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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C-ITS) shares useful real-time traffic infor-

mation including upcoming hazards in support of vehicle-to-vehicle (V2V) and vehicle-to- 

infrastructure (V2I) wireless communications. The safety applications provided in the C-ITS 

environment allow the driver to respond quickly to unexpected hazardous situations and to 

prevent accidents. This study aims to quantitatively evaluate the safety benefits of C-ITS when

the in-vehicle warning information is provided. A novel feature of this study is to use a 

multi-agent driving simulation method capable of analyzing vehicle interactions between a 

subject vehicle and a preceding vehicle in terms of crash risks. The crash potential index (CPI)

is adopted to evaluate rear-end crash risks, and various compliance levels of C-ITS drivers are 

further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analysis. In case the subject vehicle received the warning

information was defined as the “With” scenario, and the case that the subject vehicle did not 

receive the warning information was defined as the “Without” scenario. In addition, to analyze 

the impact of providing alert information on traffic safety from compliance rates, it is defined in

this study that drivers comply with given warning information in the case where the speed and

CPI decrease after the warning message is displayed. And the changes in the probability of 

accidents caused by the subject’s compliance rate were compared. Results showed that the 

driving speeds and CPIs of the “With” scenarios were lower compared to the “Without” 

scenario, and 55.81% of CPI reduction was achievable due to the warning information 

provision. According to the CPI effectiveness analysis on the compliance rate, the average CPI

decreased as the compliance rate increased. When all the drivers complied with the warning 

information in the C-ITS environment, the crash potential was reduced by 67.86% compared to

the case that all drivers did not comply with the warning information. The outcome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as a fundamental for developing effective policies to fully 

exploit the benefits of C-ITS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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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C-ITS)은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간의 V2X 통신을 기반으로 

전방의 위험 상황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C-ITS 환경에서 제공되는 전방 위험상황 정보를 통해 

운전자는 예기치 않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C-ITS 환경에서 차량 내 경고 정보 제공에 대한 효과를 교통안전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Multi-agent 주행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주체 차량과 선행 차량 간의 상호 작용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사고 발생 개연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주행 속도와 후미추돌 사

고위험도를 나타내는 Crash Potential Index(CPI)를 사용하였다. 실험 시나리오는 주체차량에 경고 정보를 제공한 

“With”시나리오와 경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Without”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또한 순응률에 따른 경고 정보 제

공이 교통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고 정보 제공 시 피실험자의 속도 및 CPI가 감소한 경우를 순응

으로 정의하고, 피실험자의 순응률에 따른 사고 발생 개연성 변화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경고 정보를 제공한 경

우의 주행 속도 및 CPI가 경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경고 정보를 제공 시 약 55.81%의 

사고 발생 개연성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응률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CPI는 감소하며, 순응률이 

100%인 경우가 순응률 0%인 경우에 비해 사고 발생 개연성이 약 67.8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C-ITS 환

경에서의 경고 정보 제공은 사고 발생 개연성을 감소시키고, 운전자의 순응률이 증가할수록 사고 발생 개연성 감소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C-ITS 환경에서 순응률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제

고하기 위해 차량 내 경고 정보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관리 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순응률, C-ITS, 사고 발생 개연성, 주행행태, 차량 내 경고 정보 서비스, 멀티 에이전트 주행시뮬레이터, 차량 

간 상호작용

서론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C-ITS)은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간의 발달된 무선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전방 교통상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가 돌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험요소로부터 사고를 예

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Guériau et al., 2016; Uhlemann, 2015). 국외에서 C-ITS는 Connected Vehicles(CV)

로 명명되며,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CV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2018

년부터 고속도로 C-ITS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700대의 차량에 설치된 C-ITS 단말기와 디지털 운행 기록계

(digital tacho graph, DTG),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DAS)를 연계하여 DTG 

데이터 및 ADAS 데이터가 포함된 원시 차량 데이터(probe vehicle data, PVD)를 수집하고 있다. DTG에는 속도, 

가속도, 차량의 위치, 주행거리, 브레이크 작동상태 등 개별차량의 주행특성 자료가 포함되며, 영상 인식 기반의 

ADAS에는 전방 충돌 경고(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FCWS) 및 차로 이탈 경고(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LDWS) 발생 정보와 선행차량과의 차간거리, 충돌 예상 시간(time-to-collision, TTC) 자료가 포함된다. 

