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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demand for traffic simulation fo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afety 

performance of new system increas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s. 

However, the existing traffic simulations with the current car-following models have 

limitations as they cannot simulate risky situations including vehicle collisions. In this paper, 

we propose a car-following model to demonstrate the driver’s behavior and simulate traffic 

accidents in line with the demand. Among the various types of accidents, we focus especially 

on the rear-end collision caused by the driver’s distraction. To model the driver’s distraction, 

we firstly analyze the diver’s glance behavior using the 100-Car Naturalistic Driving Study 

data provided by the Virginia Tech Transportation Institute. Various elements affecting the 

driver’s glance behavior are divided into road environmental and vehicle movement variables 

according to their temporal range and analyzed differently. Based on the result, a hierarchical 

decision tree analysis is conducted to derive the driving scenarios by glance behavior. Eleven 

scenarios are derived, and the driver glance models are developed for each of them. We propose

the distracted-OFFA by combining the driver glance model with the base car-following model 

of Oversaturated Freeway Flow Algorithm (OFFA).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odel

can regenerate risk situations including rear-end collisions, and this study has contribution in 

that it shows the potential to simulate risk situations based on driver’s behavior and to predict 

accident occurrences. Accordingly, meaningful achievements are expected with further researches.

Keywords: accident simulation, car-following model, driver distraction, driver’s glance behavior,
traffic simulation

초록

최근 자율주행 차량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과 안전성능 검증을 위한 교

통 시뮬레이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차량추종 모형을 사용하는 교통 시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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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들은 차량 간 추돌과 같은 위험상황들을 모사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뮬레이션에 대

한 이러한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운전자의 행태를 모사하여 사고 상황을 비롯한 위험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차량추종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다양한 사고유형들 중에서도 운전자의 전방 미주시 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 간 후미 추돌사고를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운전자의 주시행태에 대한 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이를 위해 VTTI (Virginia Tech Transportation Institute)에서 제공하는 100대 차량의 일상주행연구 데

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운전자의 주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도로 환경 변수들과 차량

주행 변수들로 구분하였으며, 계층적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수행하여 주요 변수들을 선별하고 11개의 주행 시나리

오들을 도출하였다. 각각의 주행 시나리오별로 운전자의 주시행태 모형을 결정하였고, 이를 과포화 고속도로 교통

류 알고리즘(Oversaturated Freeway Flow Algorithm, OFFA)의 차량추종 모형과 결합시켜 Distracted-OFFA를 

제안하였다. 시뮬레이션 수행 결과, 새로 개발된 모형이 후미 추돌사고를 비롯한 위험상황들을 재현할 수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운전행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고재현 시뮬레이션과 사고발생 예측의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추후 활발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교통사고 시뮬레이션, 차량추종 모형, 운전자 부주의, 운전자의 주시행태, 교통 시뮬레이션

서론

운전자들은 도로 형태, 날씨, 주변 차량의 속도 등의 주행환경에 따라 상이한 운전행태를 보이곤 한다. 이와 더불

어 운전자의 특성과 인간-차량 상호작용(human-vehicle interaction)을 폭넓게 이해하고 고려하는 과정은 교통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교통운영 혹은 차량제

어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운전행태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도로상의 혼잡구간에서 나타나는 가

다서다 현상(stop-and-go traffic)이나 교통류의 이력 현상(traffic hysteresis) 등 다양한 주요 교통 현상들의 발생

과 진행 과정이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와 같은 위험상황은 대부분 운전자의 부

주의 또는 과실과 같은 운전행태로 인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사고요인들 중 갑작스러운 기기 오작동, 환경요인 등은 약 6%에 그쳤으며, 이를 제외한 대다수의 경우 사고의 결정

적인 원인은 운전자의 과실에서 기인한다고 한다(Singh, 2015).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고요인들 중 약 41%가 운전

자의 인지오류에 해당하며,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는 부주의 행동은 주행 중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

나라고 할 수 있다(Singh, 2015; Craft and Preslopsky, 2009). 

