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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mprove th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that collects and provides traffic information in 

one direction, the two-way communication based-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has 

introduced after the pilot project in Daejeon-Sejong. Currently, demonstration projects are 

on-going, and one of the first target sites of the demonstration project,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is the third year.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roject and 

is the primary study based on the analysis of rental car user survey and rental car company 

accident data.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most drivers followed the service information 

provided through the on-board unit to drive safely, and it was analyzed that rental car accidents

were also lower than those of non-equipped vehicles. For the future research, the authors plan 

to conduct analysis of driver’s behaviors collected from the on-board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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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통관리를 목적으로 교통정보를 단방향으로 수집 및 제공하는 지능형교통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서비스 위주의 양방향 통신 기반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를 도입하여 대전-세종 간 시

범사업을 거쳐 현재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실증사업 1차 대상지 중 한 곳인 제주특별자치도

는 현재 3차년도 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업 구축으로 인한 효과 분석을 본 연구에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효과분석 1차 기초연구로서 차량용 단말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한 렌터카 운전자 

설문조사 결과와 렌터카 업체의 내부 사고자료를 분석하여 그 효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대

다수의 운전자들이 차량단말기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반응 즉, 순응하여 안전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렌터카 사고 역시 단말기 장착 후 장착전보다, 장착차량이 비 장착

차량에 비해 사고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단말기에서 수

집되는 운전자 행태를 분석하여 C-ITS의 효과를 입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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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부터 시작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지능형교통체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교통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 교통사고 등의 안전문제를 교통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여 단방향 수집 ‧ 제공 체계 및 교통관리 중심인 ITS에서 도로 ‧ 차량 ‧ 센터 간 양방향 교통정보 수집 ‧ 

제공이 가능한 교통안전 중심(Yoon et al., 2018)의 C-ITS(cooperative-ITS,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를 2013년부

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ITS와 C-ITS의 차이는 Table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Table 1. Differences between ITS and C-ITS

Separation ITS C-ITS

Characteristics Unidirectional collection and provision system Two-way collection and provision system

Focused service Traffic management Traffic safety

즉, ITS는 교통소통관리를 목적으로 하여 단방향 통신 및 센터 정보가공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C-ITS는 차량과 차

량, 인프라 등의 양방향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교통소통관리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에 중점을 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대전-세종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대상의 C-ITS 실증

사업을 수행중이며, 2019년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총 4개 지역으로 실증사업을 확대 구축중이다. 본 연

구의 대상지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제주 전역에 C-ITS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진

행 중이며, 연도별 공간적 범위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 C-ITS construction plan by year in Jeju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관광객 연 1,500만 명 방문을 하고 있고 제주도 내 렌터카 등록대수는 ‘05년 약 9천대에

서 ’15년 약 3만대로 약 3배 이상의 렌터카가 급증(동기간 전국 렌터카 등록대수 증가율: 230%) 하였으며 그에 따

른 렌터카 사고건수도 ‘05년 128건에서 ’15년 525건으로 4.1배 증가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제주도는 C-ITS의 정

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 제공을 해주는 차량단말기를 렌터카에 설치하여 제주도 내 교통사고 감소 목표를 설정하였

다. 특히 제주라는 섬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단말기 장착 차량의 사업대상지 이탈율은 0에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차량단말기 약 2,500대 설치 완료하였으며 사업종료까지 총 3,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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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3차년도 구축사업 중 2차년도 준공시점인 2019년 12월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시점

에 제공된 서비스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Jeju C-ITS demonstration project applications

Separation Application Explanation
Safety
service

Location based vehicle 
data collection

OBU (on board unit) collects vehicle status information, location information, and 
driving information and stores them in the TMC (traffic monitoring center) server

Location based traffic 
information provision

Location-based traffic information such as traffic information processed at the 
TMC is provided to the OBU driving on the road 

Hazardous location 
notification

Provide forward-looking information and safe driving information for potential 
risks and real-time emergencies

Road control 
information notice

Provide control information in an attempt to enter the nearby roadside base 
station on Peace road, Prosperity road, South road, 1,100 road, and 516 road

Road feature and 
weather notification

Provide status information and safe driving information on road surface and 
weather conditions that are dangerous to vehicle

Signalized intersection 
violation warning

Provide phase information to prevent accident at the intersection and damage of 
signal violation

Pedestrian collision 
warning

Prevent crashes between vehicles and pedestrians, and vehicles and bicycles at 
intersections or road sections

School and silver zone 
warning

Provide real-time operation and safety information to the school zone entry 
vehicle for regulated speed operation

Road work zone 
warning

Provide status information and safe driving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the 
road work (construction, cleaning, etc..)