고속도로 C-ITS 실증사업에서는 전방 교통사고, 공사구간 등의 전방 위험상황 정보가 차량 내 설치된 단말기를 통

해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제공된다. C-ITS 환경에서 사전에 경고 정보를 제공받은 운전자의 회피행동은 주변 차

량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별차량의 주행 안전성뿐만 아니라 차량추종 관계에서 차량 간 상호작용에 의한 사

고 발생 개연성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C-ITS 환경에서 차량 내 경고 정보 제공에 대한 효과를 교통안전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평가하

는 것이다. 경고 정보 제공 유무에 따른 개별차량의 주행행태 및 주체차량과 선행차량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

해 2대의 차량이 동기화된 네트워크상에서 동시에 주행이 가능한 Multi-agent 주행시뮬레이터를 이용하였다. 

Multi-agent 주행시뮬레이터는 차량 추종관계에서 선후행 차량 간 상호작용에 의한 주행행태 변화 분석에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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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순응률에 따른 경고 정보 제공이 교통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고 정보 제공 시 

피실험자의 속도 및 후미추돌 사고위험도(crash potential index, CPI)가 감소한 경우를 운전자 순응으로 정의하고 

순응률에 따른 사고 발생 개연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험 시나리오는 주체 차량에 C-ITS 경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With”시나리오, 경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

우를 “Without”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실험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평균 속도와 평균 CPI를 산출 후 비

교 분석하였으며 순응률에 따라 경고 정보 제공 유무에 따른 주체차량의 주행행태 및 선행차량과의 상호작용을 분

석하기 위해 순응률의 변화에 따른 평균 CPI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C-ITS 환경에서 순응률 향상을 통

한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차량 내 경고 정보 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관리 방안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차량 내 경고 정보 제공 효과평가 관련 연구와 주행시뮬레이터

를 이용한 주행행태 분석 관련 연구로 분류하여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고, 3장에서는 C-ITS 경고 정보 제공 유무에 

따른 교통안전 개선 효과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주행시뮬레이션 실험에 대한 시나리오별 결

과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 서술하였다.

기존�문헌�고찰

본 연구는 Multi-agent 주행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C-ITS 환경에서 차량 내 경고 정보 제공 시 개별차량의 주행

행태 및 차량 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교통안전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이에 차량 내 경고 정보 제공 효과평가 

관련 연구와 주행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주행행태 분석 연구로 분류하여 관련 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1. 차량�내�경고�정보�제공�효과평가에�관한�연구

C-ITS 환경에서는 운전자에게 다양한 전방 위험 상황에 대해 경고 정보를 제공한다. C-ITS 환경에서 차량 내 경

고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해 교통안전 효과를 평가한 연구사례를 검토하였다. 일부 연구는 CV 기반 가변 속도 제한 

서비스를 적용하였을 때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Yang et al.(2019)은 CV 기반 가변 속도 제한 기술을 구현하여 트럭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주행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악천후 조건에서 교통류의 평균 속도와 속도 

편차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Zhao et al.(2019)은 안개가 낀 상태의 다양한 가시성 수준에서 CV 

기반 가변 속도 제한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CV 기반 가변 속도 제한 서비스는 주행속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고 주행속도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에게 실제 사고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핫스팟 

경고를 제공하는 차량 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운전자의 주행행태를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yder 

et al., 2017). 도로 위 충돌에 대한 차량 내 정보 시스템과 유사한 장치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한 메타분석 결과는 전

