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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how that by calculating the optimal take-over
request lead time (TORlt) using the stabilization time, the stabilization time could be
fully utilized in research on take-over and reflect the personal driving tendency that
variables in the previous study could not perform.
Background: In conditional automated driving, the driver is placed in an out-of-theloop situation.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take-over request,
but there is no official definition of optimal TORlt. In previous studies, they suggested
various optimal TORlts, but there is the common limitation that they did not reflect
personal driving tendencies. The tendency of personal driving is well observed in
longitudinal/lateral control during manual driving, a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tabilization after take-over to see if the driving performance has reached the manual
driving level.
Method: A total of 46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is study described a
take-over situation due to the sudden appearance of obstacles during automated
driving using an OpenDS simulator. After the take-over, the driver performed manual
driving until it was determined that the vehicle had stabilized on its own. The driving
performance related to vehicle stabilization was measured as the standard deviation
of speed and steering wheel angle (SWA). Using these, individual stabilization standards
and the stabilization time were measured. Four TORlts (3s, 7s, 10s, 15s)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one-factor within-subject ANOVA analysis and Fisher's
LSD post-hoc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longitudinal/lateral stabilization time
and Dual stabilization time as dependent variables.
Results: In lateral stabilization and dual stabiliza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tabilization time according to the change in TORlts, which was classified into two
groups: 3s and more than 7s. And the stabilization time decreased as TORlt increased
from 3s to 10s. But when TORlt increased from 10s to 15s, the stabilization time
increased again, which was in a U-shape.
Conclusion: The optimal TORlt calculated using the stabilization time reflecting
individual stabilization standards is about 10 seconds, which is similar to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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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This means that the stabilization time can sufficiently replace the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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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variables used in the previous take-over studies. In addition, since individual
stabilization standards were applied and analyzed, there is a sufficient advantage in
that it can reflect personal driving tendencies.
Keywords: Stabilization, Automation, Take-over Request lead time (TORlt), Personal
driving tendency

1. Introduction
최근 자율주행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자율주행차량들이 도로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율주행차량
을 "스스로 움직이고, 사람의 입력 없이 환경을 감지하고 운행할 수 있고, 사람의 개입 없이 주행을 결정하고, 전통적인 자동차 운송
능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Wan and Wu, 2018).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2018)의 국제적 정의를 자율주행에 대한 운전자의 참여 정도에 따라서 총 5개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0단계는 자율주행이
전혀 없는 수동운전이라고 한다면 3단계는 인간의 개입이 일부 필요한 조건부 자율주행, 5단계는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한 자율주행을 의미한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새로운 환경을 제공한다. Carsten et al. (2012)에서는 운전자가 자동운전 시스템의 작동으로 인해 지속
적인 운전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운전과 관련 없는 업무인 운전 외 과제(Non-Driving Related Task, NDRT)를 하게 됨을 확인
했고 Endsley and Kaber (1999)에서는 기존의 수동 운전자들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행동이 자율주행 운전자들에게 새로운 상황을 제
공함을 확인했다. 새로운 상황이란 자율주행차량의 운전자가 운전 외 과제를 하다가 다시 운전 과제로 주의를 전환할 때 과의존성,
기술 저하, 상황 인식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는 Out-of-the-loop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Saffarian et al., 2012). 이러한 문제점은 실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오류를 인식하지 못하고 추돌사고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
하지 않다거나 게임을 하다가 콘크리트 바리케이드에 충돌하여 사망하는 사고 등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였다(Park, 2021).
이러한 자율주행차량에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는 '제어권 전환 요청(Take-Over Request, TOR)'이다. 제어
권 전환(Take-over)이란 차량의 횡방향 및 종방향 제어, 다른 도로 사용자 및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차량 디스플레이 및 자동 시스템
과의 상호작용 등의 책임이 자율주행차량에서 인간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Banks and Stanton, 2016a). Banks and Stanton (2019)에서
제어권 전환은 자동화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인간 요소가 완전히 필요 없어지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고, 완전한 자율주행 기능
을 제공 못하는 상황, 운전자가 다시 차량을 수동으로 제어하려고 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 제어권 전환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이야
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율주행 연구들이 제어권 전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제어권 전환 요청이 언제,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
느냐가 관건이었다. 그러나 제어권 전환 요청은 빨리 인지할수록 좋은데 언제 제어권 전환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그
시간(Take-over Request lead time, TORlt)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아직까지 없고(Wan and Wu, 2018) 최적의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을
구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Gold et al. (2013)에서는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을 5초와 7초를 비교하였고 이때 사용
한 변수는 이동 경로와 가속 페달 밟은 정도, 반응 시간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이 7초일 때 제어권 전환 품질
이 더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Mok et al. (2015)은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 2, 5, 8초를 비교하였는데 사용한 변수는 핸들조작 각도,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차량의 위치를 이용하였고 2~5초 사이에 제어권 전환에 필요한 최소 시간이 있으며 8초일 때 가장
편안한 제어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Samuel et al. (2016)이 자율주행차량 앞에 갑작스러운 보행자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눈동자 움직임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긴급한 상황에서 최소 8초의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이 있어야 한
다고 제안했다. 이렇듯 많은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Eriksson and Stanton (2017)에서는 Gold et al. (2013)에서 주장한 운전자가 제어권
전환하는데 필요한 최소 시간 7초가 최근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많은 연구에서 7초를 최적의 시간으로 생
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전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개인 운전 성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Bao et al. (2019)는 운전 보조

