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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duct an experiment on the human
factor of control authority transition and analyze the performance of control authority
transition by using a vehicle simulator to support the driver's take-over mechanism
in level 3 automated vehicles.
Background: How to inform the transition of control to manual driving, the driver's
NDRTs (Non-Driving Related Tasks), the driver's age, and driving experience can affect
the quality and timing of manual driving re-engagement. Therefore, research on human
factors for control authority transition is needed in level 3 automated vehicles.
Method: We conducted experiments to identify how visual and cognitive workloads,
pre-cue for attention shifts, driving situation information, modality types that provide
TOR (Take Over Request) information, driving readiness, and driver's secondary task
types affect control authority transition.
Results: In this study, we found that pre-cue or driving situation information is
provided before TOR, the performance for driver's take-over is improved. When
pre-cue is provided auditory (4.25s), the time to recognize TOR is significantly faster
than when it is provided visually (6.25s). We found that the case of providing driving
situation awareness information (3.19s) is faster than the case of not providing (3.96s).
We also identified that the performance for driver's take-over is improved when
haptic interactions are added to provide TOR information. Adding a haptic modality
(3.75s) to an auditory interaction to provide a TOR notification has been observed to
have a much faster TOR recognition time than adding a visual modality (4.57s). In
addition, we found that the greater the cognitive, visual, auditory, and hand-based
physical demands related to the type of secondary tasks (NDRTs), the greater the
workload felt by the driver, so it takes a long time to recognize the TOR and the
performance for control authority transitions is lowered. The TOR recognition time
was found to be faster in cases of looking ahead or around (2.74s) than in the case
of drinking task (3.12s) or texting (3.2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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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The level 3 automated vehicles must manage the driver's readiness to
drive at any time so that the driver can regain control from the ADS and engage
in driving.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develop a driver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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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and related technologies that measure the driver's gaze, hand movement,
in-vehicle conversation, and seating information in real-time.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and commercialization policies that can be referenced and applied by Level 3
automated vehicle companie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automated driving.
Keywords: Level 3 automated driving vehicles, Control authority transition, Nondriving related task, Take-over request, Driver human factors, Driver readiness, Precue, Guidelines for automated vehicles

1. Introduction
SAE J3016 (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미국자동차기술자협회)에서는 자율주행단계를 6단계(레벨 0: 수동~레벨 5: 완전자율
주행)로 제시하였으며, 레벨 3까지는 운전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레벨 4 이상에서는 운전자의 개입이 없어진다. 레벨 2와 레벨 3에서
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으로 운전하거나 운전자에 의한 수동운전이 가능하므로 운전자는 언제든지 운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
어야 한다(SAE J3016, 2016).
레벨 3 차량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ADS: Automated Driving System)과 운전자가 교대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데, 운전자로부터 ADS
로 제어권이 전환될 때는 안정적으로 진행되지만, 자율주행 실패나 수동운전이 필요할 시 ADS로부터 운전자에게 수동운전을 요구하
는 제어권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는 운전자의 준비 상태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Zeeb et al. (2015)의 연구에서는 제어권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교통 혼잡도, 운전자 경험, 운전 이외의 태스크 수행 등의 조합에 의
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old and Bengler (2014)와 Louw et al. (2015) 연구에서는 운전자가 수동운전으로 다시
참여하는 시간을 관측하는 연구가 수행되었고, Merat et al. (2014) 연구에서는 수동운전 시작 후 운전 행동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ADS로부터 수동운전으로 제어권전환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중 운전자가 수행하는 이차과제가 수동
운전 전환 시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어권전환 알림을 주기 전에 주의 전환을 미리할 수 있는 사전 정보 제공은 필요한지, 자율주
행 상황에 대한 상황 정보와 제어권전환 요청까지 남은 거리 또는 시간 등의 정보 제공이 필요한지, 멀티 모달 인터랙션 장치 사용이
제어권전환 시간에 영향을 주는지, 운전준비도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인적요인들을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가 수동운전에 다시 참여할 때의 품질과 타이밍에 영향을 주는 인적요인 특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실험을 수행하여 제어권전환 인지 및 행동 반응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고 레벨 3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제어권전환 가이드라인에 활용
가능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Method
2.1 Experimental environment and measurement data
자율주행차량 운전자에 대한 인적요인 연구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실제 테스트 차량 또는 실내에서의 차량 시뮬레이터를 이
용하여 제어권전환 시나리오를 만들고 자율주행 모드에서 제어권전환 요청(TOR: Take Over Request)을 하였을 때 운전자가 하는 행동
을 영상 및 실험환경에 설치된 센서들로부터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Figure 1과 같이 실험을 위해 운전자, 차량 및 주행 환경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DVE (Driver, Vehicle and
Environment) 시스템을 구현하고 시뮬레이터 실험 환경을 구축했다(Kim et al., 2018). 운전자 제어 기능을 갖춘 현대 클릭 차량을 기반
으로 구축된 고정형 차량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고, 135° 수평 시야를 얻기 위해 전방 도로 영상을 보기 위해 각각 45° 시야각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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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43인치 모니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윙 미러와 백미러는 각각 20° 및 25°의 수평 및 수직 FOV로 후방 도로 장면을 위해 장착하
였다. 주행차도는 8차선 양방향 고속도로 환경으로 각 방향에 4차선이 있고, 테스트 차량은 4차선 중 3차선에 위치했으며, 전방 차량,
좌측 차선(2차선), 우측 차선(4차선)을 포함하여 1km 구간에 약 20대의 교통 밀도를 유지했다. 실험실의 온도와 습도는 일정하게 유지
하였고, 시뮬레이터 차량을 기반으로 모든 운전자 제어 장치, 키넥트 모션 센서, 아이트래커가 작동되도록 연결하였다. 차량 및 환경
정보는 시뮬레이터를 통해 수집되며 운전자 정보는 별도로 부착된 센서 및 설문지 응답을 통해 수집하였다. 차량 시뮬레이터는 데이
터 수집용 서버에 연결되어 있다.

