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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ggressive driving leads to a greater crash potential because it threatens surrounding 

vehicles. This study conducted traffic simulation experiments using driving behavior data 

obtained from multi-agent driving simulations. VISSIM traffic simulator and surrogate safety 

assessment model (SSAM) were used to identify the impacts of aggressive driving on traffic 

stream in terms of safe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Market penetration rates (MPR) of 

aggressive driving vehicle, coupled with various traffic conditions,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nalyzing the impacts. As expected, it was identified that aggressive driving vehicles tended

to deteriorate the traffic safety performance. From the perspective of operational efficiency, 

interesting results were observable. Under level of service (LOS) A, B, and C, it was observed

that the average travel speed increased with greater MPRs. Conversely, the average travel 

speed decreased with under LOS D and E conditions. The outcome of this study would be 

effectively used for developing safety-related policies for reducing aggressive driving behavior.

Keywords: aggressive driving, driving simulation, surrogate safety assessment model (SSAM), 
traffic operational efficiency, traffic simulation

초록

공격운전은 주변차량 운전자를 위협하며 주행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다. 따

라서 공격운전의 법제도 마련, 검지, 관리방안 등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격운전

의 주행행태가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Multi-agent 주행 시뮬레이션과 교통류 

시뮬레이션 VISSIM을 이용하여 공격운전의 거동을 구현하였다. 교통류 시뮬레이션과 상충분

석을 이용하여 공격운전이 교통운영효율성 및 교통안전성 측면에서 교통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시나리오는 다양한 교통상황과 공격운전차량 비율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상충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공격운전 주행행태는 교통안전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운영효율성 분석결과 흥미로운 점은 서비스 수준 A, B, C 경우 공격운전차량 비율이 증가

ARTICLE HISTORY

Received: 18 January 2018
Revised: 7 March 2018
Accepted: 25 June 2018

Copyright Ⓒ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 Korean Soc. Transp.

Vol.36, No.3, pp.169-183, June 2018

https://doi.org/10.7470/jkst.2018.36.3.169

pISSN : 1229-1366

eISSN : 2234-4217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36 No.3 June 2018170

•Article• Analysis of Impacts of Aggressive Driving Events on Traffic Stream Using Driving and Traffic Simulations

할수록 평균주행속도가 증가하였다. 이와 반대로 서비스 수준 D와 E인 경우 공격운전차량 비율이 증가할수록 평균

주행속도가 감소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공격운전을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정책 마련 시 기초자료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공격운전, 주행 시뮬레이션, 교통류 시뮬레이션, 교통운영효율성, 교통안전 대체 평가 모델

서론

기존 연구에서는 공격운전을 안전한 주행행태를 위반하는 것으로 다른 운전자를 불필요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

동(NHTSA, 2009) 또는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운전하는 행동(Neuman et al., 2003)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공격

운전의 유형으로는 후방 밀착주행, 과속, 레이싱, 교통법규위반, 급차로 변경, 급가가속, 사행운전 등이 있다(AAA 

Foundation, 2009). 현재 국내의 법 ․ 제도에서는 공격운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비슷한 개

념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특정 대상인의 존재유무와 운전유형 등을 관련 법제도에서 정의하고 있다. 난폭운전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수행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주변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동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있다(도로교통법 제46조

의3). 형법에서 제시한 보복운전은 특정인에게 고의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으로 정의되어 있다. 보복운전의 대표행동

으로는 후방근접 추격과 사행운전 등이 있다(형법(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 이러한 공격운전은 주변차량을 위

협하며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주행행태이다. 또한 공격운전 주행행태는 

운전자의 의지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지점이 불특정하여 통제가 어렵다. 따라서 공격운전의 정의 및 유형 정

립과 공격운전 관리대책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공격운전과 관련 기존 연구에서는 공격운전의 특성과 발생원인, 교통류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공격운전의 발생 원인을 분석한 연구(Lee et al., 2007)와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을 적용한 주행특성 분석(Kim, 2017)

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와 같이 공격운전의 발생원인 및 주행특성분석에 대한 연구는 다수 수행된바 있지만 공격운

전이 교통류에 미치는 세부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시적 시뮬레이션 VISSIM을 이용

하여 공격운전과 주변차량의 상호작용이 교통류의 운영효율성과 교통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공격운전은 위험운전행동 중에서 운전자의 의지로 특정 대상인에게 보복 및 난폭운전을 수행하는 

운전행태로 정의하였다. 위험운전행동은 도로기하구조와 날씨 등 외부조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주행행태가 공격성향을 가지고 있는 운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즉, 공격운전은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행태를 의식적

으로 인지하면서 주행하는 위험운전행동을 의미한다. 공격운전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밀착주행, 급차로 

변경 및 급감속 주행행태를 공격운전 유형으로 선정하여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하였다.