임승재 · 명노해

대한인간공학회지

31 Dec, 2021; 40(6):

Optimal Take-over Request lead time (TORlt) using the Stabilization time 415

장치가 일차적인 안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운전자와는 무관하게 상황을 조치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고 하면서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관심사이지만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운전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Dogan et al. (2019)
에서는 종/횡방향 제어는 수동 주행에 대한 습관이 관찰되고 제어권 전환 후 안정화에 대한 운전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율주행차량 연구에서 특히, 종/횡적인 제어에 있어서는 개인 별 운전 습관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개인의 운전 성향을 반영하기에 가장 용이한 변수는 차량 안정화이다. Dogan et al. (2019)은 종/횡방향 제어에서 수동 주행에 대한 습
관이 관찰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Park et al. (2019)에서는 제어권 전환 직후 운전자의 상태가 평소의 운전 상태와 다를 확률이 크기
에 평소 운전 상태와 동일한 상태에 이르기 까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제어권 전환 안정화 특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이러한 이전 연구들을 토대로 개인의 운전 습관이 반영되는 종/횡방향 제어를 수동 주행(평소의 운전 상태)으로 측정한 것을 차
량 안정화 기준으로 삼고 제어권 전환 이후 차량이 해당 기준으로 안정화될 때까지를 본다면 개인 운전 성향이 반영된 분석이 가능
할 것이다. 차량 안정화와 관련된 이전 연구로는 Bueno et al. (2016)에서 Phase 4를 안정화 구간으로 설정하고(Figure 1-a) 5초씩 나누
어 총 12개의 시간 구간을 각각의 최대 핸들 조작 각도와 평균 속도로 비교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게 되는 구간을 '안
정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Maggi et al. (2020)에서는 Section 4를 Trajectory Stabilization로 하고(Figure 1-b) 구간 전체에서 도로
중심으로부터 차량 위치를 표준편차로 계산하고 제어권 전환 전략 별로 비교하여 위치 변화가 적은 전략을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
하였다. 아쉽게도 차량 안정화와 관련된 이전 연구에서도 개인 운전 성향이 반영된 바는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차량 안정화 도달시간을 통해 최적의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에
임하였다. 이를 통해 차량 안정화 도달시간이 기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각종 변수들처럼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인 최적의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을 산출하는 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개별 운전 성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기존 변수들의 단점
을 극복할 수 있는 변수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2. Method
2.1 Participants
20세부터 33세까지 총 46명의 참가자(남 33, 여 13)가 실험에 참가했다. 운전 경력은 6개월 이내부터 5년 이상까지 분포하였다. 이들
모두는 정상 시력,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다. 참가자들에게는 시간당 1만원의 실험참가비가 주어졌다.