시뮬레이터 실험을 통해 수집 및 저장되는 데이터는 Table 1과 같이 운전자의 연령, 성별, 운전 경험 등의 인구학적 정보, 운전자의 머
리, 상체 등의 움직임 정보, 제어권전환 요구 시 반응한 시간 정보, 주행 차량의 종방향/횡방향 정보, 워크로드, 스트레스 등의 설문 정
보 등으로 구성된다. 독립변수는 연령, 성별 등의 인구학적 정보이고, 종속변수는 수동운전을 하기 위해 눈을 전방에 두고 수동운전
변환 버튼을 누르고 핸들에 손을 얹은 반응시간인 eye_ontime, button_presstime, hand_ontime이다.

Table 1. Types of data collected in the simulator experiments
Information type

Description

Demographic

Age, gender, driving experience

Driver's behavior

Head movement, upper body motion
- Eye_ontime: time to perception and reflexive to TOR

Driver response
after TOR

- Button_presstime: time of button click in response to TOR
- Hand_ontime: time to put a hand on the steering wheel for manual driving after TOR
- Settletime: time when manual driving is stabilized

Longitudinal control

Velocity, brake, pressure, acceleration pedal opening amount, throttle opening amount

Lateral control

Steering angle, steering angle velocity

Questionnaires

NASA Workload Index (NASA-TLX), Rating Scale Mental Effort (RSME), Visual Analog Scale (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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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perimental design
본 연구에서는 레벨 3 자율주행 상황에서의 제어권전환 안전성 확보와 제어권전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인적요인 특성 실
험을 아래와 같이 설계하고 수행하였다.
(1) 시각 및 인지적 부하에 따른 제어권전환 인적요인 특성 실험
(2) 프리큐(pre-cue) 제공에 따른 제어권전환 인적요인 특성 실험
(3) 주행상황정보 제공에 따른 제어권전환 인적요인 특성 실험
(4) 시각, 청각, 촉각 인터랙션 장치 사용에 따른 제어권전환 인적요인 특성 실험
(5) 운전준비도에 따른 제어권전환 인적요인 특성 실험
(6) 운전이 아닌 이차과제 유형에 따른 제어권전환 인적요인 특성 실험