Multi-agent 주행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공격운전의 주행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격운전 유형별 주행

특성을 바탕으로 교통류 시뮬레이션의 공격운전 거동 구현 파라미터를 선정하였다. 또한 주행 시뮬레이션에서 수집한 

공격운전의 가속도, 속도 및 차두간격 자료를 활용하여 파라미터 값을 설정하였다. 교통류 시뮬레이션 수행 시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 LOS) 및 공격운전차량 비율(Market penetration rate, MPR)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설정하

였다. 본 연구는 교통류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평균주행속도를 분석하여 교통운영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VISSIM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수집한 주행궤적자료를 이용하여 Surrogate Safety Assessment Model (SSAM) 상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상충률과 상충 심각도를 통해 공격운전에 따른 교통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나리

오별 교통운영효율성 및 교통안전성 분석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 2장에서는 공격운전과 미시적 시뮬레이션과 관련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주행 시뮬레이션, 교

통류 시뮬레이션 및 SSAM분석 과정과 방법론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시나리오별 교통운영효율성 및 교

통안전성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마지막 장에 연구의 결론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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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 고찰은 공격운전 발생원인 및 영향요인 분석관련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격운전 주행행태 분석 

관련연구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격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로 설문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주행 시뮬레이션과 교통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공격운전의 주행행태 분석 연구를 수행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공격운전 관련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1. 공격운전 발생원인 및 영향요인 분석 관련 연구

기존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및 교통사고 자료를 활용하여 공격운전의 발생원인 및 영향요인과 관련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Kim(2007)는 운전자의 공격 유발요인과 공격행위의 실태자료를 활용하여 욕구좌절과 보상이 증가할 때 

운전자의 공격행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운전자의 운전행동 결정요인(문제회피형상, 대인불안, 공격성)은 

통계적으로 위험운전행동들에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h et al., 2012). Lee et al.(2007)

은 운전행동결정요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개인의 운전습관이 위험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속과 주의 산만한 주행행태는 위험감수성 부족과 준법정신 부족 요인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ogdan et al.(2016)은 분노와 공격운전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 운전자의 분노 수준

이 높을수록 공격운전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Sihn et al.(2007)은 난폭운전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난폭운전 유형별로 영향을 받는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끼어들기 운전은 행동통제력 지각 및 습

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16)은 교통법규위반자와 교통사고 야기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심각성과 맞춤형 교육 및 적정 시간

을 제시하였다. Oh et al.(2011)은 위험운전행동과 운전 경험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운전행동 결정요

인(문제회피, 자극 추구, 대인 분노)이 부정적 성향이 강할수록 위험운전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Seo et al.(2015)

은 DBQ (Driver Behavior Questionnaire)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위험운전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는 운전자위반, 과실, 실수로 분류되어 있으며 운전자위반행동이 위험운전행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Sihn et al.(2007)은 난폭운전에 대한 정의와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심리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행동통제력 지각 및 습관은 끼어들기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폭운전 유형별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주행습관 및 분노수준이 공격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격성향 위험운전행동은 운전자의 의지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행동으로 알 수 있다. 그

러나 운전자가 작성한 설문조사는 실제 주행행태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보편화하여 

제시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행행태 자료를 기반으로 공격운전의 특성분석 연구를 수행할 필

요가 있다.

2.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격운전 주행행태 분석 관련 연구

주행 시뮬레이션 및 교통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공격운전의 주행행태 특성분석과 공격운전이 교통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Fred et al.(2017)은 운전자의 주행행태 자료를 이용하여 종방향 요인이 

공격운전을 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Sihn et al.(2007)은 주행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난폭운

전 의도 중 시간적 압박감 수준에 따라 주행행태 지표인 속도와 평균속도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Kim et 

al.(2014)은 주행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분노상태가 상황인식 및 추돌회피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였다. 상태운전분노를 높게 경험한 운전자는 경험하지 않은 참가자에 비해 선행차량과의 추돌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Kim(2017)은 multi-agent 주행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공격운전의 주행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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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공격운전의 정의와 공격운전 검지방안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Song et al.(2005)은 주행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운전분노와 교통정체가 주행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운전분노 수준

