health impacts, WHO (World

companies have been closed on Saturdays. Since

Health Organization) changed its guidelines for

2003, civil service organizations have not worked

-3

-3

O3 from 120 μg m (0.061 ppm) to 100 μg m

on Saturdays. This time point for decreasing

(0.051 ppm) for a maximum 8-h mean concentration.

weekend traffic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analyze

As weekends are periods of outdoor recreation

the ozone weekend effect.

for residents of metropolitan areas, the higher O3

O3 concentrations have been measured at 34 air

concentrations are likely to result in higher O3

quality monitoring stations (AQMs), which were

exposures, possibly resulting in increased health

divided into two groups, urban background AQMs

risks.

and roadside AQMs. For the spatial dimension,

In addition, as shown in Figure 1, the trend of

these two AQM locations were compared. Traffic

hourly O3 concentration in Seoul is increasing.

count data collected at 119 traffic monitoring

Investigating the annual trends of each statistic, I

statio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found there is a peculiarity, such as the increas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y the

of high O3 concentration episodes. For the past

reduced traffic during weekends leads to higher

12 years, the distribution of hourly O3 concentration

O3 concentrations than during weekdays. The

is illustrated, and the annual trends of three

chemistry of O3 would help to understand this

statistics are depicted with simple linear regression

counterintuitive phenomenon. Since solar radiation

models, including mean, higher quartile, and 95th

is indispensable for generating O3, the relationship

percentile. The coefficient of the mean in the

between hourly UV radiation and O3 concentration

regression equation is 0.66. By the way, the

is also investigated.

regression coefficients of the higher quartile and
the 95th percentile are 0.95 and 1.18, respectively.
It means that higher episodes of O3 are more

Ⅱ. LITERATURE REVIEW

frequently observed in recent years. Due to this
tendency,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high O3
phenomenon in urban regions, such as the Seoul
Metropolitan Area.

1. Chemistry of Ozone
The formation of O3 in the troposphere depends

In this research, hourly O3 concentrations,

upon the generation of ground-state atomic oxygen,

measured in Seoul, Korea, have been compared

O(3P) (Eq. 1). Ultra-violet (UV) radiation with

for both temporal and geographical dimensions

wave lengths less than 290 nm is absorbed by the

with consideration of vehicle flows and solar

stratospheric O3 layer, and thus solar radiation

radiations. For the time dimension, the concentrations

with wave lengths exceeding 290 nm reaches

of weekdays and weekends are compared. Seoul

ground level, where O(3P) is produced by the

is the capital of South Korea and has a population

photolysis of NO2 at wave lengths in the range

of about 10 million. Therefore, maintaining and

290 nm ~ 424 nm (Derwent and Hertel, 1998;

managing the air at a healthy level is a vital

Seinfeld and Pandis, 2006). Ozone in the

public function. Since the late 1990s, private

troposphere is generated by combining O(3P)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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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xygen molecule (O2) (Eq. 2), with M a third

structure of VOC is methane (CH4) and its

body absorbing excessive energy and stabilizing

oxidation indicates how RO2· and HO2· are

the formed O3 molecule.

generated. The presence of the hydroxyl radical

The main fate of tropospheric O3 is to be used

(OH·) initiates the oxidation of CH4 and

for the regeneration of NO2, which occurs through

produces the methyl radical (CH3·) (Eq. 6). Then,

the reaction between nitric oxide (NO) and O3

this radical combines with oxygen (O2) to form a

(Eq. 3), called ozone titration (Yarwood et al.,

methyl peroxy radical (CH3O2·; RO2·) (Eq. 7).

2008). Reactions (1) ~ (3) among NO2, O3, and

CH3O2· reacts with NO and creates NO2 (Eq. 8).

NO under the presence of sunlight reach an

Subsequently, the remaining alkoxy radical (CH3O·;

equilibrium, wherein the decomposition of NO2

RO·) reacts with O2, converting it into HO2· and

by sunlight and the recreation of NO2 by

formaldehyde (HCHO) (Eq. 9). The highly

ozone titration are in a steady state, called the

reactive HO2· converts another NO molecule into

photostationary state relation (Seinfeld and Pandis,

NO2 (Eq. 5). Therefore, the oxidation process of

2006).

one molecule of CH4 involves converting two
molecules of NO into NO2. As seen in Eq. (5),

   →      

(1)

       →   

(2)

   →   

(3)



VOC oxidation ends with the regeneration of
OH·, leading to cyclic reactions and resulting in
substantial amounts of VOC that can be degraded
to generate NO2.
   ∙ →   

(6)

 ∙    →  ∙ 

(7)

provides an opportunity for O3 to accumulate.

