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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We aimed at a better understanding and analyzing the design space of
external human-machine interfaces (eHMIs).
Background: Autonomous vehicles are expected to become major components in
future transportation system. The eHMIs can be widely utilized to interact with road
users instead of drivers. Despite of their potential applicability, a holistic understanding
of research method and design features for eHMIs remains limited.
Method: We applied a systematic review method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
A total of 26 articles were finally included for the review process. The selected articles
were analyzed depending on the research questions we elicited.
Results: As a result, we provided the results on design space including design variables
and levels.
Conclusion: According to our work, it reveals that different considerations should
be integrated for developing and testing eHMIs.
Application: Our work provides insights into the development and design of eHMIs,
particularly for both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to conceptualize, implement, and
develop their own eHMIs.
Keywords: Autonomous vehicle, External Human-Machine Interface (eHMI), Design
space, Systematic review

1. Introduction
자율주행 자동차는 각종 센서 및 기계 학습 기술을 토대로 하여 운전자의 개입없이 스
스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를 의미하며, 수송,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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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전히 도로 교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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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정착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시스템의 기술적 완성도와는 별개로 인간공학적
관점에서 접근이 요구되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확보(Choi and Ji, 2015), 통제권 전환 이슈(Lee et al., 2020b; Yoon et al., 2019;
Yoon and Ji, 2019), 자율주행 차량과 주변 교통 시스템 및 사용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Hagiya and Nawa, 2020), 자율주행 차량 내 새
로운 사용자 경험(Lee et al., 2020a) 등의 다양한 현안들이 존재하고 있다.
도로 위의 다양한 사용자로 대변되는 보행자, 다른 차량의 운전자, 이륜차 운전자 등과 운전자가 의사소통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에 대
한 것이 대표적인 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주행 환경에서 이러한 의사소통은 운전자에 의해 직접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교차로 상황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간 수신호를 주고 받는 것, 비상등을 켜서 "고맙다" 혹은 "미안하다" 등의 의사를 다른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것 등은 명문화된 법규나 규칙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운전자가 도로 위 사용자들과 의사소통 하는 사례들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권에서 확인되는 현상이다(Lee et al., 2019c). 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사소통의 주체가 되는 운전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 스스로가 해당 의사소통을 수행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차량이 주변의 교통 주체
들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제안되고 있는데, 자율주행 차량 외부에 설치되는 방식의 인간-기계 인터페이스(external HumanMachine Interface; eHMI)가 대표적이다. Figure 1은 다양한 자율주행 차량 컨셉에 소개된 다양한 형태의 eHMI 예시이다.

차량주행 환경 내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주행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주행 맥락에 관계 없이 모든 상호작용 과정에
서 의사소통 오류 없이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차량 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평가 연구가 운전자의 주행
안전에 대한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되어온 까닭이 여기에 있다(Jeon et al., 2015; Large et al., 2016; Lee et al., 2019a; Tippey et
al., 2017). 자율주행 맥락에서도 여전히 주행 안전이 최우선시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차량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도 동일한
맥락에서 수행되어 왔다(Jeon, 2019; Ko et al., 2019; Ko and Ji, 2018; Kutchek and Jeon, 2019; Lee et al., 2020b; Yoon et al., 2019; Yoon
and Ji, 2019). 이는 기존의 차량 인터페이스로 존재하지 않던 자율주행 차량의 eHMI 연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이
에 따라 연구자들은 자율주행 차량의 eHMI 개발에 고려되어야 하는 설계 요인에 대한 연구 또한 주행 안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결과
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eHMI 설계 및 평가에 대한 연구는 아주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련된 설계 공간(Design
Space)에 대한 이해는 아직까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 연구 방식을 통해 인간공학의 관점에서 eHMI를 주제로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하여, 자율주행 차량
의 eHMI 설계 공간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자율주행 차량과 주변 교통 주체들 간의 의사소
통을 고려한 eHMI를 개발하기 위하여 인간공학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주요한 설계 변수 및 수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RQ1: eHMI 설계 공간에 대한 사용자 평가 연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RQ2: eHMI가 사용되는 주요한 주행 맥락은 무엇인가?
RQ3: eHMI는 어떠한 형태로 어디에 설치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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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4: eHMI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의 유형과 표현 방식은 어떠한가?