이 높은 운전자가 낮은 운전자에 비해 정체구간을 높은 속도로 주행하면서 정체를 피하기 위해 차로변경을 시도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Habtemichael et al.(2013)은 교통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공격운전의 운전자의 운전자유를 

제한한 상황에서 안전성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운전자유를 제한했을 때 상충건수 및 상충 심각도가 감소

함을 보였다. Habtemichael et al.(2014)는 SSAM 상충분석을 활용하여 과속, 밀착주행 및 사행운전 공격운전에 따

른 상충건수 및 PET (Post Encroachment Time)를 분석하였다. 이때 서비스 수준에 따라 비혼잡 상황과 혼잡상황

으로 분류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모든 상황에서 공격운전은 일반운전보다 상충건수와 PET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는 주행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공격운전의 주행행태 및 특성분석, 공격운전 검지 방안 및 공격운전과 

운전자의 분노수준과 같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관련 연구들은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 시 운전자에게 주행시

간을 제약하여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환경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본 연구의 실험에 활용하여 운전자의 공

격성향 운전을 유도하였다.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구는 파라미터 값을 조절하여 공격운전 유형별로 거동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ulti-agent 주행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격운전 거동구현 파라미터 값을 도출하여 미시

적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다.

방법론

본 연구는 Figure 1과 같이 세 단계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주행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공격운전의 주행특성

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일반운전과 공격운전의 주행행태 비교와 공격운전 유형별 주행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교통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공격운전이 교통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주행 시뮬레이션에

서 수집한 공격운전 주행 자료를 활용하여 공격운전의 거동을 구현하였다. 교통류 시뮬레이션 결과 시나리오별 평

Figure 1. Overview of analysis procedure

※ LOS: Level of service
※ MPR: Market penetration rate for aggressive driving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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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주행속도 비교를 통해 공격운전의 교통운영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셋째, 상충분석을 수행하여 공격운전으로 인한 

상충건수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교통류 시뮬레이션의 주행궤적자료를 활용하였다. 상충률과 상충 심

각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운전의 교통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세 단계 연구의 세부내용은 다음 장에 제시하였다.

1. 주행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2명의 운전자가 주행하는 Multi-agent 주행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공격

운전의 주행행태를 분석하였다. Multi-agent 주행 시뮬레이션은 통신 프로토콜 TCP/IP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를 통해 시뮬레이터 2대를 연결하여 속도, 감속도, 각속도, 조향도 등의 자료를 전송한다. 

Table 1. Result of t-test

Section Measurement Avg STD t q

Rear-close 
following

Acceleration Normal driving 0.409 0.372 -2.294 0.025

Aggressive driving 0.719 0.669

Angular velocity Normal driving 0.0003 0.0003 -2.030 0.047

Aggressive driving 0.0006 0.0009

Steering Normal driving 0.0005 0.0005 -1.885 0.064

Aggressive driving 0.0008 0.0008

Sudden path 
change

Acceleration Normal driving 0.405 0.165 -3.829 0.000

Aggressive driving 0.648 0.320

Angular velocity Normal driving 0.0033 0.0016 -4.123 0.000

Aggressive driving 0.0058 0.0030

Steering Normal driving 0.0042 0.0021 -4.069 0.000

Aggressive driving 0.0071 0.0035

Sudden 
deceleration

Acceleration Normal driving 0.277 0.211 -10.711 0.000

Aggressive driving 1.733 0.739

Angular velocity Normal driving 0.0024 0.0011 2.644 0.010

Aggressive driving 0.0049 0.0052

Steering Normal driving 0.0034 0.0014 -2.001 0.050

Aggressive driving 0.057 0.0064

Figure 2. Comparison of vehicle trajectories by different driv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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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교통시뮬레이션 연구실의 Multi-agent 주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20대 32명의 피실험자가 실험에 

참가하였다. 일반운전자와 공격운전자 2명의 피실험자는 multi-agent 주행 시뮬레이션을 통해 동일한 실험환경에

서 일반운전 시나리오와 공격운전 시나리오를 수행하였다. 일반운전 시나리오 실험은 피실험자에게 운전자의 평소 

주행습관으로 주행을 요청하였다. 반대로 공격운전 시나리오의 경우 공격운전자(피실험자)에게 밀착주행, 급차로 

변경, 추월 후 급감속 순으로 공격운전을 요청하였다. 주행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격운전과 일반운전의 주행특성을 

공격운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T-test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이 가속도, 각속도, steering이 공통적으로 유의확

률이 0.05 이하로 나타났다.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결과는 일반운전과 공격운전의 주행행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와 같이 공격운전은 일반운전보다 비교적 좁은 차두간격과 급격한 속도변화의 

특징이 나타났다. 주행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교통류 시뮬레이션의 공격운전 거동을 구현하는 파라미터

를 선정하였다.