2.2.1 Visual and cognitive load testing method
자율주행 중 운전자가 수행하는 이차과제인 NDRT (non-Driving Related Task)에 따라 운전자의 VACP(Visual, Auditory, Cognition,
Psychomotor) 사용 상태는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운전자가 다시 수동운전으로 전환할 때, TOR 반응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시각적(Visual) 업무부하를 높이기 위해 Figure 2의 왼쪽과 같은 이미지를 차량 내의 단말기에 나타나도록 하여 실험자
가 다른 그림을 찾아 클릭하게 하고, TOR이 발생하기 전까지 동일 작업을 반복해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인지적(Mental) 업무부하를 극
대화하기 위해서는 Figure 2의 오른쪽에 보여지는 숫자를 이용하여 PASAT (Paced Auditory Serial Addition Test) 수행을 TOR이 발생하
기 전까지 5초 간격으로 반복해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PASAT는 n-back 테스트로써, 인지작용, 특히 청각 정보와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측정법으로 잘 알려져 있고, Daniel et al. (2009)의 운전부하연구에서도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해 PASAT 과제를 사용하였다.
이 실험에서 TOR 정보 알림은 "띠띠띠띠" 소리의 청각과 왼쪽, 가운데, 오른쪽 3개 모니터에 "수동운전으로 전환하세요" 라고 시각 인
터페이스로 동시에 제공하였다. 실험자들은 각 실험을 수행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시각적/인지적 업무부하가 높은 NDRT
를 수행하는 중에 제어권전환 요청이 오면 제어권전환 반응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Kim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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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The experimental method of providing pre-cue
프리큐는 Chawla et al. (1999) 연구에 의하면, 자극 발생 이전의 관련 기저 활성도(related baseline activity)를 증가시킨다. 기저 활성도
의 증가는 이후 수행하는 작업의 성능과 효율을 높여준다. 한편, Fazekas and Naray (2017) 연구에 의하면, 프리큐는 사전 지각 프로세
스(early perceptual processing)를 유도하여 인지적으로 준비된 상태를 가져온다. 또한, 프리큐는 주의 전환(attention shift)을 일으키고
주의 전환은 처리 효율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프리큐 실험에서는 TOR 4초 전에 시각 채널로 반복(VR, Visually Repeated Warning), 청각 채널로 단음 소리(AS, Auditory
Simple Warning), 청각 채널로 반복된 소리(AR, Auditory Repeated Warning)의 3가지 종류를 제공하였다. VR 실험에서는 센터페시아 디
스플레이에 붉은색으로 "주의" 라는 글자가 깜빡 깜빡하고 점멸하게 하고, AS 실험에서는 "삐삐" 라는 소리를 1회 제공, AR 실험에서는
"삐삐" 라는 소리를 4초간 반복해서 제공하였다. 자율주행 시 운전자는 스마트 폰으로 주어진 속담을 똑같이 정확하게 입력하는 이차
과제를 수행하였다. 실험자들은 각 실험을 수행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TOR 전에 프리큐를 제공함으로써 실험자의 TOR 성
능 변화를 분석하여 제어권전환 반응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Kim et al., 2020).

2.2.3 The experimental method of providing situation awareness information
제어권전환 시 상황정보 제공에 따른 운전자의 반응 변화와 TOR 성능 분석을 위한 실험이다. 자율주행 시 운전자는 스마트 폰으로
주어진 속담을 똑같이 입력하는 NDRT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자율주행 시 디스플레이에 운전모드 정보만 표시하고 상황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NO_SA), 남은 시간과 남은 거리를 제공하는 경우(SA_1), 주행환경 정보를 추가로 더 제공하는 경우(SA_2), 전방의 사고
또는 공사 정보를 추가로 더 제공하는 경우(SA_3)로 Figure 3과 같이 구분하여 실험하였다. 각 실험을 수행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실험자들은 각 실험을 수행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TOR 전에 상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험자의 TOR 성능 변화를 분석
하여 제어권전환 반응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Kim et al., 2019a).