체 충돌의 약 1.66%가 충돌에 대한 차량 내 정보 시스템 작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Ziakopoulos et 

al., 2019). Vashitz et al.(2008)은 터널 구간에서 차량 내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교통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제시하였다. Chang et al.(2019)은 베이징의 실제 도로를 바탕으로 심한 안개 조

건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CV 안개 경보 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CV 안개 경고 

시스템이 안개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 속도 감소에 도움이 되며 운전자의 주행 행동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주행시뮬레이터를�이용한�주행행태�분석에�관한�연구

주행시뮬레이터 실험을 통해 운전자의 반응행태를 교통안전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다. Bella and 

Russo(2011)는 효과적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운전자의 행동을 분석하였으며, 주행시뮬레이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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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통해 운전자 주행행태를 기반으로 새로운 충돌 경고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Yamani et al.(2018)은 정보 대역

폭이 운전자의 주의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행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많은 차량 정

보가 제공되면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hmadi and Machiani(2019)는 주행시뮬레이터를 사용

하여 적응형 곡선 속도 경고(Adaptive Curve Speed Warning, ACSW)를 개발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개별 운전자의 

인지 및 반응 시간을 기반으로 곡선 구간에서 속도 경고를 제공한다. Cummings et al.(2007)은 여러 개의 별도의 경

고 시스템과 비교하여 운전자 응답에 대한 단일 마스터 경고 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행시뮬레이터

를 이용하였다. Schleicher and Gelau(2011)는 Cruise Control(CC)와 Adaptive Cruise Control(ACC)이 차량 주행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주행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Naujoks et al.(2016)은 주행시뮬레이터를 이용하

여 거짓된 정보들이 운전자가 협력 경고 시스템에 순응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Ho et al.(2006)

은 주행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잠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촉각 경고 신호를 구현하고 전 ‧ 후방 충

돌 상황에 대한 운전자가 신속하게 반응하는지 분석하였다. 차량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Multi-agent 주행시

뮬레이터를 이용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Park et al.(2019)은 Multi-agent 주행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공격운전 상

황에서 개별차량의 거동변화 및 선 ‧ 후행 차량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시 교통 시

뮬레이션인 VISSIM 내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공격운전자의 주행행태를 구현하고 다양한 공격운전 상황에서 충돌 

발생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Kim et al.(2018)은 Multi-agent 주행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하여 공격운전 발생 상황

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사고 발생 개연성을 분석하였다.

3. 기존�연구와의�차별점

주행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C-ITS 환경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교통안전 연구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기존

의 연구는 개별 차량 자체의 거동만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충돌 위험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선행차량과의 상

호작용을 고려하여 교통안전 효과 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Multi-agent 주행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C-ITS 경고 정보 제공 시 주체차량의 개별 주행행태 변화뿐만 아니라 선행차량과 상호작용에 의한 교통

안전성 개선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주체차량과 선행차량 간 사고 발생 개연성을 정량화하고 비교하기 위해 대

리안전척도(surrogate safety measure, SSM)인 CPI를 이용하였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C-ITS 환경에서 차량 내 경고 정보 제공에 대해 교통안전 측면에서의 효과를 평가하고 순응률이 

경고 정보 제공에 따른 교통 안전성 개선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고 정보에 대한 순응

을 운전자가 경고 정보를 제공 받았을 때 속도 및 CPI가 감소한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순응한 운전자의 데이터를 이

용하여 경고 정보 제공 유무에 따른 속도 및 CPI 비교 분석과 순응률에 따른 CPI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과정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Step 1에서는 Multi-agent 주행시뮬레이션 실험 환경을 구축하고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Step 2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안전성 평가지표인 주행 속도와 CPI를 산출하였다. 

Step 3에서는 산출된 평가지표를 시나리오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순응률의 변화에 따른 사고 발생 개연성을 비교하

였다.