2. 교통류 시뮬레이션

1) 분석 네트워크 및 시나리오 설정

본 연구의 분석 네트워크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낙동JC-선산IC로 약 16.7km구간을 구축하였다. 분석 네트워크는 

제한속도가 110kph (일반차량)과 90kph (1.5톤 이상 화물차)인 편도 2차로 구간이다.

서비스 수준과 공격운전 차량 비율(MPR)을 고려하여 분석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서비스 수준은 도로용량편람

에서 제시한 설계속도가 120kph일 때 A-E의 교통량을 적용하였다. 공격운전차량 비율은 0%, 10%, 20%, 30%, 

40%, 50% 시나리오로 구성하였다. 서비스수준과 공격운전 차량 비율을 고려한 시나리오 각각에 대하여 6번의 시

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나리오별 6번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을 때 수치적으로 분석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의 변동성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선정

본 연구의 공격운전은 종방향 밀착주행, 급차로 변경 및 급감속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가지 공격운

전의 주행특성을 고려하여 교통류 시뮬레이션의 공격운전 거동 구현 파라미터를 선정하였다. 공격운전의 유형별 주

행 특성은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한 피실험자의 주행행태를 분석하였다. 공격운전 유형별 특성은 주행 시뮬

레이션을 이용하여 공격운전을 수행한 피실험자의 주행행태를 관찰하였다.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 시 종방향 밀착주

행 공격운전은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선행차량에 바짝 붙어 위협을 가하며 주행함을 보였다. 선행차량과의 차두간격

이 짧은 주행특성을 고려하여 차두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선정하였다. 급차로 변경 공격운전은 차로 변경 

시 선행차량의 측방에 밀착하여 공격의지를 가지고 급하게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주행행태를 보였다. 이는 횡방향 

Table 2. Definition of parameter

VISSIM parameter Parameter definition

Longitudinal CC1 [s] The desired distance between stopped vehicles

CC3 [s] Seconds before reaching the safety distance the driver starts to decelerate

CC7 [m/s2] Influence of vehicle acceleration during car following oscillation

Desired speed distribution [kph] Distribution of speed that driver keeps

Lateral Look ahead distance [m] Number of vehicles that can vehicle can see forward on the distance

Min. headway [m] Minimum distance of front vehicle after lane change

Safety distance reduction factor Factor to influence safety distance

Minimum time gap [s] Minimum time gap between vehicles when merging

Minimum headway [m] Minimum headway between vehicles when merging

Acceleration Desired acceleration [m/s2] Distribution of vehicle acceleration

Desired deceleration [m/s2] Distribution of vehicle de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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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간격이 좁고 주행속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차로간격과 속도관련 파라미터를 선정하여 급차로 변경을 

구현하였다. 급감속 공격운전은 차로 변경 후 급격한 감속을 수행하여 후행차량을 위협하였다. 급격한 속도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가감속도 관련 파라미터를 통해 급감속 공격운전을 구현하였다. 공격운전 유형별 주행특성을 고려하

여 공격운전의 거동을 구현하기 위한 11가지 파라미터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파라미터에 대한 정의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3)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값 설정

공격운전 유형 별 주행특성을 고려하여 11가지 파라미터를 선정하였다. 공격운전의 거동을 구현하기 위해 선정

한 파라미터의 값을 도출하기 위해 주행 시뮬레이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주행 시뮬레이션은 가상 상황으로 

실제 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자의 평소 운전행태보다 상이한 주행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운전자의 운전행

태를 시뮬레이션이 구현하는데 기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행 시뮬레이션 결과 값은 실제 환경보다 상이한 수

치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값을 파라미터에 바로 활용하지 않고 일반운전과 공격운전

의 주행행태 비율 값을 적용하여 공격운전의 거동을 구현하였다.