따라서 운전자들로 하여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사고의 심각도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회사들은 

차량 추돌 방지시스템(Collision Avoidance System)을 포함한 다양한 사고방지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고방지 시스템은 사고 방어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용화를 위해서는 실제 교통 환경에서의 

효과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험을 위한 시공간적 제약과 막대한 비용, 실험상의 안전문제 등의 이유로 실제 도

로에서의 실험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이러한 시스템들의 검증은 많은 부분 시뮬레이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문

제는 기존의 교통 시뮬레이션 모형들이 교통사고 등의 돌발 상황을 유발하는 운전자의 불완전한(imperfect) 운전행

태를 묘사하지 못하며, 추종모형에 추돌방지 제약조건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존 교통시

뮬레이션 모형들은 위험상황을 모사할 수 없어, 사고방지 시스템 개발 및 검증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율주행 차량의 등장과 더불어, 자율주행 차량과 일반 차량이 함께 주행하는 혼합 교통류

(mixed-traffic)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연구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운전행태가 다른 이종(異種) 차량 간

에 발생하는 잠재적인 위험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주행 차량의 행태 모형과 사고방지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오류를 포함한 인간 운전자(human driver)의 운전행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

어, 도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율주행 차량의 행태 모형을 일반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디자인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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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일반 차량 운전자의 예기치 못한 실수는 보다 큰 위험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기술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운전행태를 반영하여 위험상황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교통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관련된 연

구는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사고발생이 가능한 위험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차량추종 모형(car-following 

model)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양한 사고유형들 중에서, 특히 사고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후미 추돌사고 유형에 주목

하였으며, 후행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행태를 모델링하여, 차량추종 모형을 개발하였다. 논문의 다음 부분에서는 

운전자들의 운전행태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하였으며, 다음으로 실제 주행환경에서 획득된 차량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전자들의 주시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시행태 모형을 개발하였다. 주시행태 모형을 기저 차

량추종 모형에 결합하여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과 더불어 후속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여러 차량추종 모형들 중 일부 모형들은 결정론적(deterministic)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이런 방법은 동일한 

주행환경에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운전자 개개인의 운전행태를 모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보다 확률론적

(probabilistic)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기존 차량추종 모형에 무작위의 오차(random noise)

를 더해주는 방식을 활용해왔지만, 이 역시 시뮬레이션에서 차량 간의 추돌을 발생시키지 않는 제약조건을 가정하

고 있어, 주행 중 운전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돌발 상황을 재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운전자의 주행 특성 분석을 통해서 보다 실제와 유사한 운전행태를 모사하고, 나아가 사고/준사고 등의 위험상황을 

함께 재현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Saifuzzaman and Zheng(2014)은 문헌조사를 통해 차량 주행과 연관이 있는 인적 요인들을 정의하였고, 차량추

종 모형에 인적 요인을 결합시키고자 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그들의 논문에 따르면, 다양한 인적 요인 중에서

도 운전자의 부주의를 묘사하려는 시도는 가장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Yang and Peng(2010)은 충돌-경고 시스템의 도로 운영 실험(road-departure crash-warning system field 

operational test)을 통해 얻어진 주행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상 운전행태를 도출하였고, 이를 운전자 부주의 행태라고 

정의하였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얻어진 통계적 수치들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인지 한계(perceptual limitation), 

부주의 등을 고려한 확률적 차량추종 모형을 제시하였다. Przybyla et al.(2015)은 운전자가 주행에 집중하지 않는 

동안은 차량의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Newell의 차량추종 모형(Newell, 2002)에 확률론적인 방법

으로 운전자 부주의를 결합하여 모형을 확장시켰다. 최근에는 Lindorfer et al.(2018)이 Treiber et al.(2006)이 제시