1. 주행시뮬레이션�환경

본 연구에서는 2대의 주행시뮬레이터를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주행이 가능한 Multi-agent 주행시뮬레이

터를 이용하여 주체차량과 선행차량의 상호작용 분석이 가능한 실험환경을 구축하였다. Multi-agent 주행시뮬레이

터는 2대의 주행시뮬레이터를 동기화하여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주행이 가능하다. TCP/IP 통신 프로토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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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연결된 Multi-agent 주행시뮬레이터는 주체차량과 선행차량의 위치, 속도, 가속도, 브레이크파워, 각속도 등 

주행 자료를 서로 전송한다. 이러한 Multi-agent 주행시뮬레이터는 운전자의 개별 인적 특성이 반영된 주행행태 분

석뿐만 아니라 차량 간 상호작용 분석에 활용된다. Figure 2에 Multi-agent 주행시뮬레이터 개념도를 제시하였다. 

실험에 이용한 네트워크는 UC-win/Road 주행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4차로 고속도로 환경으로 구현

하였다.

Figure 1. Overall research procedure

Figure 2. Illustration of a multi-agent driving simula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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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주체차량에 C-ITS 경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With”시나리오, 경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를 “Without”시나리오로 정의하였다. Figure 3에 제시한 것과 같이 교통사고는 1, 2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설정하

였다. 교통사고에 대한 전방 위험상황 정보는 국내 고속도로 C-ITS 실증사업에서 제공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하여 이벤트 발생 지점에서 후방 361m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제공하였다. 또한 최초 경고 정보 제공 지점부터 이벤

트 발생 지점까지를 경고 정보 영향권이라고 정의하였다. 경고 정보 메시지 예시를 Figure 4에 제시하였으며, 경고

음(“띵-띵-”)과 음성메시지(“전방 비상상황 차량이 있습니다. 주의 운전 하세요.”)가 함께 제공되었다.

Figure 3. Illustration of the driving simulation events in the scenario

Figure 4. Screenshot of the warning alarm service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 시 피실험자들에게 평균 80-100km/h의 속도로 주행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주체차량의 운

전자는 선행차량을 추종하여 주행하였다. 또한 선행차량과 주체차량 피실험자 모두 2차로로 주행을 유지하도록 지

시하였다. 모든 피실험자들에게는 주행 중 사고 상황이 발생할 것을 미리 언급하지 않았으며, 주행 중 필요한 경우에

만 차로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주행시뮬레이션 실험은 2019년 2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72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Figure 

5에 피실험자의 인적특성(성별, 연령대, 사고경험 유무, 운전면허 취득년도)을 제시하였다. 총 72명의 피실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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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36명, 여성 36명으로 구성되며, 20대가 64명으로 89%를 차지하였다. 사고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실험자의 

수는 10명으로 전체 피실험자 중 약 14%가 사고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경력이 없거나 1년 미만인 

피실험자의 수는 42명이고, 1년 이상부터 5년 미만인 경우의 피실험자는 23명, 5년 이상인 경우는 7명으로 나타났

다. 주체차량과 선행차량을 동시에 주행하는 실험 시나리오에 따라 피실험자들은 2명씩 실험을 진행하여, 총 36쌍

이 실험을 수행하였다. 주행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With”시나리오와 “Without”시나리오 각각 72개의 데이터셋

을 수집하였다.