공격운전의 거동을 구현하기 위해 선정된 파라미터 중 CC1, CC7, Desired speed distribution, Look ahead 

distance, Min. headway, Minimum time gap, Minimum headway, Desired acceleration, Desired deceleration은 

주행 시뮬레이션 수집 자료를 활용하여 파라미터 값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라미터 값을 도출하기 위해 활용

한 주행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주행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가속도(절대값)의 평균은 일반운

전은 0.2 수준이며 공격운전은 0.9 수준으로 일반운전보다 약 4.5배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CC7 값 적용 

시 일반운전보다 4.5배 높은 값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차두간격은 주행 시뮬레이션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동

일한 시간일 때 두 차량간의 간격으로 정의 하였다. 시뮬레이션의 차두간격 분석결과 일반운전은 62.2m이고 공격

운전은 32.4m로 공격운전은 일반운전보다 약 2배 짧은 거리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두간격과 관련한 파라미터 Min. 

headway와 Minimum headway 값 적용 시 일반운전보다 2배 작은 값으로 입력하였다. 차두간격 분석결과를 활용

하여 거리는 속도와 시간의 곱인 물리수식을 통해 차두시간으로 환산하였다. 환산 결과 일반운전은 0.7s이고 공격운

전은 0.4s로 공격운전은 일반운전보다 약 0.58배 낮은 수치가 나타났다. 따라서 차두시간과 관련한 파라미터 CC1

와 Minimum time gap 값은 공격운전이 일반운전보다 약 0.58배 낮은 비율로 설정하였다. 이와 다르게 Desired 

speed distribution 파라미터는 속도의 분포도를 파라미터 값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속도의 15%, 50%, 85%, 최댓값

을 적용하였다. 또한 Desired acceleration과 Desired deceleration은 속도에 따른 가속도 및 감속도의 분포도를 파

라미터 값으로 입력하였다. 주행 시뮬레이션 수집 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는 반면에 CC3, 

Look ahead distance, Safety distance reduction factor 파라미터는 주행 시뮬레이션에서 수집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파라미터 값을 도출하는 것을 불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을 활용하였다(Habtemichael et al., 2004). 

본 연구에서 공격운전의 거동을 구현하기 위해 선정한 파라미터와 적용 값을 Table 4와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 normal driving and aggressive driving

Descriptive statistics

Minimum Average Maximum Standard deviation

Headway Normal driving  13.41 32.3 232.0 40.4

Aggressive driving   0 62.2 232.0 34.07

Speed Normal driving   0 77.3 104.9  9.0

Aggressive driving   0 89.7 139.1 17.28

Acceleration Normal driving   0 0.2   4.0  0.32

Aggressive driving   0 0.9   5.1  0.39

Deceleration Normal driving -10.2 -0.3  -0.00016  1.0

Aggressive driving -16.9 -1.5  -0.00006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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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termination of VISSIM parameters

VISSIM parameter
Computational method

Normal driving Aggressive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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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experimenters by scenario
: Acceleration (, )
: Rear vehicle of normal driving




 : Acceleration when speed V

 : Speed (15%, 50%, 85%, max)
: Front vehicle of normal driving
 : Location of analysis vehicle when time t

: Aggressive driving

: Total time of analysis section
: Deceleration
: Average speed




 : Deceleration when speed V

Table 5. Comparison of normal driving and aggressive driving parameters

VISSIM parameter Normal driving Aggressive driving

Longitudinal CC1 0.9 0.52

CC3 -8.00 -4.00*

CC7 0.25 1.12

Desired speed distribution 101~145 103~191

Lateral Look ahead distance 250 150*

Min. headway 0.5 0.25

Safety distance reduction factor 0.6 0.8*

Minimum time gap 3.0 1.7

Minimum headway 5.0 2.5

Acceleration Desired acceleration 0~3.5 0.2~5

Desired deceleration -3.0~-2.5 -10~0

*Apply parameters proposed by Habtemichael et al.(2004)

3. 상충분석

본 연구에서는 교통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SSAM을 활용하여 상충률과 상충 심각도를 분석하였다. 본 시나리오

별 교통량이 상이하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위해 통과교통량당 상충건수를 의미하는 상충률을 분석결과로 제시하였

다. 이때 서비스 수준 및 공격운전차량 비율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분석구간을 통과한 차량을 통과교통량으로 정의

한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은 단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충유형 중 후미추돌 상충과 

차로변경 상충을 분석하였다.