Conveni-
ence
service

Providing information 
on gas stations (electric 
charging stations)

Service to provide location information of gas stations (charging stations) in the 
route for the convenience of customers using rental cars and electric vehicles

Provide parking 
information

Provide location and real-time parking area information when requesting route 
search or entering a public parking lot near the destination

Providing major tourist 
sites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tourist attractions such as nearby tourist attractions 
and restaurants

위치기반교통정보수집으로 인한 안전서비스 8개, 편의서비스 3개를 단말기 설치한 차량에 제공하고 있으며 

Figure 2 같이 차량 단말기에서 해당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표출 및 음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a) Location based traffic

information provision

(b) Signalized intersection 

violation warning

(c) Road work zone warning

Figure 2. C-ITS service image (example)

이에 본 연구는 C-ITS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정성적 평가 및 렌터카 사고 건수 분

석을 통한 정량적 효과분석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Figure 3 같이 선행연구고찰, 설문조사 및 렌터카 사고분석을 통한 제주 C-ITS 실증사업의 효과분석 결과

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결론 및 향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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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earch flow chart

선행연구고찰

제주 C-ITS 실증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 C-ITS 효과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방법론에 참

고하고자 한다.

MOLIT(2017)에서는 C-ITS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교통안전과 관련된 12개의 교통안전서비스를 

대상으로 운전자시험을 통해 운전자반응(순응도)을 산출하여 효과분석 시 적용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효과분석 

결과를 산출했다. 또한, 모든 서비스가 운전자반응으로 분석하기에는 표본수 부족 등의 이유로 한계가 있어 부족한 

부분은 설문조사를 통해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 여러 서비스 중 신호위반 발생정보가 가장 많은 유효표본이 수집되

었고 세부이벤트 순응도를 계산한 결과 대체로 30-50% 내외로 산출되었으며, 평균 순응률은 47%로 분석되었다. 

분석된 순응률을 활용해 서비스별 예방 가능한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에 교통사고 비용을 적용하여 서비스

별 교통사고 절감편익을 산출하여 효과평가를 진행하였다.

KOSTA(2017)에서는 사업용 자동차 C-ITS 효과분석 및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서비스 도입에 따른 서비스별 

교통사고 예방 건수를 통한 C-ITS의 효과를 제시하였고, 교통사고 비용절감 효과분석을 통한 C-ITS 타당성을 제

시하였다. 부상자수 기준 교차로 충돌사고 예방지원, 신호정보제공 지원 서비스가 예방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C-ITS 서비스가 모두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전체 대비 사고건수는 47%, 사망자수는 44%, 부상자수는 42% 감

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Yoon et al.(2018)은 C-ITS의 주요서비스 15개에 대해 기대효과, 효과척도, 조사방법을 분석하여 C-ITS 주요서

비스와 구축효과 간의 연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된 구축효과를 Table 3과 같이 총 7개로 그룹화 하였다.

Table 3. Expected effect grouping

Expectation effectiveness Category

Reduction of traffic accidents
SafetyPsychological safety improvement

Safety improvement

Convenience enhancement Convenience
Mobility enhancement

Mobility and accessibility
Delay reduction

An increase in the speed of traffic
Reduced travel time

Air pollution reduction
Sustainability

Fuel saving
All the benefits associated with the cost Productivity

Tourism activation
Utilization

Increase parking efficiency
Improve satisfaction with tourism services

Satisfaction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source: Yoon et al.(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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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와 같이 정보수혜자/사회 전체, 효과발생시기에 따라 단기/장기로 구분하여 기대효과 시공간도를 제시

하였다.