Figure 5.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unit: # of participants)

3. 후미추돌�사고위험도�평가지표

CPI는 차량추종 관계 시 주어진 시간 간격동안 차량의 Deceleration Rate to Avoid the Crash(DRAC)이 Maxi-

mum Available Deceleration Rate(MADR)을 초과할 확률로 후미추돌 사고 발생 위험도를 뜻한다. DRAC은 후행

차량이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사고회피를 위해 감속할 때 요구되는 최대 감속도로 Equation 1에 산출식을 제시하였

다. MADR은 차량이 갖는 고유의 최대 감속도 성능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MADR은 평균 8.45m/s2, 표

준편차 1.40m/s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Cunto and Saccomanno, 2008). DRAC값이 MADR 미만인 경우는 차량

에 요구되는 감속도보다 차량 고유의 감속성능이 크기 때문에 사고 개연성이 낮으나, DRAC값이 MADR보다 높은 

경우는 차량에 요구되는 감속도가 차량 고유의 감속성능보다 크기 때문에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DRAC과 MADR을 비교한 사고 발생 확률을 Crash Potential(CP)라고 정의하였으며, 산출식은 

Equation 2에 제시하였다. CP는 확률을 의미하므로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CPI의 산출식

은 Equation 3에 제시하였다. CPI는 DRAC을 산출한 뒤 MADR 분포에 정규화하여 MADR과 비교하고 DRAC값

이 MADR 이상인 경우의 확률을 최종적으로 CPI 산출식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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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Deceleration rate to avoid crash for subject vehicle at time t (m/s2)

 : Subject vehicle

 : Preceding vehicle

 : Observation time (sec)

 : Subject vehicle speed at time t-1 (m/s)

 : Preceding vehicle speed at time t-1 (m/s)


  : Spacing between subject vehicle and preceding vehicle at time t-1 (m)



  



Pr
 ≤ (2)

여기서,  : Crash potential for subject vehicle


  : Random variable following normal distribution for given set of traffic and environ-

mental attributes ()(m/s
2)

 : Total number of time intervals

 



  



Pr
 ≤×∆× 

 (3)

여기서,  : Crash potential index for subject vehicle

∆ : Observation time interval (1 sec)

 : Total observation time period for subject vehicle ( ∆×)

 : Binary state variable (1: >0, 0: otherwise)

4. 순응률

본 연구에서는 순응률이 경고 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 안전성 개선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운전자 순

응 및 순응률을 정의하고 순응률 변화에 따른 사고 발생 개연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C-ITS 경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의 속도 및 CPI가 경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보다 감소한 경우를 운전자가 경고 정보에 순응한 것으로 정의하

였다. 또한 전체 피실험자에 대해 경고 정보에 순응한 피실험자의 비율을 순응률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전체 피실

험자 수는 주행시뮬레이터 부적응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실험자 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행시뮬레이터 부적응자

를 제외한 모든 피실험자가 “With”시나리오의 속도 및 CPI 값이 “Without”시나리오에 비해 감소한 경우는 순응률 

100%에 해당한다. 순응률 산출식은 Equation 4에 제시하였다.

   
      

   
× (4)

분석�결과

1. 평균�주행속도�비교

전방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경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평균 주행속도를 비교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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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평균 주행속도 비교 분석은 전체 피실험자 데이터 중에서 경고 정보 제공에 대해 순응한 36명의 피실험자 데

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경고 정보 제공 유무에 따른 개별차량의 속도 프로파일을 Figure 6에 제시하였다. 

Figure 6에 따르면 경고 정보 영향권 내에서 개별차량의 속도는 경고 정보 제공 유무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ITS 경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평균 개별차량 속도가 경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ithout” 시나리오에서는 차로변경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

부 개별차량 속도가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는 실험 시뮬레이션 네트워크 내에 주체차량과 선행

차량, 사고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이 존재하지 않아 차로변경 수행 시 주변 교통상황의 제약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경고 정보 영향권 내 일부 “With”시나리오 운전자가 경고 정보를 제공받은 후 급감속 주행 패턴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고 정보를 제공받은 주체차량 운전자가 경고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시나리오별 속도의 통계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고 정보를 제공한 “With”시나

리오의 최대 속도 및 최소 속도가 “Without”시나리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또한 “With”시나리오의 평균 속도는 

81.03km/h로 “Without”시나리오의 평균 속도인 94.54km/h 대비 14.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With”시나리

