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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formation level
on takeover performance and workload in conditionally autonomous driving (CAD).
Background: Takeover Request (TOR) is important in conditionally autonomous
driving (CAD) while driver must drive in certain situations. A driver receives help
from the information given by the car when TOR is given. It is known that specific
information helps driver more effectively than simple signals. However, information
level may affect the driver's takeover performance and the workload. So, investigating
takeover performance and workload in takeover situation is necessary. This paper
focuses on the optimal level of information for takeover performance.
Metho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formation level on takeover performance
and workload in CAD, an experiment on the takeover situation using a driving
simulator was designed. The required information for takeover was extracted through
a prior survey and the information level was distinguished. In the scenarios with six
information levels, participants deal with takeovers. During the experiments, takeover
performance was measured by hands-on-time and distance to obstacle, and workload
was measured by DALI (Driving Activity Load Index) and PCPS (Percent Change of
Pupil Size).
Results: Takeover performance was reduced when the level of information was too
low or too high. The takeover time measured through hands-on-time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when the level is too low or too high. Takeover performance,
measured by the distance to obstacles, decreased and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when the level is too low or too high. For subjective workloa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hen the level is too low or too high. Subjective workload was measured
by DALI. For objective workloa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Objective
workload was measured by PCPS.
Conclusion: Takeover performance measured by the distance to obstacles tend to
decrease when the information level is too low or too high.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rovide an appropriate level of information in the case of takeovers.
Application: Through this paper, providing an appropriate level of information is
more effective for takeover in CAD. Therefore, it will be used to reduce risk of accidents
in design of TOR displays in conditionally autonomous driving vehicles in the future.
Keywords: Conditionally Autonomous Driving (CAD), Takeover, Takeover Request
(TOR), Information level, Takeover performance, Work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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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교통 사고, 교통 체증, 환경 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Cho et al., 2013; Singh, 2018; Schrank et al., 2012). 하지만, 현재 개
발되고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 하며, 시스템이 대처할 수 없는 특정 상황에 대해 운전자는 제어권을
인계 받아 운전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제어권 전환(Takeover)이라고 하며, 자율주행 시스템은 제어권 전환 알림(Takeover Request)
을 통하여 운전자에게 제어권 전환을 요청한다.
특히, 조건부 자율주행(Conditionally Autonomous Driving; SAE International, 2016)에서 운전자는 운전 및 모니터링에 대한 의무가 없다.
조건부 자율주행 중 운전자는 스마트폰 사용, 독서, 영화 시청 등 운전과 관련 없는 활동(Non-Driving Related Task; NDRT)을 수행할 것
이다(Marinik et al., 2014). 하지만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불완전한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NDRT에 극도로 몰입하게 되면 제어
권 전환 요청에 반응하지 못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제어권 전환 요청에 반응을 하더라도 운전 상황에 대한 인지가 부
족하다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한 제어권 전환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알림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정보가 결여된 채 제어권 전환만을 요청하는 알림보다 구체적 정보를 포함하는 알림이 제어권 전환 수행 능력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Forster et al., 2017; Politis et al., 2015). Forster et al. (2017)가 진행한 실험에서는 단순하게 제어권 전환 알