Figure 4. C-ITS time and space diagram of the effect

source: Yoon et al.(2018)

USDOT(2015)에서 Safety Pilot 사업 일환으로 2012년 8월부터 1년 동안 미시간 주 앤아버에서 승용차, 

화물차, 버스로 구성된 약 2,80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V2X(vehicle to everything) 기반의 서비스를 테스트

를 수행했다. 또한 Table 4와 같이 차종별로 각기 다른 서비스를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Table 4. Safety applications tested by vehicle category

Vehicle category Safety applications

Light vehicles

Forward Collision Warning (FCW)
Emergency Electronic Brake Lights (EEBL)

Do Not Pass Warning (DNPW)

Left Turn Assist (LTA)
Intersection Movement Assist (IMA)

Blind Spot Warning & Lane Change Warning (BSW & LCW)

Heavy vehicles

Forward Collision Warning (FCW)
Emergency Electronic Brake Lights (EEBL)

Curve Speed Warning (CSW)

Intersection Movement Assist (IMA)
Blind Spot Warning & Lane Change Warning (BSW & LCW)

Bridge Height Information

Transit vehicles

Pedestrian in Signalized Crosswalk Warning (PCW)
Vehicle Turning Right in Front of Bus Warning (VTRW)

Forward Collision Warning (FCW)

Emergency Electronic Brake Lights (EEBL)
Curve Speed Warning (CSW)

source: USDOT(2015)

SPMD(safety pilot model deployment)는 차종별로 다른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효과분석을 내는 것이 아닌 운전

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현방안에 대한 현장검증을 1차,2차에 나누어서 진행하였다. 1차적으로 교통패턴 및 교

통상황에 따른 V2V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하기 최적화된 RSU(road side unit) 설치지점을 파악하고 2차적으로 파

악된 지점에서 추가 검증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V2V(vehicle to vehicle) 서비스 상호 작용건수를 예측

하였고 실제 현장검증 결과 84% 정도 상호작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차이는 시뮬레이션에는 단말기 설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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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운행을 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100% 운행을 못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USDOT(2017)에서는 뉴욕시 맨해튼의 281개의 교차로와 브루클린의 28개의 교차로를 대상으로 8,000대의 차

량단말기 설치를 하여 교차로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안전

성, 이동성, 환경성, 공공성 4가지 항목으로 C-ITS 서비스의 효과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과 실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고 각 항목별로 데이터 유형을 분류하여 통행시간, 교통량, 기상

정보, 사고정보, 사고 대응시간 등의 항목을 선정해 효과분석방법론을 수립하였다.

국내 ‧ 외 C-ITS 사업 효과평가 사례 검토결과, ITS의 사업 효과분석 체계와 유사한 방법론을 활용함과 더불어, 

실시간 차량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운전자 반응분석을 통한 서비스 유효성 검사 및 교통안전 효과를 

측정하였다, 주로 교통소통 개선보다는 실시간 차대차 통신으로 인해 사고감소 등의 안전 향상 기대효과 위주로 진

행하였고 사업별로 특성을 살려 다양한 지역마다 다른 C-ITS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 특성

에 맞추어 렌터카 위주의 C-ITS의 서비스에 대한 효과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 C-ITS 효과분석

제주 C-ITS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및 기대효과, 효과척도는 Figure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Figure 5. C-ITS service-effect-Mo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39 No.1 February 202136

•Article• C-ITS User Survey Result and Rent-a-Car Accident Analysis: Using Jeju C-ITS Demonstration Project Data

본 연구에서는 2차년도 사업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렌터카 이용자 설문조사와 렌터카 사고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용자 설문조사는 C-ITS 단말기 설치차량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렌터카 사고분석은 C-ITS 단말기가 설치

된 렌터카 업체의 내부 사고자료를 활용하였다. 개별 렌터카 업체의 사고분석관리 시스템에 수집된 렌터카 사고 데

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위해 이상치 등의 필터를 거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사업 실시 후 렌터카 이용자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앞서 C-ITS 단말기 설치가 협약된 렌터카 업체와 설문조사 방법 등을 

논의한 후 설문지 배포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C-ITS단말기가 장착된 차량 대여 시 차량 

내부에 설문지를 비치하고 이용자에게 설문 작성을 요청하여 이용자가 차량 대여 중에 설문지를 작성, 이후 

반납 시 차량에 있는 설문지를 렌터카 회사 직원이 회수하는 방법을 활용하였고, 설문내용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Survey questionnaire