   ∙ →    ∙

(8)

Two alternative reaction paths for converting NO

 ∙  ∙ →  ∙ 

(9)

Since the photolysis of NO2 is the only source
of O3 creation in the troposphere, the formation
of NO2 in ways different from ozone titration

to NO2 are presented in Eqs. (4) and (5), where
organic peroxy radicals (RO2·) and hydroperoxy

OH· plays a key role in initiating the oxidation

radicals (HO2·) react with NO to generate NO2,

of VOCs, providing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without consumption of O3. Therefore, the

accumulation of O3. On the other hand, OH·

abundance of these two radicals leads to favorable

reacts with NO2 to form nitric acid (HNO3),

conditions for O3 accumulation (Seinfeld, 1989).

removing both OH· and NO2 from the atmosphere
(Eq. 10). Therefore an increase of HNO3 implies

   ∙ →    ∙

(4)

   ∙ →    ∙

(5)

RO2· and HO2· are produced in the oxidation
processes of VOCs. The simplest chemical

a decrease of OH· recycling and an elimination
of NO2 in the system, leading to a decrease in O3
formation.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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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zone Formation in Urban Atmosphere

NOx, O3 formation is limited by the availability

Under an average urban atmosphere, the rate

induces a significant reduction in O3 formation.

constants for the NO2 + OH· reaction and the

In the condition of NOx-saturated, the reaction

VOCs + OH· reaction are 1.7×104 ppmC-1 min-1

between NO2 and OH· (Eq. 10) is more dominant

-1

-1

of NOx. Therefore, decreasing NOx concentrations

and 3.1×103 ppmC min , respectively. Since the

than VOCs + OH· reaction, leading to the inhibition

ratio of the (NO2 + OH·) to (VOCs + OH·) rates

of VOCs oxidation. Thus, decreasing NOx under

is around 5.5, the rates of the two reactions are

NOx-saturated condition not only decelerates the

equal only when the ratio of VOCs to NO2 is

formation of HNO3, but also accelerates the

equal to 5.5. If the VOCs/NOx ratio is less than

reaction between VOCs and OH·. In addition,

5.5, the reaction (NO2 + OH·) dominates the system

decreased NOx also causes the less occurrence of

and results in slowing down the formation of O3.

O3 titration (NO + O3). Consequently the condition

Conversely, when the ratio exceeds 5.5, the

of O3 creation and accumulation is changed into

reaction (VOCs + OH·) generates more intermediate

favorable (Fujita et al., 2003; Heuss et al., 2003;

products in the system, such as RO2·, HO2·, and

Seinfeld, 1989).

recycled OH·, speeding up the formation of O3

The average O3 concentrations during weekends

(Derwent and Hertel, 1998; Seinfeld and Pandis,

are higher than during weekdays in California's

2006). Therefore, both the concentrations and

South Coast Air Basin (SoCAB). Emission activity

ratio of the two precursors are important factors

profiles, including various mobile, point, and area

to determine the rate of O3 formation. Since the

sources, have been collected in SoCAB, and the

patterns of O3 formation vary depending on the

emission patterns of VOCs and NOx during

ratio and concentrations of precursors, it would

weekdays and weekends have been assessed. The

be helpful to investigate detail for two different

reduction rate of NOx in weekends is around

conditions, that is to say, NOx-saturated and

three times greater than that of VOCs, leading to

NOx-limited. If the atmospheric condition is a

a 30% increase in the VOCs/NOx ratio (Chinkin

low VOCs/NOx ratio, then the atmospheric

et al., 2003; Yarwood et al., 2003; Yarwood et

condition is NOx-saturated state. The other is a

al., 2008). Undoubtedly, this phenomenon has

high VOCs/NOx ratio, and this condition is named

induced an increase in O3 concentrations. Therefore,

as the NOx-limited state. Note that the same

it can be expected that SoCAB is a NOx-

changes in VOCs and NOx concentrations lead to

saturated region. Similarly, other metropolitan

significantly different O3 generations in the two

regions, where lower traffic flows and higher O3

states. In the NOx-saturated state, an increase in

concentrations have been observed during weekends,

the VOCs concentration induces an increase in O3

can be also classified as NOx-saturated regions.