한 인간 운전자 모형(Human Driver Model, HDM)을 기반으로 운전자의 반응시간(reaction time)과 부주의를 결

합시켜 향상된 인간 운전자 모형(Enhanced Human Driver Model, EHDM)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운전자

의 경미한 부주의와 주요 부주의를 구분하여 반응시간을 조절하였고, 부주의가 발생하는 동안에는 차량의 가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형태의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런 선행 연구들은 차량추종 모형에 운전자 행태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의 연구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는 체계적인 고찰 없이 무작위의 오차로 가정되어 표현되었다. 실제로 운전행태는 주

행환경과 차량의 주행 상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고재현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는, 운전자의 행태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운전자의 주시행태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부주의와 관련된 행태 중에서, 특히 전방 미주시행태에 주목하여, 우선적으로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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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행환경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주행환경 요소들을 시간적 범

위에 따라 크게 (1) 도로환경 변수와 (2) 차량주행 변수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변수들이 주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분석 데이터

운전자의 주시행태 분석에는 100대 차량 일상주행연구 데이터(100-car naturalistic driving study data)를 활용

하였는데, 이 데이터는 차량의 속도, 가속도 등을 포함한 주행 데이터와 운전자의 주시 데이터가 함께 기록되어 있

다. 이 데이터는 VTTI1)에서 카메라와 센서를 부착한 10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2,000,000마일 이상의 일상주행 데

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크게 일상 주행 데이터와 사고 데이터로 구분된다. 일상 주행 데이터는 특별한 위

험상황 없이 8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한 데이터 중 6초의 구간을 임의로 추출한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고 

데이터에는 68건의 사고와 760건의 준사고가 속해 있으며, 이벤트(사고 및 준사고) 시작 시점과 충돌 시각이 기록

되어 있고, 사고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전 20초와 후 10초의 데이터가 제공된다. 준사고 상황은 주행 차량의 감속도, 

선행차량과의 TTC (Time to Collision) 등 VTTI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규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Klauer 

et al.(2006)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0대 차량 일상주행연구 데이터는 차량 외부에 부착된 카메라, 차량 내부 운전자를 촬영한 카메라와 차량 내부 

센서를 통해 획득되었으며, 차량 외부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서는 날씨, 도로 형태 등 외부 환경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고, 차량 내부 카메라를 통해서는 0.1초 단위로 운전자의 주시행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차량 내부 센서를 통해 속

도, 가속도 등 차량의 움직임과 관련된 사항이 기록된다. 다만 차량 내부 센서 데이터는 사고 데이터에서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고 시작 시점 이전에는 운전자의 행동이 일상 주행 상황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차량 

내부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편, 운전자의 주시행태를 기록한 차량 내부 카메라 데이터에서는 주시 구역을 전

면, 왼쪽 측면 거울, 후면거울, 동승자 등 10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전방 미주

시에서 비롯된 사고를 모델링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추어 이를 전방 ‘주시’와 ‘미주시’의 두 가지 카테고리로 재분류

하였다. 

2. 주행환경에 따른 운전자의 주시행태 분석

운전자의 주시행태는 다양한 주행환경에 의해 각기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 날씨나 조광 상태 등이 일정 시간 이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환경요인과 매 순간 변하는 차량의 속도, 가속도, 선행차량과의 거리 등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주

시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주행환경 요소들을 도로환경 변수와 차량주행 변수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변수들이 운전자의 주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도로환경 변수는 도로 형태, 날씨, 주야 등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넓고,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는 특성을 가

지고 있다. 100대 차량 일상주행연구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차량 외부 카메라 데이터 중 주행 당시의 도로 표면 상태, 

차선, 신호 구배 등 열개 가량의 변수들이 도로환경 변수에 해당된다. 각각의 변수들은 다시 세부 항목들로 분류되는

데, 예를 들어 도로 형태의 경우 일반 도로, 교차로, 교차로 부근, 주차장, 합류부 등의 세부 항목을 갖는다. 도로환경 

변수는 지속 시간이 긴 만큼 전반적인 주시행태에 영향을 미치며, 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변수의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주행 데이터를 추출한 뒤, 주시행태의 변화를 마르코프 전이행렬(Markov transition matrix) 형태로 모델