- 후미추돌 상충(Rear end): 상충 발생 시점과 종점이 동일 차로 및 링크에서 발생할 경우, 상충 발생 시점과 종점이 

다른 링크에서 발생할 때 두 차량의 상충각도가 -30°~30°인 경우

- 차로변경 상충(Lane change): 상충 발생 시점과 종점이 다른 차로 및 링크에서 발생하는 경우, 상충 발생 시점과 

종점이 다른 링크에서 발생할 때 두 차량의 상충각도가30°~85°또는 -30°~-85°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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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 심각도를 분석하기 위해 평가지표 ∆s를 활용하였다. ∆s는 Equation 1과 같이 산출되며 차량의 상충이 발

생할 때 선행차량과 후행차량간의 속도차이를 의미한다. 이때 ∥∥는 방향성을 가지는 벡터를 의미한다. 따

라서 ∆s가 0일 경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차량의 속도가 같을 때 이다. 반대로 ∆s가 2일 경우 반대 방향으

로 진행하는 두 차량의 속도가 같을 때 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운전에 따른 상충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서비스 

수준 및 공격운전차량 비율별 ∆s를 분석결과로 제시하였다. 

∆  ∥∥ (1)

여기서, : Speed of subject vehicle

: Speed of front vehicle

분석결과

1. 교통운영효율성

공격운전에 따른 교통운영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나리오별로 평균주행속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Figure 3

과 같이 서비스 수준에 따라 상이한 패턴이 나타났다. 서비스 수준 A, B, C 경우 공격운전차량 비율이 높아질수록 평

균주행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속도로 주행하는 공격운전 차량이 전체 평균주행속도에 영향을 

미쳐 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비스 수준 D, E 경우 공격운전차량 비율이 높아질수록 평균주행

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급감속, 급차로 변경 등 공격운전차량의 주행행태가 주변차

량에 영향을 미쳐 평균주행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3. Result of average speeds

교통류 시뮬레이션 내에서 공격운전차량의 후행차량은 공격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급감속과 급차로 변경을 수행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행차량의 회피행동은 주변차량에 영향을 미쳐 감속, 정체 및 충격파를 발생시켰다. Figure 4

는 선행차량이 일반운전과 공격운전일 경우 후행차량의 주행행태를 시공도로 제시하였다. 공격운전으로 인해 나타

난 교통상황은 공격운전의 주행행태가 주변차량들에 영향을 미쳐 평균주행속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

황을 연출시켜 교통안전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통량이 적을 경우 공격운전 차량의 주행행태로 

인해 운영효율성이 높아지지만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을 경우 공격운전을 받은 주변차량들로 인해 운영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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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rmal driving (b) Aggressive driving

Figure 4. Comparison of vehicle trajectories by different driving behaviors

종속변수가 평균주행속도일 경우 Table 6에 나타난 개체 간 효과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1 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수준과 공격운전차량비율이 서로 연관되어 평균주행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

비스 수준에 따른 Scheffe 동일집단군 분산 결과를 Table 7과 공격운전차량 비율에 따른 동일집단군 분산결과를 

Table 8에 제시하였다. 사후분석결과 평균주행속도는 서비스 수준별로 평균값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공격운전차량 비율은 하나의 집단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2개의 집단군에 동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격운전차량 비율 20일 경우 모든 집단군에 속해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6. Result of two-way ANOVA (dependent variable: average speed)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p-value
Corrected model 16608.671a 29.000 572.713 227.248 0.000 
Intercept 1764168.120 1.000 1764168.120 700006.899 0.000 
LOS 15756.661 4.000 3939.165 1563.027 0.000 
MPR 106.896 5.000 21.379 8.483 0.000 
LOS, MPR 745.114 20.000 37.256 14.783 0.000 
Error 378.032 150.000 2.520 
Sum 1781154.823 180.000 
Corrected sum 16986.703 179.000 

Table 7. Result of post-hoc test (average speed and level of service)

N
Group (subset for alpha=0.05)

1 2 3 4 5
LOS E 36 84.525
LOS D 36 94.402
LOS C 36 104.457
LOS B 36 106.165
LOS A 36 108.450
p-value 1.000 1.000  1.00 1.000 1.000

Table 8. Result of post-hoc test (average speed and MPR)

N
Group (subset for alpha=0.05)

1 2 3

MPR 40 30 98.157

MPR 50 30 98.223 98.223

MPR 30 30 98.612 98.612

MPR 20 30 99.108 99.108 99.108

MPR 10 30 99.571 99.571

MPR 0 30 100.327

p-value 0.376 0.061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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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안전성