concentration. On the other hand, at high VOCs/

In such regions, it is expected that the decreased

NOx ratios (NOx-limited state), an increase or

traffic flows during weekend result in the

decrease in VOCs has little impact on O3

increased O3 concentrations.

generation. If VOCs are abundant relativ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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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EXPLORATORY ANALYSIS

Figure 3 shows that the hourly traffic counts
during weekdays represent typical urban traffic
flows, with morning and evening peaks. Saturday

1. Analysis of Traffic Flows

flows are similar to the weekday flows, except

Vehicle flow data have been collected at road

for the lowest point in the midday and evening

sites classified as Central Business District (CBD,

peak. A five-day workweek system was introduced

26 locations), Han River bridges (19 locations),

in 2000, but did not come into full effect until

arterial roads (36 locations), and cordon line (38

2003, has the minor traffic flow differences

locations). The locations of the traffic count links

between weekdays and Saturday. On Sunday, in

are displayed on Figure 2. The count data can be

contrast, cou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downloadable from the Seoul city government

terms of both daily peak and overall pattern. As

website and are also reported in the 2003 Seoul

expected, traffic flows on Sunday are smaller

Traffic

than on weekdays across all hours of the day.

Survey

Report

prepared

by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SMPA, 2003).

The traffic flow on Sunday increases slowly in

<Figure 2> Location of traffic count road and air quality monitoring station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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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rning, as compared to weekdays, and peaks

and NO2 are used for the spatio-temporal

in the late afternoon. This difference in traffic

comparison. As shown in Table 1, O3 concentrations

flows between weekdays and Sundays should

at background AQMs are higher than those at

have an influence on pollution concentrations for

roadside AQMs. In addition, weekdays’ concentration

both directly emitted pollutants and secondary

is lower than that of Sunday. Consequently, the

pollutants.

O3 concentration on Sunday at the urban
background site displays the highest among the

2. Analysis of O3 & NO2 Concentrations

four spatio-temporal combinations.
Comparing Figure 3 and 4, the hourly variations

In 2003, the number of weekdays was 250,

of NO2 concentration are closely related to those

thus 6,000 observations for weekdays (250 days

of the traffic flows. The exhaust from tail pipes

× 24 hours). There were 52 Saturdays and Sundays,

includes abundant fresh nitrogen monoxide (NO),

and 11 national holidays in 2003. The number of

which react with ambient O3 to produce NO2 (Eq.

hourly observations for Saturday is 1,248. Since

3) immediately after emission. Over 90% of

the behavior patterns of citizen on holidays are

nitrogen compounds are emitted in the form of

expected to be similar to those on Sunday, it is

NO. Only less than 10% of nitrogen is directly

reasonable to include holidays in the Sunday

emitted in the form of NO2. NO produced in the

group. Thus, 1,512 hourly observations are used

combustion process, however, mainly reacts with

for Sunday. There are no missing data for

ambient O3 and free radicals within a few

background AQMs, but, in the case of roadside

seconds after its emission, and is transformed into

AQMs, 9 missing values for weekdays and 24

NO2 Thus, strictly, NO2 can be classified as a

missing ones for Sunday.

secondary product, but, because of its quick and

The roadside AQMs are located a few meters

complete reaction, NO2 can be regarded as a

from the curbside of major roads or junctions.

direct emission from vehicles (Derwent and

The junctions are intersecting arterial roads,

Hertel, 1998). The reaction between O3 and fresh

where heavy traffic volumes and congestion are

NO leads to the removal of ambient O3 and the

commonly observed. The tools of pollutant

accumulation

sampling are set up at a height of 2.5 meters. In

simultaneously.

of

NO2

near

roadside

area

contrast, urban background AQMs are located

Thus it is definite that high traffic flows induce

away from major roadways, on the roofs of two-

high NO2 concentrations especially at roadside

or three-story public buildings, such as elementary

areas. Figure 4 shows that the hourly NO2

schools and public office buildings. According to

concentrations during Sunday display distinctively

the white paper of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lower values than those during weekdays and

(2003), one-hour average concentrations are

Saturday,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calculated based on measurements every five

from several studies of California's South Coast

minutes (12 readings per hour).