2.2.4 The experimental method of providing interaction modality
계획된 제어권전환 요청과 응급상황 발생과 같이 계획되지 않은 제어권전환 요청에 대한 운전자의 반응과 TOR 성능 변화를 분석하
고 TOR을 제공하는 모달리티 채널별로 TOR 성능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다. 청각(Auditory)과 시각(Visual) 채널을 통한 계획된
TOR 실험(AV), 청각과 촉각(Haptic) 채널을 통한 계획된 TOR 실험(AH), 청각/시각/촉각 채널을 통한 계획되지 않은 TOR 실험(AVH)을
수행하였다. 자율주행 시 운전자는 스마트 폰으로 주어진 속담을 똑같이 입력하는 NDRT를 수행하였다. 각 실험을 수행하고 설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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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였다(Kim et al., 2019).

2.2.5 Experimental method on the influence of driving readiness
운전준비도(Driver Readiness)는 자율주행 모드에서 수동운전 모드로 제어권이 전환될 때 운전자가 제어 권한을 다시 획득하여 차량을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운전자 상태이다(ISO/PDTR 21959). 예를 들어, 운전자가 저부하(underload) 상태이거나
NDRT에 몰입하면 운전준비도는 낮은 상태가 되어 운전자의 수동 주행이 위험할 수 있어 운전준비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Kim et al., 2018).
운전준비도에 따른 제어권전환 인적요인 특성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자율주행 중에 물을 마시는 실험(drinking), 스마트 폰으로 문
자를 계속하는 실험(texting), 운전에 도움이 되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주변차량을 계수하는 실험(driving related task)을 진행하였다.
TOR 정보 알림은 청각, 시각, 촉각 인터페이스를 모두 사용하였다. 시각적으로는 아이패드에 "수동운전" 문구를 알리고, 청각적으로는
"수동운전으로 전환하세요" 음성 제공, 촉각은 운전자 시트에 진동이 있었다. 또한 센터페시아의 아이패드에 제어권전환까지 남은 시
간, 남은 거리, 주변차량정보 등의 주행상황정보를 제공하였다. 각 실험을 수행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2.2.6 Experimental method for the effect of NDRT types
NDRT 종류에 따른 제어권전환 인적요인 특성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5종류의 NDRT를 선정하여 제어권전환 실험을 수행하였다. 자
율주행 중 이차과제를 하지 않는 No NDRT 실험, 동승자와 대화하는 실험(conversation), 스마트 폰으로 문자를 입력하는 실험(texting),
물을 마시는 실험(drinking), 차량 내 설치된 단말기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실험(movie)을 선정하고, 각 실험에서 자율주행에서 수동운전
으로 제어권을 전환하는 요청에 따라 운전자가 반응하고 수동운전에 다시 참여하는 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TOR
발생 전에 "띠띠" 소리로 프리큐를 제공하고, TOR은 "수동운전해 주세요" 라는 음성으로 알렸다. 각 실험은 3회씩 반복 수행하고 설문
지를 작성하였다(Kim et al., 2019b).

2.3 TOR perception and reaction time model
우리는 운전자 반응과 차량 거동 정보를 이용하여 자율주행에서 수동주행으로 제어권전환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TOR을 인지하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며 수동운전을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과정에 따른 반응시간을 Figure 4와 같이 T1, T2, T3, Time Budget으로
구분하여 인적요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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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1: TOR 자극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시간
(2) T2: TOR 정보를 분석하고 수동전환 할 때까지의 정보처리 시간
(3) T3: 운전자가 수동전환 후 운전이 안정화 될 때까지의 시간
(4) Time Budget (TB): T1 + T2 + T3 총 합

2.4 Participants and data preprocessing
본 연구에서는 면허취득 후 최소 1년 이상의 운전 경험을 가진 참가자를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하였다.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에 대해 유사한 비율이었고 연령대 별 남녀 비율도 비슷한 구성으로 모집했다. 실험완료 후 참가자에게 보상을
지급했다. 참가자들은 실험 전에 시뮬레이터 작동 방법, 제어권전환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연습운전을 충분히 수행한 후 각 실험에
참여했다. 각 참가자는 각 실험이 끝날 때 NASA 작업부하 지수(NASA-TLX), 등급 척도 정신적 노력(Rating Scale Mental Effort) 및 시
각 아날로그 척도(Visual Analog Scale) 설문지를 작성했다.
Table 2의 왼쪽은 각 실험에 참가한 연령대별 인원이고 오른쪽은 이상치(outlier)를 처리하고 모든 실험 결과가 있는 연령대별 인원이
다.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 실험별로 T1, T2, T3, Time_Budget 각각에 대해 평균 수치로부터 표준편차의 3배 보다 큰 값을 이상치로 판
단하고 제거하였으며, 이후 대응 표본 t-test를 위해 모든 실험결과가 있는 실험자에 대해서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Table 2.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data used for analysis
Number of experimental participants