1) 상충률

시나리오별 교통안전성은 상충률과 상충 심각도의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상충률 분석결과 Figure 5

와 같이 교통량과 공격운전차량 비율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충률은 교통량과 공격

운전차량 비율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과속 및 급차로 변경 등과 같은 공

격운전 주행행태가 주변차량들에게 영향을 미쳐 위험한 상황인 상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교통조건인 경우 공격운전의 영향을 받은 주변차량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상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별 상충률 분석결과는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개체 간 효과

검정 결과 Table 9와 같이 유의확률이 0.001 이하로 독립변수가 서로 연관되어 상충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서비스 수준이 낮아질수록 공격운전 비율이 높을수록 평균 상충률이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

과는 Table 10과 Table 11에 제시하였다. 공격운전은 운영효율성측면에서 교통량이 적을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

타났지만 교통안전성 측면에서의 공격운전은 위험한 상황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5. Result of conflict rate 

Table 9. Result of two-way ANOVA (dependent variable: conflict rate)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p-value

Corrected model         637.077a 29.000 21.968 146.727 0.000 

Intercept 348.627 1.000 348.627 2328.506 0.000 

LOS 530.895 4.000 132.724 886.473 0.000 

MPR 45.082 5.000 9.016 60.221 0.000 

LOS, MPR 61.100 20.000 3.055 20.404 0.000 

Error 22.458 150.000 0.150 

Sum 1008.162 180.000 

Corrected sum 659.535 179.000 

Table 10. Result of post-hoc test (conflict rate and level of service)

N
Group (subset for alpha=0.05)

1 2 3

LOS E 36 4.209

LOS D 36 2.587

LOS C 36 0.128

LOS B 36 0.031

LOS A 36 0.003

p-value 1.000 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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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esult of post-hoc test (conflict rate and MPR)

N
Group (subset for alpha=0.05)

1 2 3 4 5

MPR 0 30 0.707

MPR 10 30 0.960 0.960

MPR 20 30 1.181 1.181

MPR 30 30 1.507 1.507

MPR 40 30 1.828

MPR 50 30 2.167

p-value 0.274 0.432 0.066 0.073 1.000

2) 상충 심각도

본 연구에서 교통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상충률과 상충 심각도를 모두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Figure 6과 같이 상

충 심각도는 상충률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수준 A의 경우 공격운전차량 비율에 따라 상충 심각도의 

변화율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서비스 수준 A보다 높은 교통량일 경우 공격운전차량 비율이 높아질수록 

상충 심각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량이 비교적 적은 교통상황에서 차량간의 간격은 교통량이 많을 경

우보다 비교적 넓다. 공격운전차량은 교통량이 많은 교통조건에서 차로변경을 수행하기 위해 차량들 간의 좁은 틈

을 급하게 끼어들게 되며 순간적으로 가감속도를 높이게 된다. 이러한 주행행태로 인해 서비스 수준이 낮아질수록 

교통류의 평균속도는 감소하지만 개별 차량의 ∆s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격운전의 영향을 받은 주변

차량들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안전거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상충 

심각도 분석결과를 통해 공격운전이 주변차량에 미치는 영향은 교통량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Table 12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이 0.001 이하로 서비스 수준과 공격운전차량이 서로 연관되어 상충 

Figure 6. Result of conflict severity

Table 12. Result of two-way ANOVA (dependent variable: conflict severity)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p-value

Corrected model          351.255a 29.000 12.112 21.090 0.000 

Intercept 11400.677 1.000 11400.677 19851.096 0.000 

LOS 154.759 4.000 38.690 67.367 0.000 

MPR 159.665 5.000 31.933 55.602 0.000 

LOS, MPR 36.830 20.000 1.842 3.206 0.000 

Error 86.146 150.000 0.574 

Sum 11838.079 180.000 

Corrected sum 437.401 1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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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Table 13과 Table 14에서 사후분석결과 교통량이 많은 교통조건인 서

비스 수준 E와 MPR 50인 경우 평균 상충 심각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충률과 상충심각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격운전은 교통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3. Result of post-hoc test (conflict severity and level of service)

N
Group (subset for alpha=0.05)

1 2 3

LOS E 36 4.209

LOS D 36 2.57

LOS C 36 0.128

LOS B 36 0.031

LOS A 36 0.003

p-value 0.754 1.000 1.00

Table 14. Result of post-hoc test (conflict severity and MPR)