림을 주는 경우와 음성으로 구체적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간의 비교가 이루어졌는데, 운전 상황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시간에서는 두
경우에 차이가 없었지만 실제 운전에 접어드는 데에서는 청각적으로 구체적 정보를 제시한 경우가 단순 제어권 전환 알림을 준 경우
보다 더욱 빠른 반응 속도를 보였다. 또한, 청각적 정보에 대한 주관성 평가에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주는 경우가 제어권 전환에 훨씬
더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Lau et al. (2018)은 동일한 청각 정보에서 시각 정보의 구체성 유무를 통해 운전자의 운전 수행 능
력을 측정하였는데 처음 핸들을 잡는 시간과 처음 핸들을 조작하는 시간을 비롯한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기록하였다. 주관성 평
가에서도 구체성이 반영된 디스플레이가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사용 조작성에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제어권 전환에 관한 정보는 환경, 위험,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데, Richardson et al. (2018)에 따르면 제어권 전환 정보 중 시
간에 대한 정보가 거리에 대한 정보에 비해 유용성과 만족도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Kim et al. (2019)에 따르면 상황인식정보와
의사결정정보는 모두 안전감, 인지부하,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또 Politis et al. (2013)에 따르면 알림이 단일 감각에 의해
전달될 때 보다는 복수 감각에 의해 전달될 때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알림을 조합해서 전달
했을 때 더 빠르고 정확한 반응이 나왔음을 밝혀냈다. 또한 Wright et al. (2018)에 따르면 어떤 위험요인이 있을 것에 대한 정보보다는
제어권 전환 시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가 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수행 능력에 더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선행 연
구들을 통해, 제어권 전환 시 운전자에게 다양한 감각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제어권 전환 수행에 도움이 되며 정보
에 따라 그 효과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조건부 자율주행에서는 제어권 전환을 받은 운전자가 상황에 대해 적절히 판단 후 행동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의 경우
안전이 매우 중요하고 제어권 전환 시 운전자의 상황 판단과 행동 선택은 안전과 직결되므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전자가
운전 상황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하게 하여 제어권 전환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만약 제어권 전환 시 주어지는 정보가 부족하면
운전자가 직접 운전 상황을 확인해야 하므로 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수행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정보가 너무 많을 경우에도 정
보를 확인할 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과제 수행 능력이 감소하므로 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수행 능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Marusich
et al., 2016).
Park (2017)에 따르면 첨단운전지원시스템을 통한 제어권 전환에서 성공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개입이 효과적
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디스플레이의 설계가 필요하다.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제어권 전환 관련 정보의 유무에 따른 제어권 전환
수행 능력 비교는 포함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구체적 정보의 양에 따른 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수행 능력 비교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제어권 전환 상황에서 작업부하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효과적으로
제어권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운전에서의 상황 판단은 시각적 정보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적절한 시각적 정보 수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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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어권 전환 시 제어권 전환 알림에 표시되는 시각적 정보의 양이 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수
행 능력 및 작업부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2. Method
2.1 Participants
운전 면허를 소지한 실험 참가자 15명(남자 11명, 여자 4명)을 모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의 연령은 20세에서 33세 사이
(평균 25.3세, 표준편차 3.5세)였으며, 시력 혹은 교정시력은 정상이었다. 실험 시작 전, 참가자들은 실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실
험 참가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실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에게 실험 참가비로 20,000원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2.2 Apparatus
실험은 OpenDS 4.5 운전 시뮬레이터를 통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Logitech G25 핸들 · 페달 · 컨트롤러를 통해 운전 과제를 수행했
으며, iPad pro를 통해 '2048 game' NDRT를 수행했다. 실험을 수행하는 동안 운전자의 시각적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하여 Pupil Core
Eye Tracker를 사용했다.