Separation Response list

Demographic information Gender, Age, Place of residence, Year of driver’s license acquisition, Actual driving experience
Rental car operation Purpose of use, Period of rental, Experience of accident risk, Cause of accident risk

C-ITS services related Service availability, Service satisfaction, Service preference, Willingness to purchase OBU

협약된 19개의 업체에게 2019년 10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약 10주 동안 설문조사 협조 요청하였고 총 3회

에 걸쳐 2,200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 622부의 유효 설문지 회수 완료하였다. Figure 6과 같이 회수된 설문지 기초 

조사사항 분석결과 성별분포는 남성응답자 338명(54.3%), 여성응답자 284명(45.7%)으로 남성 운전자가 여성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6. Survey results (demographic information)

또한,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622부 중 30대가 196명(31.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0대(175명), 

40대(133명), 50대(101명), 60대 이상(17명)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리고 실제 운전경력분포 결과 1년 이

상-5년 미만 205명(33.0%)로 가장 많았으며 운전면허 취득년도와 비교 결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1년 미만인 초

보운전 응답자는 3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5%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Figure 7과 같이 제주도에서 렌터카 이용목적 분석결과 관광/휴양이 414명(66.6%)으로 가장 많았으며, 

회의업무, 친구/친지방문, 기타 순으로 분석되었고, 대여기간 분포 결과 3일이 241명(38.7%)으로 가장 많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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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84일 대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Table 6과 같이 제주 교통 환경의 안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 5점 만

점에 3.32점으로 안전했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5점 매우안전, 4점 안전, 3점 보통, 2점 안전하

지 않음, 1점 매우안전하지 않음).

Figure 7. Survey results (rental car operation)

Table 6. Survey results (rental car operation - degree of safety in jeju)

Separation Number of responses Ratio

Very unsafe   5 0.8%

Unsafe  84 13.5%
Normal 282 45.3%

Safe 206 33.1%

Very safe  45 7.2%
Total 622 100.0%

그리고 렌터카 이용기간동안 사고위험 경험 여부 분석결과 응답자의 394명이(약 63%) 사고위험이 있었다고 응

답하였으며 그 응답자들의 원인 분포 결과는 중복응답이 가능하여 원인들을 모두 표시해달라고 한 결과, 1,035개 표

본이 수집되었고 Table 7과 같이 분석되었다. 가장 많은 응답은 익숙하지 않은 제주지형으로 인해 렌터카 이용시 위

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 타 운전자의 위험운전/법규위반, 위험한 기하구조, 나쁜 기상조건으로 인한 시야확

보 어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7. Survey results (rental car operation - cause of accident risk)

Separation Number of responses Ratio

Unfamiliar map/geography of Jeju 258 24.9%
Violation of other people’s dangerous driving/traffic laws 220 21.3%

Dangerous road geometric design 133 12.9%

Poor visibility due to bad weather 104 10.0%
Incorrect navigation guidance 85 8.2%

Lack of streetlight 66 6.4%

My poor driving 61 5.9%
Violation of traffic laws 33 3.2%

Vehicle maintenance fault 32 3.1%

Lack of sleep and reduced concentration 28 2.7%
An unexpected situation (wild animal/falling object) 13 1.3%

Etc. 2 0.2%

Total 1,03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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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C-ITS 서비스 관련 설문조사 응답결과 안전서비스를 받았을 때 운전자의 반응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Table 8과 같이 서비스 안내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했다는 응답자가 467명(83.1%)으로 안전서비스를 받으면 대부

분의 운전자는 감속, 차로변경 등의 적절한 반응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8. Survey results (C-ITS services related - reaction or not for safety service)

Separation Number of responses Ratio

Reaction 467 83.1%

Ignore  74 13.2%
No reaction  21 3.7%

Total 562 100.0%

그리고 제공받은 서비스로 인한 만족도 결과(5점 만점) Table 9와 같이 분석되었다(5점 매우만족, 4점 만족, 3점 

보통, 2점 불만족, 1점 매우 불만족).