2. Method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PRISMA) 방법론에 기반한 체계적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Moher et al., 2009). 해당 방법론은 연구 질문과 관련한 문헌
을 수집, 검토, 적격성 확인, 포함의 단계를 통해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연구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방법론으로써, 문헌
연구 기법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에서 활용되고 있다. Figure 2는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문헌 탐색과 포함 과정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키워드("external human-machine interface",
"external HMI", "eHMI")를 검색 과정에 포함시켰다. 해당 검색 과정은 분야 내 주요 국제 논문 라이브러리인 Science Direct, Web of
Science, ACM Digital Library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논문 검색은 2020년 9월에 실시되었다. 검색 과정을 통해 총 57개의 논문이 수집되
었으며(Science Direct: 16편, Web of Science: 22편, ACM Digital Library: 19편), 문헌 수집 과정에서는 논문 유형, 출판 년도 등의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문헌이 포함되었다. 이 중에서 중복된 논문들을 제외하고 총 32편이 남았다. 남은 논문들에 대하여 초록을 검토하여 자
율주행 차량의 eHMI와 관계 없는 논문들 6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6편의 논문을 분석 과정에 포함하였다. 연구 질문에 대한 응답
을 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포함된 논문의 전체 내용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3. Results
3.1 Research method (related to RQ1)
인간공학 분야에서 많은 실증적 연구들은 제품 및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맥락을 구현하여 해당 맥락 내에서 사용자의 과업 수행도,
신체적 반응, 주관적 평가와 같은 사용자 경험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사용자들에
게 직간접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행 안전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사용자들을 실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에 따라 철저하게 통제된 주행 코스를 활용하거나(Frison et al., 2019; Li et
al., 2017), 실험실 환경에서 시뮬레이션 주행 기법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식이다(Lee et al., 2019b; Lee et al., 2019d).

http://jesk.or.kr

552 Seul Chan Lee

J Ergon Soc Korea

자율주행 맥락에서 eHMI에 대한 사용자 연구는 더욱 제한이 많은 편이다. 기술적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
맥락을 구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eHMI가 활용되는 맥락에서 상호작용의 주요 대상은 차량 외부에 있는 사람이므로 해당 맥락을 구
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 내에서 수집된 선행 연구들에서 활용한 방법론들을 정리해보면, 실험실에서의 사용자 평가 연
구, 온라인 설문 연구, 실제 필드에서의 연구, 그리고 인터뷰 연구 방법을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Table 1).

Table 1. Research methods, materials, and procedure used in the reviewed articles
Methods

Materials

Reference

Virtual environments

(Ackermans et al., 2020; de Clercq et al., 2019; Kooijman et al., 2019; Lee
et al., 2019e)

Recorded videos

(Dey et al., 2019; Dey et al., 2020b; Eisma et al., 2020; Faas et al., 2020a;
Faas et al., 2020c)

Simulation scenarios

(Feierle et al., 2020; Rettenmaier et al., 2020a)

Mockups or prototypes

(Rettenmaier et al., 2020b; Schlackl et al., 2020)

Online survey

Images

(Ackermann et al., 2019; Bazilinskyy et al., 2019; Dey et al., 2020a; Kim et
al., 2020)

Field study

Fake automated vehicles

(Faas et al., 2020b; Moore et al., 2019a; Moore et al., 2019b)

Interview study

-

(Ackermann et al., 2019; Schieben et al., 2019)