2.3 Quantification of takeover information
제어권 전환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제어권 전환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조사했다. 그 결과 제어권 전환 요청, 현재 속도,
남은 시간, 주변 차량 존재 여부, 앞 차와의 거리, 필요한 행동 요령의 6가지가 제어권 전환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1)는 제어권 전환 정보에 대한 중요도를 나타낸 표이다. 각 정보는 1~3단위의 중요도를 가진다. 중요도의 단위는 해당 정보가
운전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적거나 일반적이지 않고 판단이 필요한 정보일수록 높게 설정하였다. 현재 속도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고
노출이 쉬운 정보이기 때문에 중요도를 '1'로 설정하였다. 교통 상황에 따라 주변 차량의 존재 여부와 앞 차와의 거리는 달라질 수 있
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보들보다 정보 전달에 의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여 중요도를 '2'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어권 전환 요청,
제어권 전환까지 남은 시간, 그리고 필요한 행동요령은 제어권 전환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한 정보이므로 제어권 전환 정
보 중 중요도를 '3'으로 설정하였다.

Table 1. Importance of takeover information
Takeover information
Importance

Takeover
request

Current
speed

Remaining
time

Traffic
density

Distance

Required
action

3

1

3

2

2

3

각 정보들을 조합하여 제어권 전환 알림에서 표시할 시각적 정보의 중요도에 대한 수준을 분류하였다. 제어권 전환 알림은 제어권 전
환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이므로 모든 수준에 포함하였고 현재 속도의 경우 기존 자동차 클러스터에 표시되는 정보이므로
마찬가지로 모든 수준에 포함하였다. 다른 정보들의 경우 제어권 전환 상황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순차대로
조합하였다. 그 결과(Table 2)과 같이 정보의 수준이 6 단계로 구분되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중요도가 증가하도록 정보 수준을 결정
하였으며, 정보 수준에 따라 제어권 전환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제어권 전환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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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formation level
Total
importance

정보 수준
(Information
level)

Level 1

Takeover
request

Current
speed

Level 2

Takeover
request

Current
speed

Remaining
time

Level 3

Takeover
request

Current
speed

Remaining
time

Level 4

Takeover
request

Current
speed

Remaining
time

Level 5

Takeover
request

Current
speed

Remaining
time

Level 6

Takeover
request

Current
speed

Remaining
time

4
7
Distance

9
Required
action

10

Distance

Required
action

12

Distance

Required
action

Traffic
density

14

2.4 Driving scenario
주행 시나리오는 실험 시나리오와 실험 참가자의 학습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더미 시나리오로 구분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참가자는
자율주행 중 제어권 전환 알림이 발생함에 따라 제어권 전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먼저 실험 시나리오에서 참가자는 제어권 전환
후 주행 차로에 나타나는 장애물을 회피하는 과제를 수행한다(see Figure 1). 시나리오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3차선 도로를 주행하며,
각 실험마다 주행 차로, 주변 차량, 그리고 장애물의 종류를 무작위로 변화시켰다. 더미 시나리오는 참가자가 모든 주행 시나리오를
장애물 회피라고 여기고 제어권 전환 정보들을 무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하였다. 더미 시나리오에서는 옆 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제어권 전환 알림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참가자는 제어권을 인계 받아 상황에 대처한다.

2.5 Experimental design
정보 수준(Information Level)에 따른 운전자 제어권 전환 수행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정보 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모든 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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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에서 제어권 전환 요청 시기는 장애물에 도달하기 7초 전으로 동일하게 부여하였으며, 참가자는 6번의 실험 시나리오와 3번의 더
미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총 9번의 실험을 수행한다. 실험 시나리오는 6가지의 정보 수준을 모두 포함하며 더미 시나리오에서의 제어
권 전환 정보 수준은 (Table 2)의 Level 3로 일정하게 부여하였다. 실험에서 정보 수준 및 시나리오의 순서는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운전 과제와 더불어 조건부 자율주행 상황을 가정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NDRT를 수행하도록 실험을 설계하였다. 조건부 자율주
행에서 운전자는 수동 운전 및 모니터링의 의무가 없으므로 시각적 주의를 운전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있는 과제를 NDRT로 선
정하였다. NDRT는 '2048 game'을 수행했으며, NDRT의 수행 능력은 별도로 측정하지 않았다(see Figure 2).

제어권 전환에 대한 정보는 디지털 클러스터를 통해 제공하였으며, Figure 3의 디지털 클러스터는 6단계 정보 수준을 나타낸다. 디지
털 클러스터는 기존 차량의 계기판 위치에 표시하였으며, 제어권 전환 알림이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는 디지털 클러스터에 나타나는
정보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반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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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Dependent variable
정보 수준에 따른 운전자 제어권 전환에 대한 수행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종속변수로 운전대를 손을 올리는 시간(Hands-on-Time;
Gold et al., 2013), 운전자가 차선 이동을 시작했을 때, 장애물 차량과 떨어진 거리(Distance of lane change to the maneuver limit point;
Langlois and Soualmi, 2016)를 측정하였다. 또한 작업부하 측정을 위해 DALI (Driving Activity Load Index; Pauzié, 2008)와 동공 크기 변
화율(Percentage change in pupil size; Katidioti et al., 2016)을 이용하였다. 주관적 작업부하 측정법인 DALI에서는 운전 상황에서의 작
업부하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NASA-TLX의 세부 항목들을 운전 상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DALI의 세부 항목은 주의 노력, 시각적
요구, 청각적 요구, 시간적 요구, 간섭, 상황적 스트레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운전자의 주관적 작업부하를 측정하였다. DALI
이외에도 객관적 작업부하 측정을 하기 위해 동공 크기 변화율을 사용하였다. 동공 크기 변화율을 측정하는 식은 (1)과 같다.
Percent Change in Pupil Size (PCPS) = (Current pupil dilation - baseline)/baseline

(1)

2.7 Procedure
먼저, 실험 참가자는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동의서를 작성한다. 실험에 대해 충분히 숙지가 된 피실험자를 운전대에 앉아 Eye
Tracker를 착용하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 장비를 조정(calibration)하는 작업을 거친다.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연습을 통해 참가자가 수
동 주행, NDRT, 그리고 자율주행 상황에 대해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통해 제어권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디지털 클러스터에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를 알려주고 첫 번째 실험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각 실험이 끝나면 DALI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 실험을 반복하여 총 9번의 실험을 수행한다.