Air Basin (Blanchard and Tanenbaum, 2003;

Hourly-averaged pollution concentrations of 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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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Hourly traffic counts during weekdays and week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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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Hourly NO2 and O3 concentrations during weekdays and week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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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Hourly O3 concentrations at the AQMs of urban background and road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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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trast, O3 concentrations on Sunday are

daily maximum O3 concentrations in urban

higher than those on Saturday and weekdays.

(Bridgeport and New Heaven), suburban (Danbury,

Recent research has uncovered similar patterns.

East Hartford, Greenwich, Middletown, Madison,

In Phoenix, Arizona, traffic flows are negatively

and Stratford), and rural (Stafford) areas in

correlated with ambient O3 concentrations, with

Connecticut, USA indicates a difference of 10

the average daily O3 concentrations on Sunday

ppb or more between non-urban and urban sites

and Saturday higher than those on weekdays

(Yang and Miller, 2002). The annual average O3

(Shutters and Balling, 2006). The counts of traffic

concentrations at sites in New York City and

flow and the concentrations of a directly emitted

surrounding rural areas also support these results:

pollutant (NO2) and a secondary pollutant (O3)

O3 concentrations in rural areas are significantly

measured during weekdays and weekends in

higher (28 ppb) than those at urban sites (16

Seoul, display consistent results with these recent

ppb). Empirical research based on observational

studies. It is logical to infer that decreased

data reports consistent patterns of O3 concentrations,

vehicle flows lead to decreased NOx emissions.

higher in less traffic flow areas and lower in

The decreased NOx emissions on Sunday

heavily travelled areas.

generates a favorable condition for the accumulation

As discussed in the O3 chemistry section, the

of O3, resulting in higher O3 concentrations in

areas near heavy traffic flows are abundant in

Sundays.

fresh NO emission and the concentrations of O3
a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ozone titration

3. Impacts of Traffic Flows on O3

process

(Eq.

3).

Some

daily

and

hourly

concentrations at background AQMs violate O3

In previous section, we observe that the O3

standards, while all the concentrations monitored

concentrations at roadsides are lower than those

at roadside AQMs are within the standards. In

at background AQMs. As shown in Figure 5, O3

Korea, summer is the rainy season, thus even

concentrations monitored at the urban background

radiation in summer is stronger than those of the

AQMs are consistently higher than those of

other seasons but the actual intensity of arrived

roadside AQMs. Several studies have reported

radiation to the earth surface may not. Particularly,

that heavily traveled roadside areas are less

May is known to have the most favourable

polluted by O3 than urban background regions (Jo

meteorological conditions for O3 formation,

and Park, 2005), and that average concentrations

subsequently higher O3 concentrations are observed

of O3 at rural and non-urban sites are higher than

in spring season.

those at urban sites (Gregg et al., 2003; Yang and
Miller, 2002).
Average O3 concentrations over 2003~2006 at
urban, suburban and rural sites in central Taiwan

4. Relation between Solar Radiations and
O3 Concentrations

were equal to 24 ppb, 27 ppb, and 29 ppb,

Among diverse meteorological factors, solar

respectively (Tsai et al., 2008). A comparison of

radiation plays a key role in determining 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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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s. In particular, UV radiation is

ambient O3 concentrations are determined by

indispensable for generating O3, thus it is necessary

rates of creation and decomposition, the rate of

to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nsity of

creation is greater than that of decomposition, and

UV radiation and O3 concentration. The intensity

then the accumulation of O3 will occur. The time

of UV radi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lag suggests that the creation rate exceeds the

formation of O3, because solar radiation initiates

decomposition rate until 4:00 PM. To elucidate

the photodissociation of NO2 (Eq. 1), follow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UV radiation and O3

the reaction of ground-state atomic oxygen and

concentration, a moving average method is

O2 to generate O3 (Eq. 2). As illustrated in Figure

considered and applied. In this graph, it is

6, hourly-averaged O3 concentrations during May,

expected that the 6 hour moving averaged UV

2003 have a pattern similar to UV radiation, but

will explain O3 concentration most appropriately.

with a time lag.