링하였다. 전이행렬의 기준은 전방주시/미주시 두 시점이었으며, 행렬의 대각선은 각 시점의 주시 지속시간과 연관

이 있고 나머지는 주시빈도와 연관이 있다. 전이행렬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동일 변수 내의 몇몇 세부항목들은 하나

의 항목으로 통합되었고, 세부항목에 따른 전이행렬의 차이가 크지 않은 변수들은 주시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1) Virginia Tech Transportatio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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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주시행태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된 도로환경 변수들은 도로 형태, 주야간, 구배 

총 3개였으며, 각 변수들의 세부항목과 분석 내용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Summary of analysis on road environmental variables

Variable Category Analysis result of Markov transition matrix

Relation to junction Non-junction The diagonals of the transition matrix which are related to glance duration are 
around 0.88 and 0.34 for Forward and Non-forward, respectively.

Intersection Non-forward duration is around 1.5 times longer than the Non-junction, 
whereas the duration of forward is slightly shortened. The transition probabilities 
related to glance frequency are increased. A possible explanation is the driver 
look around for vehicle’s turning action.

Others Interchange area, parking lot, and entrance/exit ramp are included in this 
category. Forward duration is notably shorter than the other two categories, and 
non-forward duration is much longer. 

Lighting Day The value of matrix diagonals are around 0.86 and 0.38 for Forward and 
Non-forward. 

Darkness Forward duration is slightly longer than that of the day with the value of 0.91. 
Eye glance frequency from Forward to Non-forward diminishes. It can be 
interpreted as a driver focus more on driving with less distraction.

Alignment Level The value of matrix diagonals are around 0.88 and 0.39 for Forward and 
Non-forward.

Straight grade The driver’s glance behavior is more conservative with longer forward duration.

Curve grade The forward duration is higher than the others with the value of 0.92. Drivers 
concentrate more on looking forward.

다음으로 주시행태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차량주행 변수들이 운전자의 주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차량주행 변수에는 주행차량의 속도, 가속도, 선행차량과의 거리, 상대속도 등이 있으며, 이들은 100대 차

량 일상주행 연구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차량 내부 센서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계산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차량 

내부 센서데이터는 사고 데이터에서만 제공되고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하기 5초 전까지의 데이터를 정상 주행 상황

이라 가정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한편, 차량주행 변수는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도로환경 변수들의 분석에 사용

하였던 마르코프 전이행렬의 사용은 적합한 접근이라 볼 수 없다. 차량주행 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1초 동안 운전자가 특정 시점을 바라본 시간을 총 주시 지속시간(total glance duration)이라 정의하였고, 변수 값에 

따라 총 주시 지속시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차량의 속도, 가속도, 선행차량과의 상대속도, 차간거리에 따라 주시/미주시상태의 총 주시 지속시간 분포의 변화

는 Figure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차량주행 변수 중 차량의 속도가 총 주시 지속시간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쳤다.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총 전방주시 지속시간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총 미주시 지속시간

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단, 70-80km/h 이후의 속도에서는 총 주시 지속시간의 변화는 진동에 가까운 형태를 보

였으며, 표준편차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7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혼

잡이 없는 자유흐름(free flow) 상태에 해당되고, 이 때 운전자의 주시 자유도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속도의 경우 감속 상황에서는 주시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나, 가속 상황에서는 총 전방주시 지속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전자들이 가속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차간거리가 확보되어 이미 차량의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운전자가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방 

미주시 지속시간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차간 상대속도는 주행차량의 속도에서 선행차량의 속도를 