3. Results
3.1 Takeover time
제어권 전환 시간은 운전자가 핸들에 손을 가져가는 시간(Hands-on-Time)을 통해서 측정하였다. 각 정보 수준에 따라 제어권 전환 시
간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제외한 9명의 참가자에 대해 분산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ure 4
을 보면, 그래프는 U자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분산 분석 결과, 제어권 전환 알림에서 표시되는 시각적 정보 수준에 따른 Hands-onTime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 (5,48) = 0.7198, p-value = 0.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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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Takeover performance
제어권 전환 수행 능력은 운전자가 제어권 전환을 했을 때, 장애물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여 확인하였으며, 이는
Figure 5에 나타냈다. 정보 수준에 따라 제어권 전환 수행 능력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제
외한 9명의 참가자에 대해 분산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산 분석 결과, 제어권 전환 알림에서 표시되는 시각적 정보 수준에 따른 제어
권 전환 수행 능력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 (5,48) = 2.901, p-value = 0.0229). 추가적으로 LSD 다중 비교 분석을 통해 사후 분석
을 진행하였다. 사후 분석 결과, 1단계와 6단계가 동일 그룹으로 묶였으며, 나머지 2, 3, 4, 5단계가 동일 그룹을 형성하였다.

3.3 Workload
본 실험에서는 주관적 측정 방법인 DALI와 객관적 측정 방법인 동공 크기 변화(Percent Change in Pupil Size)를 통해 실험 참가자의 작
업부하를 측정하였으며, 이는 Figure 6에 나타냈다.
먼저, DALI를 통해 제어권 전환 시 제공되는 정보 수준에 따라 운전자의 작업부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제외한 9명의 참가자에 대해 분산 분석을 진행했다. 분산 분석 결과, 정보 수준은 운전자의 주관적 작업부하에 유의미한 영
향이 미치지 않았다(F (5,48) = 0.1940, p-value = 0.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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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동공 크기 변화를 통해서도 제어권 전환 시 제공되는 시각적 정보가 작업부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았다. 동공 크
기 변화율에 대한 통계 분석은 사고를 일으킨 참가자와 동공이 측정되지 않은 참가자들을 제외하여 진행했다. 그 결과는 아래 그래프
(see Figure 7)와 같다. 정보 수준에 따라 동공 크기의 변화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 (5,32) = 1.278, p-value = 0.2977).