Shown in Table 1, the concentrations of NO2
at the roadside areas are consistently higher than

around 1:00 PM (far left dotted curve), but O3

those of background records across all time

concentration peaks at 4:00 PM (violet color

dimensions. On the other hand, ozone concentrations

curve). The three-hour time lag between the two

are opposite trend, that is to say higher in Sunday

peaks may be explained by the rate differences

and Saturday than weekdays even solar radiations

between the creation and destruction of O3. Since

are quite similar throughout all time 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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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Hourly O3 concentrations and moving average UV rad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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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GRESSION ANALYSIS

(11)

    

The previous descriptive analysis suggests that

The explanatory power of solar radiation can

hourly measured solar radiation is not appropriate

be assessed by comparing the t-value of the

to properly explain hourly O3 concentration

regression. The regression results are presented in

because of the time lag between the two data

Table 2. Each regression model is estimated with

sets. As described above, the O3 concentration is

8,760 (24 hrs × 365 days) observations. UV h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O3 generation rate and

statistically

the O3 destruction rate. UV rays play a crucial

concentration, which means that UV or solar

role in the production of O3, and the production

radiation is the most important explanatory

ratio varies depending on the intensity of UV.

variable to explain the variation of ozone

Therefore, in order to explain hourly O3

strong

positive

effects

on

O3

concentrations.

concentrations, it is necessary to adopt a moving

The explanatory power of UV goes up and

average method to transform hourly UV rays as

down with the values of moving average. The

a fitting explanatory variable. To account for the

t-value of explanatory variable increases until

time lag effect on O3 regression model, the

6-hour average and then it decreases, indicating

hourly UV is averaged over up to 8 hours and 8

the time gaps between dependent and independent

data sets are prepared. Let’s define Ch as the

variables can be resolved with the moving

hourly O3 concentration at specific hour h, and

average method. The regression coefficients β is

UVhma

as the moving average of UV.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for all

regression model between O3 concentration and

models. The increase of O3 concentration can be

moving averaged UV is expressed like Eq. (11)

calculated by a given UV radiation and estimated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O3, NO2 and solar radiation
Classification

Weekday

N

Mean

Std.

Background

O3 (ppb)
NO2 (ppb)

6000
6000

13.03
39.49

13.01
15.44

1.15
7.33

85.36
130.52

Roadside

O3 (ppb)
NO2 (ppb)

5991
5991

8.21
50.42

6.03
15.71

1.00
9.29

48.43
142.20

Solar radiation (MJ/㎡)

Saturday

6000

0.49

0.67

0.00

3.12

Background

1248
1248

13.22
37.68

12.10
15.56

1.35
6.54

70.22
98.54

Roadside

O3 (ppb)
NO2 (ppb)

1248
1248

8.42
48.53

5.70
15.85

0.00
11.00

36.86
115.67

1248

0.49

0.69

0.00

2.97

Background

O3 (ppb)
NO2 (ppb)

1512
1512

15.19
33.98

14.42
13.52

1.27
8.15

85.27
78.85

Roadside

O3 (ppb)
NO2 (ppb)

1488
1488

9.65
43.70

7.34
13.53

0.86
10.17

44.86
119.29

1512

0.49

0.69

0.00

2.97

Solar radiation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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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 (ppb)
NO2 (ppb)

Solar radiation (MJ/㎡)

Sunday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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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ΔC = β·ΔUV).

and urban backgrounds rather than in weekdays

After the understanding of ozone chemical

and roadside areas. The changes of pre-cursors’

reactions, it became known that sunlight is a

ratio across spatial and temporal dimensions are

indispensable factor to explain O3 concentration.

the possible reason for high O3 concentrations on

Özbay, et al. (2011) and Pudasainee et al., (2006)