Table 9. Survey results (C-ITS services related - service satisfaction)

Separation Average

Accuracy 3.51
Degree of easy understanding 3.59

Degree of obstruction 3.54

Degree of safety 3.56
Degree of time reduction 3.55

Convenience 3.54

가장 높은 항목은 서비스 제공 내용이 이해하기 쉽다가 3.59점으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만족도의 평균은 3.55점

으로 분석되었다. 설문조사가 수행된 시점에 1차년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그 중 일부는 운전자가 능동적으

로 단말기를 조작하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주유소/충전소, 주차정보 제공 등)이다.

제주 렌터카 이용자가 1차년도 사업구간을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할 때, 현재 만족도의 수치를 단정하

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모든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3차년도 전체 사업구간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많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을 체감하면 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서비스의 선호도 조사결과는 Table 10과 같이 분석되었다. 교차로 신호위반 위험경고가 1순위로 조사되었

으며, 위치기반 교통정보 제공이 2순위, 도로 위험상황 경고알림 순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 렌터카 영업소가 제주

공항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렌터카를 대여해 각자의 목적지로 이동할 때, 공항 근처 교차로에서 현재 시행 중인 교

차로 신호위반 위험경고를 제공받았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또한, 다른 서비스에 비해 교차로 신호위반 위험경고가 

운전자에게 기존 내비게이션 단말기 또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 비해 차별화 된 서비스라 느끼기 때문에 선호도

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10. Survey results (C-ITS services related - service preference)

Separation Preference rank
Signalized intersection violation warning 1

Location based traffic information provision 2

Hazardous location notification 3
School and silver zone warning 4

Road control information notice 5

Road feature and weather notification 6
Pedestrian collision warning 7

Road work zone warnin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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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렌터카�사고분석

제주 C-ITS는 렌터카에 단말기를 설치해 실증한 사업이므로 렌터카 위주의 사고 분석을 위해 단말기 설치 업체

들의 3개년 사고현황(Internal Data of 12 Car Rental Companies, 2017-2019)을 협조 받았다. 단말기 설치 차량에 

C-ITS 서비스가 제공된 시점은 2019년 9월이므로, 이에 3개년의 9-10월 사고건수 추세를 보고 2019년 9-10월의 

사고를 심층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제주도내 2017년 9-10월의 입도관광객수는 Table 11과 같다. 2017년 2018년에 비해 2019년의 입도 관광

객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Table 11. Number of Jeju tourists 2017 and 2019

Separation 2017 2018 2019

September 1,251,605 1,221,589 1,181,516

October 1,299,582 1,263,722 1,422,312
Total 2,551,187 2,485,311 2,603,828
sourc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ww.jeju.go.kr, 2020.11.18.

이에 9-10월 사고건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했다. 1. 단말기 설치 유무에 따른 사고건수, 2.사업구간 해당

여부, 3.사업구간 내 단말기 설치 유무 3가지로 사고건수를 분석했다. 협조 받은 12개 업체의 C-ITS 서비스가 제공

되기 시작한 2019년과 그렇지 않은 2017년, 2018년의 9-10월의 사고 건수는 Table 12와 같다.

Table 12. Number of car rental accidents of 12 companies between 2017 and 2019

Separation 2017 2018 2019 Total

Total 379 406 357 1,142

Table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ITS 서비스 제공(2019.9-) 전후 전년도(2017, 18년도) 같은 시기 대비(9-10

월), 사고건수가 다소 감소경향을 보였다. 세부 데이터(렌터카 상세 대여내역, 가동률 등) 획득에 한계가 있지만, 입

도 관광객 등을 비교하였을 때, 2019년은 전년도 대비 렌터카 사용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 가능하다. 그리고 2019년 

9월, 10월의 사고건수를 Table 13과 같이 사고건수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 설치차량의 사고건수가 그렇지 않은 차량

의 사고건수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업체에 협조를 구해 단말기가 설치된 이후 단말기 장착 차량 우선배

차 원칙으로 운영되었기에 분명 유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Table 13. Number of accidents between September and October 2019 based on OBU installation or not

Separation
Number of vehicles accidents with 

OBU installed
Number of vehicles accidents without 

OBU installed
Total

September  68  96 164

October  77 116 193

Total 145 212 357

또한, Table 14와 Figure 8과 같이, C-ITS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변기지국 등이 설치된 사업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의 사고를 분석해 본 결과, 사업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그렇지 않는 구간의 사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업체에서 수집된 자료의 속성에 사고 원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고에 대한 상세 해석을 하기에 한계가 분

명 존재한다. 하지만, 2019년 교통량 조사결과 C-ITS 구축구간(제주시 평균 4만, 평화로 평균 5만, 일주동로 4만)

이 비구축구간(서귀포시 2만, 일주서로 1만)에 비해 교통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고건수가 확연히 차이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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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주목해야 할 결과이다. 특히, 평화로는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축으로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

로이기 때문에 렌터카 통행량이 많다.