Age

Number of data used for analysis

20s

30s

40s

50s

Sum

20s

30s

40s

50s

Sum

10

8

11

7

36

8

7

8

4

27

9

9

9

9

36

6

7

4

6

23

Situation awareness

10

8

9

9

36

2

2

5

5

14

Interaction modality

18

15

15

12

60

9

9

8

7

33

Driver readiness

12

12

14

10

48

5

3

8

1

17

8

10

8

10

36

6

6

3

6

21

Visual/Cognitive load
Pre-cue

NDRT types

3. Results
3.1 Analysis result of TOR response time
시각적 부하를 극대화한 경우와 인지적 부하를 극대화한 상황의 제어권전환 실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제어권전
환을 인지한 시간(T1)이 시각적 부하를 크게 한 실험이 인지적 부하가 큰 실험보다 유의하게 느리게 나타났다(p<0.05). 수동운전안정
화까지 고려한 실험 데이터는 인지적 부하가 클 때 Time budget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중에 운전자가

Table 3. The TOR response time analysis results for visual and cognitive load influence
Experiment

N

T1 (s)

T2 (s)

T3 (s)

Time Budget (s)

Visual task

27

3.07

1.31

11.69

16.07

Mental task

27

2.59

1.37

14.73

18.69

t-test result for T1
t=2.95, p=0.007

http://jesk.or.kr

592 Hyunsuk Kim, et al.

J Ergon Soc Korea

시선을 전방이 아닌 다른 곳에 두게 되면 제어권전환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리큐를 제공하는 방법에 따른 인적요인 특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VR>AS>AR 순서로 제어권전환 인지 시
간(T1)이 유의하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p<0.05). 청각적인 프리큐 제공에서도 반복적인 소리로 운전자에게 알리는 경우 제어권전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차과제를 하던 운전자의 주의를 수동운전 재참여로 전환시키는데 시각보다는 청각
적인 프리큐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The TOR response time analysis results of experiments providing pre-cue
Experiment

N

T1 (s)

T2 (s)

T3 (s)

Time Budget (s)

VR

23

6.27

1.39

25.71

33.37

AS

23

4.80

1.45

18.25

24.50

AR

23

4.25

1.26

15.70

21.21

ANOVA result for T1

F=9.05, p=0.000

주행상황정보를 제공한 제어권전환 실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이 상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보다 주행상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제어권전환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보였다(p<0.1). 운전자가 이차과제를 수행하더라도 차량에 탑재된 에
이전트를 통해 제어권전환까지 남은 시간, 남은 거리 등의 정보를 확인할 경우 이를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어권전환을
미리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5. The TOR response time analysis results of experiments providing situation awareness information
Experiment

N

T1 (s)

T2 (s)

T3 (s)

Time Budget (s)

No_SA

14

3.96

0.6

12.9

17.5

SA_1

14

3.26

0.6

12.6

16.5

SA_2

14

3.13

0.5

13.8

17.4

SA_3

14

3.19

0.7

10.3

14.2

t-test result for T1

(NO_SA, SA_3):
t=1.84, p=0.089

제어권전환 알림(TOR)을 제공하는 인터랙션 장치의 모달리티 특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Table 6과 같이 청각적인 알림에 추가
적으로 시각보다는 촉각 장치를 통해 알림을 주는 경우 제어권전환 성능이 유의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촉각 인터랙
션 장치 사용이 운전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준비를 유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6. The TOR response time analysis results for interaction modality influence
Experiment

N

T1 (s)

T2 (s)

T3 (s)

Time Budget (s)