4. Discussion
본 연구는 조건부 자율주행에서의 제어권 전환 시 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수행에 있어서 최적의 정보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
다. 운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진행된 실험에서 시각적 정보 수준은 제어권 전환 수행 능력에 일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정보 수준이 가장 많은 6단계에서 수행 능력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주변 자동차에 대해 인식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상황
에서 제어권 전환 시간이 늘어났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adlmayr et al., 2014). 작업부하의 경우, DALI를 사
용한 주관적 평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작업부하의 객관적 측정을 위해 제어
권 전환 요청이 발생하고 디스플레이를 보는 시간 동안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동공의 크기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측정하였다. 제어권
전환 상황 동안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작업부하가 높았다면 동공의 크기가 줄어들어 변화율이 음수 값을 기록했을 것이고 작업부하가
높지 않았다면 동공의 크기가 늘어나 변화율이 양수 값을 기록했을 것이다. 실험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표시
된 정보 수준이 작업부하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 수준의 단계별 제어권 전환 수행 능력을 Distance를 통해 살펴보면 1단계와 6단계가 같은 그룹으로, 2, 3, 4, 5단계가 같은 그룹으
로 묶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3, 4, 5단계의 경우 정보 수준이 7~12에 이르는 단계들로 남은 시간에 대한 정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앞 차와의 거리와 필요 행동이 선택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단계의 수행 능력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제어권 전
환 시에는 남은 시간에 대한 정보가 앞차와의 거리와 필요 행동 정보에 비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정보가
주관적 작업부하 평가에서 유용성이 높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Richardson et al., 2018).
Distance는 정보 수준의 1, 6단계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했지만 Hands-on-Time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결과는 운전자
가 제어권 전환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것과 실제 운전을 수행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전 연구 결과와 같
음을 확인할 수 있다(Zeeb et al., 2016). Distance를 통해 보자면 제공되는 정보가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 운전자가 제어권 전환 정보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어 실제 전환 속도와 수행 능력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제어권 전환 정보 수준이 낮을 경우, 실제 시뮬
레이션 상황에서 운전자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해석하여 반응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정보가 너무 많을 경우, 디스플레이를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히려 운전 상황에 반응하는 시간이 늦어져 제어권 전환 시간 및 수행 능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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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어권 전환 알림에서 제공하는 정보 수준에 따른 작업부하를 측정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작업부하의 측
정 도구로 NASA-TLX 등의 주관성 평가를 활용하였던 것처럼 본 실험에서도 주관적 측정 방법인 DALI를 통해 작업부하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운전자가 실제로 제어권 전환을 받을 때에는 본인이 운전 상황을 직접 보고 판단
하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Kim et al. (2019)가 NASA-TLX를 통해 진행한 실험 결과와는 다른데 이는 추후 연구
에서 다른 시점에서의 주관적 평가를 실시하거나 안전감 측정 등의 다른 주관적 평가를 추가로 실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작업
부하에 대한 주관적 평가의 경우 하나의 운전 시나리오가 완전히 종료된 후 제어권 전환 상황에 대한 기억에 의존하여 평가를 진행
해야 했기 때문에, 제어권 전환 정보에 의한 작업부하만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공 크기 변화율을 통
해 추가적으로 작업부하를 측정하였다. 동공 크기 측정의 경우 정보 수준이 4단계와 5단계일 때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기록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에 따른 눈꺼풀의 움직임과 눈알 위치의 변화 등의 이유로 모든 데이터가 정
확하게 수집되지는 못했고 이에 따라 적은 수의 표본 만으로 변화 측정이 진행되어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 따라서 더 많은 표본에 대
해 정확한 측정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Carsten et al. (2012)에서 사용한 심장 박동수 측정 등과 같
은 다른 객관적 작업부하 측정 방법도 추가적으로 사용해볼 필요가 있다.

5. Conclusion
조건부 자율주행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제어권이 전환되는 만큼 해당 시점에서의 운전자와 자동차 간 적절한 소통이 필요
하다. 안전과 직결된 제어권 전환 상황에서 운전자는 자동차가 전달하는 정보를 통해 성공적으로 제어권 전환을 해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어권 전환 시 제공되는 시각적 정보 수준에 따른 제어권 전환 수행 능력과 작업부하 변화를 살펴봤으며, 수행 능력은
Hands-on-Time과 장애물까지 남은 거리 측정을 통해, 작업부하는 주관적 측정과 동공 크기 변화율 측정을 통해 도출했다. 측정 결과를
통해 보았을 때,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랐는데 Hands-on-Time 측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던 반면 장애물까지 남
은 거리 측정에서는 정보 수준이 극도로 높거나 낮을 때 제어권 전환 수행 능력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운전자가 정보와는 관
계없이 신호에 따라 반응하였고 실제 수행 능력과 Hands-on-Time 사이에는 관계가 크게 없음을 의미한다. 작업부하는 주관적 측정과
동공 크기 변화율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제어권 전환 시 제공되는 정보 수준이 적절할 때 NDRT를 수
행하던 운전자가 수월하게 제어권 전환에 임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더 나아가 조건부 자율주행에서 제어권 전환 시에는 전환 후
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양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Epple et al. (2018)의 연구에 따르면 복합 감각의 제어권 전환
요청에서는 시각적 메시지의 효과가 청각적 메시지에 비해 떨어짐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정보 수준에 대한 비교만 진
행되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감각에서의 정보 수준에 따른 수행 능력 측정이 필요하다. 실제 도로에서는 더욱 다양한 상황에
서 각각 다른 판단을 필요로 하므로 상황에 따라 다른 피드백 디자인의 설계가 추후 연구에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실험은 시뮬레이
터를 이용한 실험인 만큼 실제 운전 상황에서의 운전자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실제 도로 상황에서의 실험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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