Sunday and urban background areas in Seoul,

proposed O3 models with solar radiation as an

Korea. Since the UV was identified as a key

explanatory variable. However, the time lag effect

factor to generate O3, UV ray is adopted as an

between O3 concentration and solar radiation has

explanatory variable to explain O3 concentration.

not been appropriately considered. Even considering

The behavior of hourly O3 concentrations and

the time difference, O3 models adopted 2 or 3

UV radiations shows that there are significant

hours earlier UV radiations as the explanatory

time gaps between two data sets. Thus, a moving

variables (Pavón-Domínguez, 2014). Thus, there

average method is applied to find out how hourly

is a limit to adequately explain the hourly O3

UV data can be transformed to overcome the

concentration because the rate of ozone formation

time gap. Eight data sets of solar radiation

and that of ozone destruction is not fully

moving average have been tested as explanatory

explained by simply using the 2 or 3 hours earlier

variables, resulting in a 6-hour moving average is

data sets.

the best to explain hourly O3 concentration.
Since the amount of sunshine and the intensity
of radiation fluctuate according to the latitude and

Ⅴ. CONCLUSION

seasons, the moving average solar radiation needs
to be precisely designed when this explanator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patiotemporal

variable is adopted in other regions. Also, the

variations of O3 concentrations regarding traffic

decomposition of NO2 by sunlight and O3

flows and solar radiations. The chemistry of O3

titration coincides, then simultaneous equation

creation and destruction is reviewed. Based on

models are worth to be considered for further

the understandings of O3 chemistry, we could

studies.

infer the reason for high O3 episodes in weekend

<Table 2> Regression results between O3 and UV radiations
UV Radiation
1-Hour
2-Hour
3-Hour
4-Hour
5-Hour
6-Hour
7-Hour
8-Hour

avg.
avg.
avg.
avg.
avg.
avg.
avg.
avg.

Parameter*

Std. Error

t value

P>|t|

R2

8.17
9.40
10.49
11.43
12.21
12.80
13.19
13.39

0.13
0.13
0.12
0.12
0.12
0.13
0.13
0.14

61.13
73.36
84.91
94.49
100.50
101.86
98.69
92.2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99
0.381
0.452
0.505
0.536
0.542
0.527
0.493

* All parameters are significant at 99%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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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창적이며 학술적 기여가 있는가?

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수정의견

2. 기존 이론과 개념을 적절히 사용하였는가?

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이를 적극

3. 사용된 자료와 문헌은 적절한가?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

4. 연구방법은 적절한가?

고자는 규정 기일까지 수정된 논문과 논문심사

5. 분석방법은 합리적이며, 과정에 일관성이 있

답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결과 확

는가?
6. 제목은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인은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이 한다.
12. ‘수정 후 재심’은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논문

7. 기존 유사연구에 대한 검토는 충분한가?

의 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③ 종합평가는 수정없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경우를 말한다.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 4단계로 평가한다.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한 후 재심사를 받아야

4. 논문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초심(15일 이내)과

한다. 재심 심사위원은 초심심사위원으로 한

재심(7일 이내)을 포함하여 1개월 이내에 처리함

다. 수정 후 재심에서 수정에 상당기간이 소요

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심사와 관련된 행정처리

될 경우 발간 일정에 따라 차기 학술지에 연기

는 간사가 담당한다. 논문수정을 의뢰받은 저자
가 논문수정에 응하지 않거나, 10일 이내에 수정
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5.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심사할 경우, 심사기

간은 규정 기간의 2/3로 한다.
6. 논문 심사위원은 심사한 논문의 심사판정 결과

및 수정사항을 규정양식에 의하여 편집위원회에

하여 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
13. ‘게재불가’는 논문의 내용이 독창성이 없거나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 또는 수준이 극히 낮아
논문집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경우를 말한다. 심사위원은 게재불가 이유
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게재불가 논문은
다시 재심하지 않는다.

제출하여야 한다. 초심의 경우 논문심사서(1차)

14.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와 종합의견서를, 재심의 경우 논문심사서(2차)

종합하여 다수 판정 원칙에 의해 최종 판정한

와 종합의견서를 제출한다.

다.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가 상이할 경우에

7. 편집위원회는 심사의견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 사본 또는 심사의견을 모두 반영한
심사결과통보서를 저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는 차악(次惡) 원칙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
예1) 심사위원 A : 수정없이 게재가, 심사위원
B : 수정 후 게재가, 심사위원 C : 수정

8.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 공표하지 아니한다.