뺀 값으로, 양의 값일 경우 주행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

대속도가 높아질수록 총 전방주시 지속시간은 감소하고, 미주시 지속시간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현상 역시 

가속도의 경우에 견주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행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한다는 것은 이미 차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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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충분하거나 높은 속도로 주행해도 충분히 안전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주행의 안

전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방 미주시 지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한편, 선행차량과의 차간거리는 운전자의 주시

행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간거리가 0-10m일 경우에만 총 전방주시 지속시간이 낮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차량이 신호 등으로 정차한 상황이기에 운전자의 주시 자유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Figure 1. Total glance duration of driver’s glances according to the vehicle movement variables (a) speed (b) acceleration (c) relative

speed (d) spacing

운전자주시행태를 고려한 차량추종 모형 개발

본 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운전자의 주시행태를 고려한 차량추종 모형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

다. 차량추종 모형 개발의 첫 번째 과정으로 주행환경에 따른 운전자의 주시행태를 모델링하였다. 모델링 과정에서 

주시행태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선별하기 위하여 계층적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

과로 운전자의 주시행태에 따른 주행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주행 시나리오 별로 각각 다른 주시행태 모형을 개발

하였으며, 이를 기저 차량추종 모형에 결합시켜 운전자 주시행태를 고려한 차량추종 모형을 제안하였다.

1. 운전자주시행태 모형

앞선 분석 내용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운전자의 주시행태는 다양한 주행환경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하지

만 운전자의 주시행태를 모델링함에 있어 이 모든 변수들을 고려할 경우 몇 가지 문제점들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은 변수들을 고려할 경우 모형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모형의 실용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시행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별하여 모형을 단순화하

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 나무(decision tree) 분석을 시행하였다. 의사결정 나무 분석은 도로환경 변수와 

차량주행 변수의 시공간적 범위 차이를 고려하여 계층적으로 구성되었으며, R 패키지 중 하나인 ‘partykit’에 내장

되어 있는 Conditional inference Tree (CTree) 함수를 사용하였다(Hothorn and Zeileis, 2015). 이 함수는 프루닝

(pruning)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행태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지지 않은 변수들은 의사결정 나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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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

계층적 의사결정 나무 생성의 첫 단계에서는 Table 1에 표시된 세 개의 도로환경 변수가 사용되었으며, 가지 분기

의 기준이 되는 클래스(class)로는 주시 지속시간(glance duration)이 사용되었다. 생성된 의사결정 나무는 Figure 2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총 네 개의 주요 시나리오가 생성되었다. 도로 형태, 주야간 변수가 주시행태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가진 변수로 선별되었으며, 구배 변수는 프루닝 과정에서 영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시나리오 생성에 사용되지 않았다. 주시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변수는 도로 형태로 노드 1, 2에 거쳐 일반도로

와 교차로, 기타 형태에 따라 시나리오가 나뉘었다. 일반도로일 경우에는 주야간 조건에 따라 주시행태가 달라졌다. 

첫 번째 의사결정 나무에서 생성된 네 가지의 주요 시나리오들은 차량주행 변수에 의해 세부 시나리오로 분류되

었다. 속도, 가속도, 선행차량과의 상대속도, 차간거리가 변수로 사용되었고, 총 전방주시 지속시간이 클래스로 사

용되었다. 의사결정 나무 생성 결과 선행차량과의 상대속도, 차간거리는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었으며, 네 개의 주요 시나리오 각각에서 속도에 의한 세부 시나리오들이 도출되었다. 한편, 시나리오 4에서는 세

부 시나리오 생성에 가속도 변수도 포함되었다. 일반도로, 야간, 44.2km/h 이상의 주행 상황에서는 가속도에 의해 

주시행태가 영향을 받으며, 0.05m/s2의 가속도 기준으로 보아 가속상황과 감속상황의 주시행태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Figure 2. Derivation of driving scenarios according to driver’s glance behavior by hierarchical decision tree analysis

