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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paper aims to suggest an experimental design framework for investigating human factors in transition of
highly automated driving. Background: Take-over control from the automated driving system to the driver will remain a
key element of automated driving until fully automated driving replace manual operation. Method: Systematic review of
previous studies was performed based on the transition initiator, control after transition, and situation awareness. The
inclusion criteria for the review were transitions which involved SAE level 3 automated driving and the research topics on
driver behavior and/or performance during a transition. Results: We retrieved previous studies, categorized their
experimental designs, and interpreted the empirical studies on transitions using the proposed framework.
Keywords: Automated Driving, Human Factors, Transitions, Situation awareness

1. Introduction

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장시간동안 모니터
링을 수행하는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원인이 사람의 실수와 연관된 것이므

따라서, 부분 자율주행이 이루어 지는 동안 운전자 행동

로 (Sabey & Taylor, 1980; Dingus et al. 2006), 자율주행 차량은

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상황인지를 고려한 운

고통사고를 줄이고 교통 안전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가능성

전자와 자율주행 차량 간의 제어권 전환 실험 시나리오 설

이 보이고 있다 (Kuehn et al. 2009). 그러나 완전 자율주행차

계를 위한 주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자 한다.

량의 운행이 일상화 되기 전까지는 운전자와 자율주행 차
량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형태의 자율주행 차량이 우선

2. Method

적으로 상용화 될 것이다 (Son & Park, 2017).
자동차공학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미국 고속도
로교통안전국(the United States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독일 연방교통연구소(the German Federal

본 연구에서는 상황 인지를 고려한 제어권 전환 분석 프

Highway Research Institute) 등의 주요 자동차 관련 기관에서

레임워크(Son & Park, 2017)을 사용하여 선행 연구를 분석하

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6단계 (Level 0: 수동운전, Level 5: 완

였다. 최근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출간된 논문 15편을

전자율주행)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나 (SAE, 2016; NHTSA,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자율 주행 상태가 SAE 레벨 3에서

2016; BASt, 2012), 레벨 2와 레벨 3를 구분하는 주요 요소가

레벨 0 (수동운전)으로 변경되는 제어권 전환 실험 시나리

운전자의 모니터링 여부로 정의되어 있어 논란의 대상이

오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즉,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분석대

되고 있다. 즉,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행동 (주변 및 시스템

상 선행 연구를 선정하였다.

모니터링)과 실제 행동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들을 혼

1) SAE 레벌 3에서의 제어권 전환 연구

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 수준별 정의에

2) 제어권 전환시 운전수행도 및 행동분석을 중점적으

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Son & Park, 2017).
특히, 레벨 2와 레벨 3 자율주행에서 급작스럽게 수동 운
전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행할 경우 사고 위험이 증

로 수행한 연구
3) 운전 시뮬레이터에서 수행된 제어권 전환 실험 연구

3.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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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항목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대부분의 실험 시나리오 설계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시작
하였으며, 주변 교통 상황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수동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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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하는 실험 시나리오를 채택하고 있었다. 상황 인
지(Situation Awareness)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교통 상황
의 복잡도, 자율주행시 운전자가 수행하는 부차과업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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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고 있었다. 상황인지가 중요한 변수가 고려되어야 하
는 이유는 상황인지가 제어권 전환 시간과 성능에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에서 제어권 전환 실험 시
나리오 설계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 인지 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선행 연구를 분석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 실험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제어권 전환 실험에서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 인지 및 운전자 변수들이 많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Categorization of experimental studies on transitions
in Automated driving
Categorization

Driver
variables

Situation variables

SAE level before transition
Initiator of the transition
Control after transition

Items

Level 0 / Level 1 / Level 2/ Level 3
Driver / Car
Driver / Car
Uninterrupted Flow
Roadway
Traffic
/ Interrupted Flow
complexity
Driving Scenario
In Lane / Changing Lane
before
System Failure /Limitation
transition
Event
External Object
Distraction
Visual / Cognitive
Informing
Visual / Vocal / Acoustic / Tactile
interface
HMI
Deactivation
Button/ Lever /
interface
Steering wheel / Pedals
Age
Non-older / Older
Gender
Male / Female
Driving skill
Experienced / No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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