2.2 Apparatus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OpenDS 주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였다. 주행 시뮬레이터의 구성은
로지텍 GT 핸들, 의자, 엑셀 및 브레이크 페달, 상하좌우 조절 가능한 의자로 이루어졌다. LCD 모니터 1대에서는 주행 시나리오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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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었다. LCD 모니터에서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정보는 게이지로 표시되는 속도이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운
전자가 수행해야 할 운전 외 과제는 핸들 우측에 위치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특정 사건이 발생함과
동시에 운전자에게 청각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제어권 전환을 요청한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운전자가 엑셀 또는 브레이크 페달이나 핸
들을 건드림과 동시에 해제된다. 운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

2.3 Driving scenario
운전자는 4차선 고속도로 환경에서 가장 우측 차선을 100km/h로 달리고 있다. 주변에 다른 차량은 존재하지 않고 나무와 속도 경고
판이 존재한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운전자의 추가적인 조작 없이 실험 시작과 동시에 작동한다.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어권
전환 상황은 운전자 차선 앞에 갑작스러운 장애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부여되었다. 이때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왼쪽으로
변경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다. 장애물을 피한 이후 운전자는 원래 차선으로 돌아온 뒤 계속 수동운전을 수행한다. 운전자가 스스로
차량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하면 실험은 종료된다.

2.4 Non Driving Related Task (NDRT)
운전 외 과제는 운전자의 모든 주의 자원을 운전 과제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시각적인 요소와 인지적 요소 모두 사용하는 과제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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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였다. 운전자는 자율주행이 진행되는 동안 핸들 우측에 설치되어있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숫자 계산 게임을 진행한다. 주어진
화면에는 계산식 또는 숫자가 적힌 총 3~4개의 원들이 제공되고 이를 계산하고 비교하여 가장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가 적힌 원 순
으로 터치를 한다. 만약 틀리게 되면 새로운 화면으로 전환된다. 운전자들은 해당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자율주행차량 주변 환경에 대
한 모니터링은 실시하지 않고 가능한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한 시행을 한다.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부터 제어권 전환
요청이 발생되면 즉시 운전 외 작업을 멈추고 운전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

2.5 Experiment design and procedures
현재 실험은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TORlt)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은 총 4가지(3초, 7초, 10초, 15초)를 이용
하였고 이는 개인 별 무작위 순서로 부여되었다. 운전자는 실험 개요, 목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개인 인적사항을 작성하였다. 이후 시뮬레이터에 앉아 자신의 신체 특성에 맞게 조절한 뒤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1회의 자율주행 및
제어권 전환 요청 신호를 경험한 후 수동운전을 5분간 연습했다.
본 실험에 앞서 개인 별 차량 안정화의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수동운전을 시행하는데 이때 제어권 전환 요청 신호를 중간에 부여하
여 본 실험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본 실험이 시작되면 차량은 시작과 동시에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운전자는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에 대한 정보 없이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운전 외 과제를 시작한다. 운전자는 운전 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자율주행차량
과 주변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은 불필요하고 온전히 운전 외 과제에만 집중하고 차량은 입력된 시나리오대로 일정한 속도와 좌우편
차 없는 안정적인 주행이 이루어진다. 차량이 장애물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이 되면 LCD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주어지고 운전자는 경고음을 듣는 즉시 운전 외 과제는 중지한 뒤 자율주행차량으로부터 제어권을 전환 받아 수동으로 운
전을 진행한다. 장애물 통과 이후 운전자 스스로 차량이 안정화되었다고 생각되면 실험자에게 통보하고 실험을 종료한다.

2.6 Measurements
OpenDS 주행 시뮬레이터는 경과시간, 속도, 차량의 위치(x, y, z), 핸들 조작 각도, 엑셀과 브레이크 밟은 정도를 자동으로 수집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종속변수는 운전시간, 속도(Speed), 핸들 조작 각도(Steering Wheel Angel, SWA)이다. 운전시간의 단위는 ms, 속도
의 단위는 km/h, 핸들 조작 각도는 전체 회전 각도(-540°~540°)를 -1~1범위로 산출한 값으로 출력된다. 각 데이터는 0.05초마다 측정
되고 각 측정값은 제어권 전환 요청이 발생한 시점부터 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록된다.
각 실험 별 측정 데이터는 장애물을 통과한 지점부터 시작하여 n초에서 n+2초까지의 속도와 핸들 조작 각도의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데이터 측정 최소 단위인 0.05초마다의 표준편차값으로 정리하였다(Figure 4). 표준편차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있는지를 나타내
는 척도로 표준편차가 작다면 그만큼 변화량도 적고 이는 앞으로의 2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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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정도를 산출하였고 수동운전 데이터에서 측정된 안정화 기준 이내로 처음 도달한 시간을 기록하였다. 종/횡적인 안정화가 동
시에 기준 이내에 도달했을 경우는 동시 안정화 시간(Dual Stabilization Time)이라고 명명하였다.