본 연구에서 운전자는 전방주시와 미주시, 두 가지의 주시상태를 갖는다. 주행 시나리오별 주시행태 모형은 운전

자의 주시상태가 바뀌는 순간 바뀐 주시상태의 지속시간을 결정한다. 주시행태 모형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되었

으며, 앞서 분석에서 사용하였던 100대 차량 일상주행연구 데이터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100대 차량 일상주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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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데이터 중 각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추출하여 두 가지 주시상태의 주시 지속시간을 누적확률분포의 형태

로 나타내면 Figure 3의 그래프와 같은 형태가 된다. Figure 3은 시나리오 3-2에 해당하는 주시지속시간 누적확률분

포이며, 이 분포를 통해 주시상태전환이 일어날 때 다음 주시상태의 지속시간을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운전자가 전방 미주시상태를 끝내고 전방주시를 시작할 때, 시나리오 3-2 상황에서 주행하는 운전자는 0.6의 확

률로 2.5초 간 전방주시상태를 지속한다. 2.5초가 흐른 뒤 해당 차량의 주시상태는 전방 미주시로 전환되며, 이때 미

주시상태의 지속시간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주시 지속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

하며, 주로 고속주행 상황에서 전방주시의 경우 기울기가 더 완만하고, 미주시의 경우 기울기가 더 급하게 나타난다.

Figure 3.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of glance duration (Scenario 3-2: non-junction, day, and over 31.4km/h)

2. Distracted-OFFA (d-OFFA) 모형 개발

본 절에서는 앞서 개발한 운전자 주시행태 모형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전방 미주시로 인한 위험상황을 모델링 할 

수 있는 차량추종 모형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였다. 일반적으로 차량추종 모형은 선행 차량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단위 시간 후 차량의 위치 혹은 속도, 가속도 등의 상태를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가 전방 

미주시 상태에서는 선행차량 및 도로 위의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운전자 주시

행태를 차량추종 모형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고 있을 때는 일반적인 차량추종 모형을 따르고, 

전방 미주시 상태에서는 현재 가속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포화 고속도로 교통류 알고리즘

(Oversaturated Freeway Flow Algorithm, OFFA; Yeo et al., 2008)의 차량추종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사용하였고, 

여기에 운전자 주시행태 모형을 결합하여 Distracted-OFFA (d-OFFA)를 개발하였다. 

기저모형으로 사용된 OFFA는 차량의 종 ‧ 횡방향 움직임을 묘사하는 통합 미시 교통 시뮬레이션 모형이다. OFFA

의 차량추종 모형은 Newell의 차량추종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안전조건을 포함한 다양한 제한조건들이 추가된 것

으로, 현재 선행차량의 움직임 정보와 현재 차량 속도, 목표 속도, 기타 차량성능 변수 등을 이용하여 다음 시뮬레이

션 단위 시간에서 차량의 위치를 결정한다. 자유흐름 상태와 혼잡 상태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지는데, 자유흐름 상태

에서는 목표 속도까지 가속을 취하며, 목표 속도에 도달한 뒤에는 속도를 유지한다. 혼잡 상태에서는 선행차량과의 

차간거리, 현재속도, 그리고 차간 안전거리에 따라 차량의 위치가 결정된다. OFFA는 또한 차량사이의 간격이 일시

적으로 줄어드는 운행상태인 쇼트 갭 모드(short-gap mode)를 추가하여 운전자의 비대칭적 운전행태(asymmetric 

behavior; Yeo and Skabardonis, 2009)를 반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쇼트 갭 모드의 임의적 변수 설정을 없애

고 계산 속도를 향상시킨 후속 버전의 OFFA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Choi et al., 2017). Choi et al.(2017)이 제시한 

후속 버전 OFFA의 종방향 움직임은 Equation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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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
  

 (1)