Table 14. Number of accidents between September and October 2019 based on first year serviced section or not

Separation Construction section Not construction section Total

September 18 146 164

October 26 167 193
Total 44 313 357

Figure 8. Rentacar accident spots in Jeju

사업구간에서 발생한 렌터카 사고만을 심층 분석한 결과는 Table 15와 같으며, 단말기 장착 차량의 사고가 단말

기 미장착 차량의 사고보다 총 건수가 낮게 나타났다. 추후 사고 원인이 C-ITS 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성 분석을 위

해 사고 상세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Table 15. Number of accidents between September and October 2019 based on first year construction section and OBU installation

or not

Separation Vehicles with OBU installed Vehicles without OBU installed Total

September  5 13 18

October 15 11 26
Total 20 24 44

결론

본 연구는 현재 구축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 기존 국내 ‧ 외 유사사업의 사례를 

검토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분석의 초기 결과로서 이용자 설문조사와 렌터카 사고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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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된 C-ITS 실증사업의 효과분석은 본 연구가 처음이었다는 점과 취득이 어려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였다는 점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중 남성운전자가 여성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으며, 1-5년의 운전경력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렌터카의 이용목적은 관광/휴양이 주였으며, 평균 2.84일 

대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주 교통환경에 대한 안전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5점 만점에 3.32점으로 안전했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C-ITS 안전서비스를 받았을 때 83%의 응답자가 반응(감속, 정

지, 차로변경)한다고 답했고, 교차로 신호위반 위험경고서비스를 1순위로 뽑았으며, 서비스 만족도 질문에는 5점 

만점에 3.55점으로 분석되었다.

렌터카 사고분석 결과 C-ITS 서비스 제공(2019.9-)이후 전년도(2017, 18년도) 같은 시기 대비(9-10월), 사고건

수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단말기 설치 유무에 따른 사고건수 분석결과, 단말기 설치차량의 사고건수가 미 

장착차량 사고건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업구간 해당여부 비교 결과, 사업 시행구간에서 발생한 

렌터카 사고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구간에서 발생한 렌터카 사고만을 심층 분석한 결과, 단말

기 장착 차량의 사고가 단말기 미장착 차량의 사고보다 총 건수가 낮게 나타났다.

C-ITS 서비스를 받았을 때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5로 보통 이상 나왔지만 아직 사업 준공 전이라는 점, 모

든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된 점 등 , 현재 만족도의 수치를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모든 서비스 제공과 더

불어, 3차년도 전체 사업구간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많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을 체감하면 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렌터카 사고분석 결과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구축된 사업구간 및 모든 서비스가 제공 안 된 점으

로 보았을 때 준공 이후 추가 분석을 통해 C-ITS로 인한 직접적인 효과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C-ITS 서비스로 인한 직접적 사고감소 원인 설명을 위해 사고원인 등을 포함한 렌터카 사고 

상세자료 획득을 통한 심층 분석, 렌터카 업체별 차량 대여대수(가동률)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지만, 

렌터카 업체 사고관리 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및 저장 제약조건으로 인해 획득이 불가능하여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단순히 사고 건수 비교라는 단순한 방법을 활용하였지만, C-ITS 단말기 장착차량을 우선 배차했

다는 점, 렌터카 업체 방문 및 사용자와 운영자 인터뷰를 통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단말기 장착차량의 운행이 많

았음에도 사고는 감소하였고 이용자의 단말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분석의 공간적 범위가 현재까지 구축된 사업구간에 한정되었고, 제주 전역의 C-ITS 도입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사업종료 후에 사업대상 전 구간에 대해 공간적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 또한,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C-ITS 서비스를 받은 후 운전행태 반응에 대한 추가 분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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