2.7 Data analysis
수집된 데이터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4가지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을 독립변수로 하고 각 차량 안정화 도달시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one-factor within-subject ANOVA를 실행하여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에 따른 차량 안정화 도달시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
고자 하였다. 이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에 대해 Fisher의 LSD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의 증감
에 따른 안정화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가장 빨리 안정화에 도달하는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을 확인하고자 한다.

3. Results
실험 결과 총 참가자 46명 중 시스템 오류로 인한 측정 불량 4명, 장애물과 충돌하여 차량이 정지된 인원 6명은 제외하고 36명을 분
석하였다. 장애물 충돌 상황은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이 3초일 때에만 발생하였다.

3.1 Standard Deviation of Speed (SDSpeed)
속도의 표준편차는 자율주행차량의 종적인 안정화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Figure 5를 보면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이 증가함에 따른 속
도 표준편차의 안정화 도달시간의 변화에서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이 3초일 경우에는 5.2초, 7초일 경우에
는 5.5초, 10초 일 경우에는 3.7초, 15초일 경우에는 3.6초의 안정화 도달시간을 보인다. Figure 6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속도 표준
편차에 대한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다(F(3,140))=0.38, p=0.7702).

3.2 Standard Deviation of Steering Wheel Angle (SDSWA)
핸들 조작 각도의 표준편차는 자율주행차량의 횡방향 안정화를 의미한다. Figure 7을 보면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핸들 조작 각도 표준편차의 안정화 도달시간은 점차 짧아지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이 3초일
경우에는 11초, 7초일 때는 6.7초, 10초일 때는 6.5초, 15초일 때는 6.9초의 안정화 도달시간을 보인다. 통계적으로는 속도 표준편차 때
와는 다르게 Figure 8에서 보듯 핸들 조작 각도 표준편차에 대한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 별 차이는 유의하다(F(3,140))=6.63, p=0.0003).
그 차이는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 3초와 7초 이상 두 그룹으로 구분된다.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이 3초일 때와는 별개로 7초 이상의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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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Dual stabilization time
동시 안정화 시간은 속도 표준편차와 핸들 조작 각도 표준편차에서의 안정화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시간을 의미한다. Figure 9를
보면 핸들 조작 각도 표준편차 때와 마찬가지로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동시 안정화 시간은 점차 짧아지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이 3초일 경우에는 15초, 7초일 경우에는 9.7초, 10초일 경우에는 8.5초, 15초일
경우에는 10.4초의 안정화 도달시간을 보인다. Figure 10에서 보듯 통계적으로 봤을 때 동시 안정화 시간에 대한 제어권 전환 요청 시
간의 차이는 유의했다(F(3,140))=3.30, p=0.0224). 핸들 조작 각도 표준편차 때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 3초와 7초
이상 두 그룹으로 구분되고 7초 이상의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험 결과들을 종합하면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이 3초에서 10초로 증가하는 동안 횡적인 안정화 도달시간과 동시 안정화 도달시간은
점차 감소하다가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이 15초로 커지면 안정화 도달시간은 다시 증가하는 U자 모양을 띠었다. 그리고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이 10초일 때 가장 짧은 안정화 도달시간을 보였다. 종적인 안정화 도달시간은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의 변화에 따른 특이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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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scussion
본 논문에서는 차량 안정화 도달시간을 이용하여 최적의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을 도출하면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는 가설을 검정하였다. 이를 통해 차량 안정화 도달시간이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최적의 제어권 전환 요청 시
간 도출에 활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개인 별 운전 성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차량 안정화 도달시간을 이용한 최적의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은 10초로 도출되었다. 이는 이전 연구들에서 5~8초 정도의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이 적절하다라는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비상시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을 10초로
규정한 것에 힘을 실어주었다(Department of Advanced Automobile Technology, 2020). 실험 결과가 기존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
다는 의미는 차량 안정화 도달시간이 기존에 사용했던 반응 시간, 앞 차량과의 거리 등과 같은 변수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면서 개인 별 차량 안정화 기준에 의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므로 운전 과제 수행간 발현되는 개인의 특성이 최적의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 도출에 반영되었다는 장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율주행기술 연구에
서 개인의 운전 성향을 반영한다는 것은 최근 많이 등장하는 '초개인화'라는 용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Subramanyan (2014)에
따르면 초개인화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더욱 개인화된 대상 제품,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현대 기술이 추구하는 빅데이터 기반 초개인화를 자율주행기술에 접목시킨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운전 경
력이 쌓임에 따라 차량 안정화 기준이 조정되는 기능이 생길 것이고 조직의 입장에서는 군경이나 관공서, 버스회사 등과 같이 공용
차량을 사용할 때 운전자가 변함에 따라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을 조정시키는 기술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 15초 이후에 차량 안정화 도달시간이 다시 증가한 것은 Brandenburg and Skottke (2014)에서 자율주행 종료 시
운전자는 자율주행에 적응하여 운전하다가 다시 기존에 자신이 인식하는 운전 기술로 재조정한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제어권 전환 직후 운전자는 자율주행이 수행하고 있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자신의 기존 습
관대로 운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안정화 수준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험 결과에서 종방향(속도) 차량 안정화는 횡방향 차량 안정화와는 달리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 변화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
지 않았다. 이는 Park et al. (2019)에서 속도는 브레이크 및 가속 페달과 서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차량 안정화를 분석하는 변수로
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 그렇기에 속도라는 단 하나의 변수만 이용해서는 최적의 제어권 전환 요청 시
간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횡방향 차량 안정화는 핸들 이외에 다른 요소들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핸들 조작 각도만 이
용하여도 최적의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시 차량 안정화는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종방향 안정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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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r=0.83221, p<0.0001), 횡방향 안정화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r=0.5435, p<0.0001)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서도 횡방향 차량 안정화와 동일한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다. 이는 종방향 안정화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종방향 안정화 개별적인 분
석보다는 동시 안정화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다만 종방향 안정화와 횡방향 안정화 사이에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Table 1. Correlation tabl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N=144 (r, p-value)
SDSpeed