오의 표준편차가 “Without”시나리오의 표준편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경고 정보를 제공 받은 운전자

의 순응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경고 정보 제공 시 운전자 순응도에 따른 안전성 비교

가 필요하다. 두 시나리오 간 평균 속도의 차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지며 Table 2에 독립표

본 T-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체차량에게 전방 사고 발생에 대한 C-ITS 경고 정보를 제공할 경우 약 14.29%의 

속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Figure 6. Speed profiles by scenarios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peed by scenario

Distributions of scenarios With (n=36) Without (n=36)

Mean (kph) 81.03 94.54

Max (kph) 96.36 105.28

Min (kph) 59.41 81.65

Standard deviation (kph) 11.56 7.45

Variation (kph) 199.50 84.33

Median (kph) 82.86 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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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T-test for speed difference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p (p*<0.05)

With (n=36) Without (n=36) With Without

Speed (kph) 81.03 94.54 11.56 7.45 -3.522 0.001

2. 후미추돌�사고위험도�비교

본 연구에서는 경고 정보 제공 유무에 따라 주체차량과 선행차량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사고 발생 개연성을 정량

화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후미추돌 사고위험도 비교 분석을 위해 전체 피실험자 데이터 중 경고 정보 제공 시 순응한 

36명의 피실험자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사고 발생 개연성을 평가하기 위해 CPI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With”

시나리오의 평균 CPI는 0.09이고, “Without”시나리오의 평균 CPI는 0.19로 주체차량에 경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평균 CPI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시나리오 간 평균 CPI의 차이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Table 3에 제시한 것과 같이 95% 신뢰수준에서 평균 CPI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Table 4는 경고 정보 제공 유무에 따른 평균 주행속도 및 평균 CPI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결과

적으로 C-ITS 환경에서 운전자에게 전방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경고 정보를 제공할 경우 14.29%의 속도 감소 효

과와 55.81%의 후미 추돌 사고 발생 개연성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Table 3. Results of T-test for CPI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p (p*<0.05)

With (n=36) Without (n=36) With Without

CPI 0.09 0.19 0.06 0.08 -6.750 0.000

Table 4. Results of the effect evaluation of traffic safety warning information systems

Average speed (km/h) Average CPI

With Without △Speed (%) With Without △CPI (%)

81.03 94.54 -14.29 0.09 0.19 -55.81

3. 순응률�변화에�따른�후미추돌�사고위험도�비교

본 연구에서는 순응률이 경고 정보 제공의 교통 안전성 개선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고 정보에 대

한 순응을 정의하고 순응률에 따른 CPI 변화를 비교하였다. 경고 정보를 제공할 경우 순응률에 따른 CPI 비교를 위

해 순응률이 100%에서 0%가 될 때까지 20%씩 순응률을 감소시켜 분석하였다. 각 순응률에 대한 분석 데이터셋은 

표본이 편향되지 않도록 순응한 운전자의 데이터셋과 비순응한 운전자의 데이터셋에서 비복원 무작위 추출을 10회

씩 수행하여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분석 데이터셋에서 산출한 평균 CPI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Figure 7은 경고 정보 제공 시 순응한 피실험자와 비순응한 피실험자의 Crash Potential(CP) 프로파일 예시이다. 

순응한 피실험자의 경우 CP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비순응한 피실험자의 경우 경고 정보를 제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이벤트 지점에 근접할수록 CP가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응률 변화에 대한 CPI 분석 결과, Figure 8에 제시한 것과 같이 경고 정보 제공 시 순응률이 20%씩 증가할수록 

CPI가 평균적으로 약 20%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응률이 100%인 경우의 평균 CPI는 모든 피실험자가 순

응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67.86% 감소하였다. 순응률 40% 미만인 경우는 경고 정보를 제공했을 때의 CPI가 

Table 3에서 제시한 경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의 CPI인 0.1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경고 정보 제공 시 CPI가 감소하는 상황만을 운전자가 순응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Figure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순응률이 높아질수록 CPI는 감소한다. Figure 8의 CPI는 순응한 상황에 해당하는 자료만으로 순응도 증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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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안전성의 변화를 관측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Table 3의 CPI와 Figure 8의 CPI는 비교 대상이 아님을 밝혀둔다. 