AV

33

4.57

1.28

24.02

29.87

AH

33

3.75

0.96

17.98

22.69

AVH

33

3.55

1.36

15.71

20.62

김현숙 등

t-test result for T1
(AV, AVH): t=2.79, p=0.008
(AV, AH): t=3.07, p=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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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준비도 영향을 고려한 제어권전환 실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Table 7과 같이 손이 자유롭고 시선을 전방이나 차량 주변을 확인
하도록 한 경우가 손과 시선을 다른 곳에 두는 이차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제어권전환 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
해 운전자의 운전 재참여를 위해서는 신체적 준비와 시각적 준비를 하고 있어야 언제라도 안전하고 신속한 제어권전환에 도움을 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7. The TOR response time analysis results for driving readiness influence
Experiment

N

T1 (s)

T2 (s)

T3 (s)

Time Budget (s)

Drinking

17

3.12

0.57

5.57

9.27

Texting

17

3.23

0.53

6.16

9.92

Driving related

17

2.74

0.52

5.78

9.04

t-test result for T1
(Texting, Driving Related):
t=-1.905, p=0.075

운전이 아닌 이차과제 유형에 따른 제어권전환 인적요인 실험에서는 수동운전으로의 제어권전환은 시뮬레이터 차량의 패들 시프트를
작동시키면, 자율주행에서 수동운전으로 운전모드가 변경되도록 진행하여 다른 실험과 다르게 T1과 T2를 합쳐진 시간이 측정되도록
하였다. Table 8과 같이 물마시기, 문자하기, 동영상 시청 등 손을 이용하는 이차과제 또는 인지적 부하가 높은 이차과제의 경우가 유
의하게 제어권전환 성능이 낮고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량에서는 운전자 준비도를 모니터링하고 일정한
준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에이전트 시스템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8. The TOR response time analysis results for NDRT types influence
Experiment

N

T1+T2 (s)

No_NDRT

21

2.52

Conversation

21

2.42

Drinking

21

2.95

Texting

21

3.18

Movie

21

4.85

t-test result for T1+T2

(No_NDRT, Drinking): t=-2.14, p=0.045
(No_NDRT, Texting): t=-3.08, p=0.0059
(No_NDRT, Movie): t=-5.13, p=0.000

4.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레벨 3 자율주행차량에서 운전자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동운전 재참여와 안정적인 차량 제어 회복을 위해 운전자의
제어권전환 매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제어권전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차량 시뮬레이터를 이용하
여 다양한 조건으로 제어권전환 인적요인 실험을 수행하고 제어권전환 요청 반응시간 관점에서 성능을 분석하였다.
인적요인 실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에 수행할 수 있는 이차과제의 인지적 요구가 클수록 운전자가 느끼는 작
업부하가 커지므로 운전자의 제어권전환을 인지하는 시간이 오려 걸려 제어권전환 성능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차과제의 시각적
요구, 청각적인 요구, 손을 이용한 신체적 요구가 클수록 운전자가 제어권전환 요청에 반응하는 시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자의 운전준비도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임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계획된 제어권전환 시점에 대한 상황정보를 제공할 경우 인지 반응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운전자
는 제공되는 상황 정보를 이용하여 제어권전환 시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주어진 제어권전환 요청에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자
율주행 중 이차과제를 수행하는 운전자에게 상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어권전환 성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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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전반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분석되는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인지적 요구(Cognitive)가 클수록 운전자가 느끼는 부하가 크다.
(2) 감각적 요구(Visual, Auditory)가 클수록 운전자가 TOR에 반응하는 시간이 길다.
(3) 신체적 요구(Psychomotor)가 클수록 운전자 TOR에 반응하는 시간이 길다.
(4) 장년층에 비하여 청년층의 제어권전환 시간이 빠르다.
(5) 제어권전환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제어권전환 시간이 빠르고, 운전부하가 낮다.
향후 위와 같은 특성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시선 움직임, 차량 내 대화 여부, 손이나 자리 착석 정보, 신발의 착용 여부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운전이 아닌 다른 이차과제를 수행하다
가 수동운전으로 전환할 때의 운전자 부하, 제어권전환 시간을 직접적으로 측정 혹은 추정하기 위한 운전자 모니터링과 운전준비도
예측을 위한 기술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레벨 3 자율주행차량 개발 업체 및 관계기관이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및 상용화 정책 개발에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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