후 재심사 → ‘수정 후 게재가’가 차악(次

9. 초심 심사결과는 수정없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

惡)의 판정결과이므로, 종합평가는 ‘수정

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등의 4단계로 판정
하며, 재심 심사결과는 수정없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등의 3단계로 판정한다. 이
때, 재심 심사결과를 최종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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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게재가’
15.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의 게재 불가 판정에는

이유, 설명이 있어야 한다.
16. 모든 논문은 게재로 판정되어도 저자는 일부

논문 발간 안내 사항

심사위원(수정 후 재심 또는 수정 후 게재)의
수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논문을 제출
하고, 이후 동 심사위원은 수정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며 최대 2차에 한해 재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예) 홍길동 Hong, Gil-Dong
3) 목차 : 논문의 목차를 장과 절로 구분하여 작성

한다.
4) 초록 : 초록은 본문과 명확히 구분하여 1000자

내외의 국문요약과 500단어 내외의 영문요약으

17. 심사위원의 수정 요구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고

로 작성하며, 목차 다음에 구성한다. 초록은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 상호 간에 의견이 일치

‘ABSTRACT’로 표제한 다음 1페이지 이내로 게

하지 않을 경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공

재한다.

개하고 편집위원회가 판정한다.
18.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이유

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5) 주제어 : 제목 하단에 6개 이내로 국문 주제어는

가나다순으로, 영문 주제어(Keyword)는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밝히고자 하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

6) 본문은 통상적인 논문의 전개방식대로 작성하

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

며, 각주는 반드시 본문 해당면의 하단에 위치하

나 실증적 사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편집위

도록 한다.

원회는 이의신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야 하
며, 익명으로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의 의견교

7) 참고문헌은 동양서 다음에 서양서를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환을 중재할 수 있다. 계속 견해차가 좁혀지지

8) 논문진행일자는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 표기한다.

않는 경우,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편집위원

9)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인 경우 이에 대한

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투고자는 편집위원회

사항을 제목 페이지의 주석으로 명시한다.

의 최종판정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10)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공동저

자·교신저자를 정확히 명시한다.

없다.

11) 논문의 저자는 반드시 소속과 직위를 각주로

교통연구 논문 작성 규정

표기한다.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
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표기
한다.

1. 논문의 체제
1) 논문의 구성 : 논문은 표지, 국영문초록, 본문(서

2. 사용어 및 표기

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된다. 본

1) 국문원고의 경우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문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

경우 한자 및 외래어는 괄호안에 병기한다.

방법, 기대되는 효과 등을 서술하고, 본론에서는

2) 본문의 번호 전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론을 전개하여 해결방안을

장번호 : Ⅰ. 절번호 : 1.

모색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

: ①, -, ․

항번호 : 가). 목번호

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제목 : 표지는 국문제목, 영문제목 및 저자명(영

문 포함), 소속, 목차, 주제어 등을 포함하여 1매

3. 번호수식의 표시

번호와 수식은 본문의 글자와 명확하게 구분되

로 작성한다.

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특히 수식의 아래첨자와 윗

영문저자명의 표기는 다음의 예에 준한다.

첨자는 본문의 줄보다 반칸 아래, 반칸 위에 타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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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문의 타자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
다. 필요한 경우 수식의 번호는 수식의 순서대로 해

1995. p. 35.
2. Piore, M. J. and Sable, C. F., The Second

당 페이지의 가장 우측에 표기하여야 한다.
예) y = aχ²+ bχ+ c

1. 이건영·홍길동, 서울21세기, 한국경제신문사,

(1)

4. 도표 및 그림
1) 도표의 순서는 나오는 차례대로 <표1> 제목, <그

림1> 제목, Table 1 제목, Figure 1 제목 등과

Industrial Divide, 1984. p. 255
예2) <학술논문> <정기간행물> 저자, “논문명”, 게
재지(영문은 이탤릭체), 권(호), 출판년도. 인
용면.