순응률 변화에 따른 CPI 분석을 통해 C-ITS 경고 정보에 대한 운전자의 순응률이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예방 효과

가 증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고 정보 제공 시 운전자 순응 여부가 사고 발생 예방에 중요한 요소

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잘못된 경고 정보를 빈번하게 제공할 경우 운전자가 경고 정보를 무시하여 운전자의 순

응률이 현저하게 감소하며, 운전자가 제공되는 경고 정보를 무시하고 전방의 위험 상황에 대해 적절한 회피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저해된다(Lee et al., 2004; Naujoks et al., 2016). 경고 정보 제공 시 안전성 측면에서 사

고 예방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고 정보 제공 시간이나 위치, 제공 방식 선정을 통해 경고 정보의 신

뢰성을 확보하여 운전자의 순응률을 제고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Figure 7. Example of CP by compliance

Figure 8. Relationship between crash potential and compliance rate

결론�및�향후�연구과제

C-ITS 환경에서 운전자는 실시간으로 전방 상황에 대한 경고 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회피행동을 통해 위험요소로부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C-ITS 환경에서 차량 내 경고 정

보 제공 서비스에 대해 교통안전 측면에서의 효과를 평가하고 경고 정보 제공 시 순응률이 교통 안전성 개선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Multi-agent 주행시뮬레이터에 C-ITS 환경의 차량 내 경고 정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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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서비스를 구현하여 주체차량의 개별 주행행태 뿐만 아니라 선행차량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사고 발생 위

험성을 정량화하여 비교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CPI를 이용하였다.

평균 주행속도 분석 결과, 전방의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경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균 속도, 최대 속도, 최소 속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 정보를 제공한 “With”시나리오의 주체차량 평균 

속도가 “Without”시나리오에 비해 약 14.29% 감소하였으며 시나리오 간 평균 속도 차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고 정보 제공 유무에 따른 후미추돌 사고위험도 비교 분석 결과, “With”시나리

오의 평균 CPI는 0.09이고, “Without”시나리오의 평균 CPI는 0.19로 나타났으며 시나리오 간 평균 CPI 차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타나났다. 결과적으로 전방의 사고 차량에 대한 경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55.81%의 사고 발생 개연성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경고 

정보 제공 시 운전자의 순응률이 증가할수록 평균 CPI가 감소하며 모든 피실험자가 경고 정보에 대해 순응한 경우

의 평균 CPI는 모든 피실험자가 순응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67.8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C-ITS 경고 

정보에 대한 운전자의 순응률이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C-ITS 환경에서 순응률 향상을 통한 교통안전 개선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차내 경고 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 및 서비

스 관리 방안 수립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의 데이터 수가 충분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피실험자 연령대가 20-30대로 한정적이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실험이 요구된다. 또한 시나리오에 대해 반복된 

실험으로 인한 학습효과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학습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방 사고 발생 상황 

외에도 다양한 돌발상황을 반영한 실험을 통해 C-ITS 환경에서 차내 경고 정보 제공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경고 정보를 제공 시 운전자의 순응이 교통사고 발생 예방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경고 정보 제공 시나리오를 추가하여 경고 정보 제공 시 운전자 순응률을 제고시키

기 위한 효과적인 경고 정보 제공 방식 설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체차량

의 경고 정보 제공 여부만을 고려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주체차량과 선행차량 모두에 대해 경고 정보 제공 여부

에 따라 차량 페어별 분석을 통해 C-ITS 경고 정보에 대한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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