N
Group (subset for alpha=0.05)

1 2 3 4 5

MPR 0 30 6.740

MPR 10 30 7.152 7.152

MPR 20 30 7.587 7.587

MPR 30 30 8.103 8.103

MPR 40 30 8.589

MPR 50 30 9.580

p-value 0.497 0.427 0.230 0.298 1.000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격운전에 따른 교통류가 받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통운영효율성 및 교통안전성 평가하였

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주행 시뮬레이션, 교통류 시뮬레이션과 상충분석을 활용하였다.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공격운전 유형별 주행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주행 시뮬레이션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공격운전거동 구현 파라

미터 값을 도출하였다. 교통류 시뮬레이션은 서비스 수준과 공격운전차량 비율을 시나리오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주행속도를 통해 공격운전의 교통운영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교통류 시뮬레이션 실험결

과 나타난 주행궤적 자료를 이용하여 상충분석을 수행하였다. 상충분석을 이용하여 공격운전의 상충건수와 상충 심

각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추가 진행해야할 연구를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공격운전 차량을 구현하기 

위해 주행 시뮬레이션의 공격운전 주행행태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이 실제 환경을 구현하는데 기계

적인 한계가 있어 실험자들의 평소 운전습관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 실험

의 실험자를 추가로 모집하여 더 많은 주행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의 객관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에서는 공격운전차량 비율을 0-50%로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이와 같은 비율은 실제 교통상황에 나타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공격운전의 기준 및 유형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공격운전차량의 비율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

다. 따라서 향후 실제 환경과 유사한 공격운전차량 비율을 고려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균주행

속도 분석결과에서 공격운전은 교통류의 속도감속 및 지체를 유발하여 교통운영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격운전은 평균주행속도 뿐만 아니라 교통류율, 통행시간, 지체시간, 용량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연구로 평가항목의 추가적인 선정을 통해 연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주행 시뮬레이션의 주행행태 자료를 활용하여 공격운전의 거동을 구현하기 위한 11가지 파라미터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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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시뮬레이션 값은 실제 환경과 수치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파라미터 값 설정 시 공격운전과 일반운전의 배

수 차이를 적용하였다. 공격운전과 일반운전 주행행태 분석결과 공격운전은 일반운전보다 차두간격이 2배 짧고 차

두 시간이 0.58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속도의 평균을 비교했을 시 공격운전이 일반운전보다 약 4.5배 높

은 값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교통류 시뮬레이션의 파라미터 값을 설정하였다. 교통운영효율

성 분석결과 서비스 수준 A, B, C 경우 공격운전차량 비율이 높아질수록 평균주행속도가 증가함을 보였다. 반대로 

서비스 수준 D와 E 경우 공격운전차량 비율이 높아질수록 평균주행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SSIM 시

뮬레이션 상에서 급차로 변경, 과속, 밀착주행과 같은 공격운전에 의해 후행차량들은 급감속 및 차로변경 등 회피행

동이 나타났다. 이러한 회피행동은 다른 후행차량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며 정체 및 shock wave현상이 나타난다. 즉 

공격운전 행태가 주변차량에 영향을 미쳐 정체 및 정체해소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패턴의 교

통현상이 공격운전 차량에 의해 발생되고 교통류의 운영효율성과 교통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운전의 정의를 도출하였으며, 주행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집한 운전자의 공격운전 행태를 교

통류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여 공격운전의 거동을 구현하였다. 교통류 시뮬레이션 실험 시나리오 설정 시 공격운전차

량 비율은 실제 교통상황과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공격운전행태가 교통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교통운영효율성과 교통안전성은 서비스 수준에 따라 상이한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교통량이 적

을 경우, 공격운전차량이 증가할수록 평균주행속도가 증가하였다. 반대로 교통량이 많을 경우, 평균주행속도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량이 적을 경우에는 공격운전 차량의 급진적 행태가 교통류 자체의 평균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교통량이 많을 경우에는 공격운전행태보다 공격운전을 받은 주변차량들의 주행행

태가 교통류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쳐 평균주행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격운전행태는 평균주행속도 뿐

만 아니라 상충률과 상충 심각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공격운전행태는 교통류의 운영효율성과 

교통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공격운전의 교통안전성 측면에서의 

위험성을 경고하여 공격운전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공격운전 관련 교통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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