같이 < > 속에 ‘일련번호’ 체제로 표시하며, 모든

1. 류해웅, “계획수립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법

제목은 해당 도표의 경우 상단 ‘왼쪽 맞추기’로

리에 대한 실증분석”, 국토연구, 제22권, 2000.

표기하고, 그림 및 사진의 경우 하단 ‘중앙 맞추

pp. 81-96.

기’로 표기한다.
2) 도표와 그림은 백지에 흑색으로 선명하게 제도

하여 직접 인쇄할 수 있는 형태로 하며, 글자 크

2. Coffey, W. J. and Baily, A. S., “Producer
Services and Flexible Production”, Growth

and Change, 22(4), 1991. p. 118.

기는 최소 6포인트가 되어야 하며 지도에는 반
드시 축척과 방위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3) 인용한 도표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4)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문으로 쓰되 교

통전문용어의 번역은 학회 발행의 교통용어집을

예3) <학위논문> 저자, “논문명”(영문은 이탤릭체),
게재지(주기), 출판년도. 인용면.
1. 김현수,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p. 56.

참고한다. 단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원어

2. Simonm Richard, Comedy, Suffering, and

를 국문으로 풀어서 쓰며, 원어는 괄호( ) 안에

Human Existence, Ph. D. diss., Stanford

쓴다.

University, 1977. p. 100.

5. 각주 및 참고문헌 표시 및 작성 형식
1) 본문 인용 및 참고문헌의 기술방식은 아래 형식

에 따르도록 한다.
2) 인용한 문장에는 반드시 각주를 달도록 하고 주

예4) <보고서> 저자, 보고서명, 출판기관, 출판년
도. 인용면.
1. 홍길동, 도로용량 편람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국사발전연구원, 1981. p. 38

기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글자 오른편에 위첨자
로 일련번호를 적어 표시한 후 해당 면 하단에
그 내용을 설명한다.
3) 참고문헌 및 각주 작성 형식 : 참고문헌은 국문

예5) <심포지엄(세미나) 발표논문> 저자, “논문명”,
주최자, 세미나명(영문은 이탤릭체), 장소, 발
표년월일.

문헌의 경우 저자이름은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헌

1. 김관호·김준동, “MAI 협상의 전망과 주요쟁점”,

의 경우 알파벳순으로 기입하되 그 표시는 다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다자간투자

과 같다.

협정(MAI) 협상의 전망과 대응과제, 서울: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1997. 7. 15.

예1) <단행본> 저자(발행처), 제목(영문은 이탤릭
체),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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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im Chengho and Kim Kyunghwan, “Regulation
of Size Distribution of New Apartments in

논문 발간 안내 사항

Korea : Consequences and Social Costs”,

7. 논문진행일자

Proceeding of the AsRES/AREUEA, Joint

1)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 접수일, 수정일(1차 및 2

International Conference, Seoul, 2002.

차 등), 게재확정일 등을 연월일로 표기한다.
예1) 접수일(2007년 3월 20일)

예6) <일반잡지> 저자, “기사명”, 잡지명(영문은
이탤릭체), 권(호), 발행년도, 수록면.
1, 이영희, “인터뷰조사기법: 질적 연구를 위한 인

수정일(1차: 2007년 6월 4일, 2차: 6월 13일)
게재확정일(2007년 6월 20일)
예2) Received September 15, 2007.

터뷰 성공기술”, 국토, 1월호, 2007. pp. 109

Revised October 21, 2007.

-116.

Accepted November 15, 2007.

2. Tsai, “Quantifying Urban From: Compactness
versus Sprawl”, Urban Studies, vol. 4, no. 1,

7. 주저자/교신저자<신설 09.06.18>

2005. pp. 141-161.

1)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공동저

자·교신저자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그 구
예7) <신문기사> 저자, “기사명”, 신문명(영문은 이
탤릭체), 발행월일자.
1. 조광호, “미래문화와 짝퉁문화”, 경향신문, 2007.
2. 14.

분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주저자 이외의 공동저자들은 연구자들의 서열에

관계없이 연구 기여도순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3) 주저자는 공동저자들이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선

2. David Jackson, “Bush Insists that Iran Provides

정기준으로 선정한다. 단, 공동저자들 간에 주저

Weapons for Iraq”, USA TODAY, 20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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