여기서, 는 시뮬레이션 단위시간, 
는 대상 차량의 위치를 나타내며, 

와 
는 각각 차량 위

치의 상한 값과 하한 값을 나타낸다. 차량 위치의 상한 값은 자유흐름 상태와 혼잡상태에서의 차량 간격과 안전거리

를 고려한 차량 위치를 나타내고, 차량 위치의 하한 값은 차량역류(backflow)를 막고, 최소 감속거리를 고려한 제한

조건이다. 기저 차량추종 모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Yeo and Skabardonis, 2008; 

Choi et al., 2017).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d-OFFA 모형에서는 운전자의 주시상태에 따라 주행 행태가 달라진다.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d-OFFA 모형은 기저 차량추종 모형인 OFFA와 동일한 행태를 보이며, 운전자의 주시상태가 

전방 미주시일 때는 현재 가속도를 유지한다. 두 가지 상태에 따른 차량추종 모형은 Equation 2에 제시되어 있다. 


  

  i f 주시상태  주시


  i f 주시상태  미주시

 (2)


 는 주시상태에서의 차량추종 모형을 나타내고, 

는 미주시상태에서의 차량추종 모형을 나타내며, 각각

은 Equation 3,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와 는 각각 현재차량의 속도와 가속도를 나타내며, Equation 3은 

기존 OFFA와 동일하고, Equation 4는 차량이 현재 가속도를 유지하도록 모델링되었다. 


  max

  
 (3)


  max  (4)

3. 교통사고 시뮬레이션

본 절에서는 d-OFFA 모형의 목표, 즉 운전자 전방 미주시로 인한 위험상황 재현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

하였다. 일반적인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의 갑작스러운 감속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

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선행차량이 감속하는 상황에서 d-OFFA 모형을 따라 진행한 후행차량이 어떠한 행태를 보

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미시 교통 데이터인 NGSIM (Next Generation SIMulation)의 고속도로 차

량궤적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NGSIM 데이터의 차량추종 쌍 중 1회 이상의 가다서다(stop-and-go) 현상을 보이

는 1659개의 차량 쌍을 추출하였고, d-OFFA로 후행차량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다양한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Figure 4에 대표적인 예시들을 제시하였다. Figure 4의 도

표들은 차량추종 쌍에서 추출한 선행차량, 기저 차량추종 모형인 OFFA로 시뮬레이션 한 궤적, d-OFFA로 시뮬레

이션 한 궤적을 보여주고 있다. d-OFFA로 시뮬레이션 한 차량은 표시된 것과 같이 전방주시상태(빨간색)와 미주

시상태(노란색)를 반복하며 주행한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Figure 4(a)와 같이 후행차량의 미주시 상태는 전체 주행

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감속을 인지하여 적당한 순간에 감속을 하였고, OFFA로 시뮬레

이션 한 궤적(파란색)과 비슷한 궤적으로 주행하였다.

Figure 4(b)에서는 본 연구에서 재현하고자 한 운전자 전방 미주시로 인한 위험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가다서다 

교통류 흐름 속에서 선행차량은 두 번의 급감속을 보이며, OFFA로 시뮬레이션 한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가다서다 현상을 반복한다. d-OFFA로 시뮬레이션 한 후행차량은 선행차량의 첫 번째 감속은 제대로 인

지하여 감속을 진행하였지만, 두 번째 감속에서는 전방 미주시로 인해 상황을 제 때 인지하지 못하였다. 후행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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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차량의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시간 이상 등가속도 주행을 지속하였으며, 전방 미주시상태가 끝

난 뒤에야 감속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선행차량과의 차간거리가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행차량의 최대 감속에

도 불구하고 후미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미주시상태를 ‘치명적 미주시

(critical distraction)’라고 정의하였다. 주행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미주시행태와 치명적 미주시는 주시행태 모형을 