Lab experiment

실험실 환경에서는 모집된 피험자들에게 eHMI가 활용되는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하는 상황을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상황을 제
공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활용 방법 중 하나는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VR)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eHMI가 활용되는 맥락을 VR 환
경을 통해 시뮬레이션 상황으로 구현하고 피험자가 Head Mounted Display (HMD)를 착용하여 상황을 간접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실
제 차량의 주행을 촬영한 후, 해당 영상 편집을 통해 가상의 eHMI를 구현하여 동영상을 재생을 통해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도 여
러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이외에도 가상의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구축하거나 목업이나 프로토타입을 활용하는 방식도 확인되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으로는 온라인 설문 연구가 활용되었다. 실험실 연구에 비해 과업 상황에 대한 재현성은 다소 낮지만, 많은 피험자
들로부터 응답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온라인 설문 양식에 이미지 혹은 짧은 영상을 삽입하여 상황을 제공하고, 해당
상황 내에서 사람들의 응답을 수집하는 방식이다.
실제 도로 상에서 자동차에 eHMI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들의 응답이나 반응을 관찰한 연구도 있다. 해당 연구들에서는 일반
주행 차량이 자율주행 차량처럼 인식되도록 Wizard-of-Oz 방식을 통해 구현하였다. 해당 방식으로 수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대학 캠퍼
스 내의 도로와 같이 비교적 교통이 적고 안전한 도로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이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실제에 가까운 경험을 제공
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설계 공간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위하여 인터뷰 방식의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표적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가 가장 널리 활용되는 기법 중 하나인데, eHMI의 설계 공간과 관련하여 집단으로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
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3.2 Driving context (related to RQ2)
eHMI는 운전자를 대신하여 자율주행 차량이 의사소통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주행 중인 차량이 의사소통이 필요한 맥락
에서 사용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연구들이 주목한 주행 상황은 자율주행 차량이 보행자와 의사소통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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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되었다(Ackermann et al., 2019; Ackermans et al., 2020; Bazilinskyy et al., 2019; de Clercq et al., 2019; Dey et al., 2019; Dey et al.,
2020a; Dey et al., 2020b; Eisma et al., 2020; Faas et al., 2020a; Faas et al., 2020b; Kim et al., 2020; Kooijman et al., 2019; Lee et al., 2019e;
Moore et al., 2019a; Moore et al., 2019b; Rettenmaier et al., 2020b). 대표적 상황은 보행자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대기 중인 상
황이다. 해당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차량은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고 보행자가 건널 수 있도록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보행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eHMI가 운전자를 대신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
당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행자가 차량의 상태를 오인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주어진 상황 내 보행자의 관점에서 횡단보도를 건널 지에 대한 판단 여부, 횡단보도를 건너기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시점 및 시간, eHMI 정보의 의미명확성 및 가독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eHMI는 자율주행 차량과 보행자 사이의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차량과 다른 차량들과의 의사소통에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 운행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도로 위의 모든 차량이 한
번에 자율주행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자율주행 차량뿐만 아니라 부분 자율주행 차량, 일반 주행 차량 등
이 섞여서 운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율주행 차량은 각기 다른 주행 주체의 차량들과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의
사소통을 위한 eHM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Ackermans et al., 2020; Feierle et al., 2020; Kim et al., 2020; Schlackl et al., 2020). 예를
들어, Rettenmaier et al. (Rettenmaier et al., 2020a)에서는 골목길과 같이 좁은 차도에서 반대 방향의 차량이 서로 마주하고 있을 때 발
생하는 병목 상황에서 eHMI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이 병목 상황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Kim et al. (Kim et al.,
2020)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이 다른 차선으로 끼어드는 과정에서 eHMI의 위치와 표현 방식에 따라 끼어드는 차선에 있는 차량 운전
자에게 명확하게 의도가 전달되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하였다.