SDSWA

Dual

-

0.21283, 0.0104

0.83221, <0.0001

SDSWA

0.21283, 0.0104

-

0.54350, <0.0001

Dual

0.83221, <0.0001

0.54350, <0.0001

-

SDSpeed

본 연구의 한계점은 실험 참가자 나이가 20~33세로 참가자 구성이 다소 제한적이다. Clark and Feng (2017)연구에서 조건부 자율주행
시 제어권 전환 상황에서 고령 운전자들은 젊은 운전자들과 비교했을 때,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더 세게 조작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Wiedemann et al. (2018)은 알코올 수준이 높을수록 제어권 전환 시간과 횡방향 조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처럼 운전자 개인의 특성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같은 운전자일지라도 처한 상황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시한
최적의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 10초는 운전자의 모든 나이, 직면 가능한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 다만 차량 안정화 도달
시간을 이용한다면 다양한 운전자 특성 및 상황에 따른 각각의 최적의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연구는 차량 안정화 도달시간을 이용하여 기존에 제시된 여러 가지 제어권 전환 모델을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McDonald et
al. (2019)에서 제어권 전환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두 가지 과제 중 하나가 제어권 전환 프로세스에서 운전자의 행동 예측을 위한 모
델을 식별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어권 전환 이후 행동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차량 안정화 도달시간
은 대표적인 제어권 전환 이후 행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McDonald et al. (2019)에서 요구하는 검증을 충분히 이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5.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차량 안정화 도달시간을 이용하여 최적의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 도출이 가능함을 보았고 차량 안정화 도달시간을 이
용할 때의 장점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최적의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과 차량 안정화 도달시간을 이용한 최적의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을 비교하였고 방법론적으로는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은 개인 운전 성향이 반영했다는 차이점을 두었다. 그 결과
는 중요한 결론을 뒷받침하였다. 첫째 차량 안정화 도달시간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해왔던 변수들과 마찬가지로 제어권 전환 요청 시
간 연구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차량 안정화 도달시간은 최적의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을 도출할 때 개인별 차량 안정화
기준을 이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하지 못한 개인 운전 성향을 제어권 전환 요청 시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차량 안
정화 도달시간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초개인화 영역으로 확대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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