통해 확률적으로 결정되며, 동일 차량추종 쌍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여도 매 번 위험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한편, 시뮬레이션 결과 직접적인 사고 외에도 운전자의 미주시로 인한 또 다른 교통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4(c)에서는 가다서다 교통류 흐름에서 후행차량의 전방 미주시로 인해 적절한 가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발생한 전방 미주시는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후행차량의 과소대응(under reaction) 

행태를 묘사하였으며, 후행차량을 따라오던 차량(후행차량의 후행차량)의 운전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차량추종 쌍들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만을 수행하였으나, 여러 차량들의 추종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경우 

위험전파(risk propagation)와 같은 다양한 교통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igure 4. Example trajectories simulated by OFFA and d-OFFA (a) Distraction occurs without significant impact (b) Critical distraction

causing an accident (c) Distraction occurs without accident but may occurs risk propagation

결론

본 논문은 교통사고 등의 위험상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차량추종 모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사고유형들 중에서도 특히 운전자의 전방 미주시로 인해 발생하는 후미추돌 사고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주시행

태를 기반으로 운전자의 불완전한 주행행태를 모사하고자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운전자의 전방주시행태를 분석하

고 모델링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운전자의 주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시공간적 범위에 따라 도

로환경 변수와 차량주행 변수로 나누었으며, 변수들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통해 각각이 운전자의 주시행태에 끼치

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계층적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통해 주시행태에 따른 주행환경 시나리

오를 도출하였고, 도로환경 변수에 따른 4개의 주요 시나리오와 차량주행 변수의 영향을 고려한 11개의 세부 시나

리오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어서 시나리오 별로 운전자의 주시 지속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주시행태 모형을 개발하

였으며, 이를 기저 차량추종 모형에 결합시켜 d-OFFA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d-OFFA 모형에서는 운전자의 주시

상태에 따라 주행행태가 결정되며, 운전자가 전방을 주시할 경우 기저 차량추종 모형과 동일한 행태로 주행하고, 전

방을 미주시할 경우에는 가속도를 유지하며 주행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NGSIM 차량궤

적 데이터에서 추출한 차량추종 쌍들의 후행차량을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그 결과 운전자 전방 미주시로 인한 위험

상황들과 선행차량에 대한 과소대응 등의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대한교통학회지, 제 37권 제 1호, 2019년 2월 49

KIM, Yeeun ･ CHOI, Seongjin ･ YEO, Hwasoo •Article•

본 연구는 운전자의 전방주시행태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재현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개발의 가능성

을 제시하였으며, 추후 다양한 운전행태와 연계한 사고재현 연구의 초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

나 제안한 모형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과 비슷한 형태를 구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추가적 검증이 필

요하며, 다양한 사고유형 들을 다룰 수 있도록 모형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추후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을 고려한 후속 연구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로, 본 연구가 주행 중 차량의 위험상황을 모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안전지표(safety surrogate measure)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 상황과 비슷한 행

태를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주행환경에서 후행차량의 운전 부주의로 인한 후

미 추돌사고는 고속 주행환경보다 저속 주행환경에서 더 높은 확률로 발생하는데, 이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제한된 주행환경에서 발생하는 일부 사고만을 다루고 있

다는 본 모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사고유형에 따른 단계적인 모형의 확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운

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이외에도 다양한 운전자 요인들이 사고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연구 범위에서 다루

고 있지 않은 차량의 횡방향 움직임(차로변경) 또한 주요 사고발생 상황 중 하나이다. 이 과정에서는 현재의 단순화

된 주시행태보다 복잡한 주시행태가 고려되어야 하며, 상습 지정체 구간에서 발생하는 차량의 차로변경 모형 역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차량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성이 높으며, 특히 사고예방 및 사고 심각도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고방지 시스템들의 성능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 차량

의 도입과 관련하여 곧 맞이할 혼합 교통류(mixed-traffic)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차량과 일반 차량의 운행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운전

자들의 돌발 행동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 차량과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한 자율주행 차량 운전행태 모

형 및 자율주행 차량용 사고방지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있어 

다양한 측면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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