3.3 eHMI display type and position (related to RQ3)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율주행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활용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오류 없이 정보를 전달
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가장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eHMI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려되
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는 상황에 적합한 정보 전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앞서 분석한 서로 다른 주행 상황에서 eHMI를 통해 의
사소통을 실시하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정보 전달 형태는 시각적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청각적 디스플레이에 기
반한 인터페이스의 효과성도 일부 연구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지만(Colley et al., 2019; Lee et al., 2019e; Moore et al., 2020), 많은 경우에
청각 디스플레이는 시각 디스플레이와 함께 사용되는 형태로 고려되고 있으며 시각 정보 전달에 입각한 인터페이스가 주된 것으로 간
주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범위를 시각 디스플레이에 기반한 eHMI로 한정하였다.
시각 정보 기반의 eHMI는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정보 전달 방식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시각 정보 디스플레이 기반의 정보 전달이
다. 시스템의 상태를 전달하기 위한 시각 정보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널리 활용되어 오는 방식이다. 자율주행 차량
외부의 특정한 위치에 정보를 시각화하여 표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정보 전달에 활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투사형 디
스플레이 기반의 정보 전달이다. 투사형 디스플레이의 경우 레이저 등을 활용하여 차량 주변의 바닥 표면에 정보를 투사하여 정보 전
달을 행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빛(Light)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기반의 정보 전달 방식이다. 서로 다른 색의 빛을 사용하여 자율주행
차량의 주행 모드, 주변 인식 상태 등을 표현하여 주변과 의사소통을 실시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전달 형태의 eHMI를 자율주행 차량의 어느 위치에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근거리 이상으
로 떨어진 차량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정보의 습득 효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eHMI의 위치가 중요한 설계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eHMI의 위치는 크게 자율주행 차량의 전면/후면 영역, 측면 영역, 지붕 영역, 그리고 투사형 디스플레이를 통
한 차량 주변부로 구분되어 진다. 차량의 전면 영역은 주행 상황에서 보행자가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간주되기에 가
장 일반적인 선택지로 여겨진다. 차량의 전면 영역 내에서도 차량의 그릴 영역이나 전면 윈드실드 영역을 주로 선택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차량의 측면이나 지붕에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방식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투사형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차량의 전면이나 측면에 정보를 비추는 방식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차량 주변 영역이 디스플레이의 위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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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Information type and format (related to RQ4)
정보의 유형과 표현 방식 또한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설계 공간 요인이다. eHMI의 정보 유형은 크게
자율주행 차량의 상태 또는 의도를 전달하는 방식, 상호작용 대상에게 행위를 지시하거나 알려주는 방식, 그리고 행동을 유도하는 정
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차량의 상태 또는 의도를 전달하는 방식은 정보를 자율주행 차량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방식이다.
차량이 속도를 유지하고 주행할 것인지, 속도를 줄일 것인지, 보행자를 인식하였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표현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접
한 사람들이 차량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가능한 행동을 알려주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차량이 보행자를 인식하였고 속도를 줄이고 멈출 것이기 때문에 "건너시오"와 같이 명확하게 상대
가 취해도 되는 행동을 명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패턴을 차량 전면 바닥에 비춤으로써, 사용자들이 횡단보도라는 메타포로부터 차량이 멈출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하고 건너가도
된다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은 eHMI를 통해 전달하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식은 텍스트와 아이콘이나 기호
에 기반한 정보 전달이다. 텍스트는 짧은 단어나 문장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며, 아이콘이나 기호는 의미가 담긴 기호화
된 도형의 조합을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텍스트 기반의 디스플레이는 직접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텍스트 표
현의 용이성이 언어문화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Kacmar, 1991). 아이콘이나 기호의 경우에는 텍스트에 비해 단순하고
압축적으로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보다 빠르게 인식하고 디스플레이에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문화권에 관계 없이 통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enbasat and Todd, 1993). 하지만 아이콘과 기호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한
계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빛을 활용하는 디스플레이는 텍스트나 아이콘이나 기호를 활용하지 않고 서로 다른 색을 통해 차량의 상태 정보를 표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확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 아이콘, 기호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색깔에 대해 지
니고 있는 인식을 활용하여 차량의 상태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4. Discussion and Conclusion
본 연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eHMI의 설계 공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질문을 구성하고 이에 응답하기 위한 체
계적 문헌 연구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확인된 자율주행 차량 eHMI의 설계 공간은 Table 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시각 정보 디스
플레이, 빛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투사형 디스플레이가 주된 방식으로 활용되었으며, 차량 전면부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윈드실드 영역,
지붕 영역, 차량 측면부와 후면부, 혹은 도로 위의 투사가 eHMI 정보 표현의 위치로 확인되었다. 텍스트, 아이콘이나 기호, 그리고 빛
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전달하는 정보는 크게 차량의 상태를 표현하는 방식, 보행자나 주변 운전자에게 가능한 행위
를 직접 지시 또는 조언하는 방식, 그리고 횡단보도 그림을 투사하여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분되었다. 설계 공간의 요인들과 수
준들에 대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Table 2. Design space and variables of eHMI
eHMI display type

eHMI position

Information type

Information format

- Radiator grille
- Visual display

- Windshield

- Status information

- Text

- Light display

- Roof

- Instruction (or advice)

- Icon & Figure

- Projection display

- Side area

- Guidance information

- Light color

- Rear area
- Projection on the road

이슬찬

대한인간공학회지

31 Dec, 2020; 39(6):

A Systematic Review on Design Space of External Human-Machine Interface for Autonomous Vehicle 555

첫째, 전체적인 관점에서 설계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함으로써, 설계 요인들 간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설계 요인들 간의
조합이 적절하지 않거나 애초에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투사형 디스플레이의 경우 차량 주변에 정보
를 투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보의 위치, 유형, 형태의 측면에서 모두 제약사항이 있으며, 빛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서로 다른 빛
의 색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정보 유형과 형태의 자유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둘째, eHMI가 사용되는 다양한 주행 상황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정한 맥락만을 고려하여 설계된 eHMI의 경우 실제
상황에서 마주하게 될 다양한 상황에서 많은 한계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현재 eHMI
구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상황은 보행자와의 상호작용 맥락이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행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은 보행자뿐만 아
니라 도로 위의 일반 주행 차량 운전자, 다른 자율주행 차량, 이륜차 등 다양한 주체들과 상호작용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상호작용
의 주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행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함께 요구될 것이다. 도로 교통 요소, 도로 환경 등에 의한 상황에 관계 없이 요
구되는 상호작용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용자 그룹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볼 때, 어린이 등의 교통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 그룹의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차량 내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가 주된 사용자가 되지만, 자율주행 차량의 eHMI는 도로 위의 수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이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의 대
상이 된다. 따라서 다양한 사용자 그룹에서의 관점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의 경우에는 eHMI의 텍스트 가독성
이나 아이콘의 문해성의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 키가 작기 때문에 eHMI의 위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설계 공간 내 요인과 수준들 사이의 기술적 결합을 위한 고려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는
eHMI의 목적성을 기존 차량 내 운전자에 의해 수행되던 의사소통을 대체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eHMI를 통해 전달되는 정
보나 수행되는 의사소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eHMI가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도로 교통 안전의 관점에서, 전방
차량에 의해 가려지는 시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용도로 eHMI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대중 교통
의 경우에는 기존에 버스들이 광고판을 부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광고 정보와 같은 주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정보를 표
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eHM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구들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eHMI의 목적
인 보행자와의 일대일 의사소통과는 전혀 다른 목적성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설계 공간에 대한 초점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음의 내용들을 고려하면 해당 주제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
째, 우리는 체계적 문헌 연구 기법을 적용하여 문헌을 수집 및 분석하였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eHMI"를 중심으
로 해당 과정을 진행하였지만,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연구들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우리는 체계적 문헌 연구 기법
을 적용하였지만 메타 분석(meta-review)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메타 분석 기법을 통해 연구흐름에 대한 정량적 수치 결과가 보완된다
면 해당 주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의 eHMI와 관련한 설계 공간에 대하
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 선행 연구들이 분석되었기 때문에, 개별 설계 변수들의 최적 설계 방
식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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