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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Using driving simul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driver's trust in the adaptive cruise control (ACC) 

system and road density on driver's workload and situation awareness. The drivers were allocated into one of four 

experimental conditions manipulated by ACC system trust level (trust-increased vs. trust-decreased) and road 

congestion (high vs. low). The workload and situational awareness of the participants were measured as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followings. First, trust-decreased group for the ACC system had significantly lower 

trust scores for the system in all of the measurement items, including reducing the driving load and securing safe 

driving due to the use of this system, than the trust-increased group. Second, the trust-decreased group showed a 

slower reaction time in the secondary tasks and higher subjective workload than trust-increased group. Third, in 

contrast, the situational awareness for the driving situ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trust-decreased group than 

trust-increased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driver's trust in the ACC system can affect the 

various information processing performed while driving. Also, these results suggest that trust in the user's system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variable in the design of an automated driving assist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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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운  시뮬 이션을 이용하여 응형 정속 주행(adaptive cruise control: ACC) 시스템에 한 운 자의 

신뢰  도로 혼잡도가 운 자의 작업부하와 상황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ACC 시스템에 한 운 자의 

신뢰는 ACC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조건과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조건을 통해 신뢰상승 집단과 신뢰감소 집단으로 

구분하 다. 도로 혼잡도는 운 자 차량 주변의 차량 수로 수 을 조작하 다. ACC 시스템에 한 신뢰와 도로 혼잡도

를 달리한 네 가지의 실험 조건 각각에 해 운 자들의 작업부하와 상황인식을 측정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ACC 시스템에 한 신뢰감소 집단은 신뢰상승 집단에 비해 이 시스템의 사용으로 인한 운 부담 

경감이나 안 운  확보 등을 포함한 측정 항목 모두에서 시스템에 한 신뢰 수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 둘째, 

ACC 시스템에 한 신뢰감소 집단은 신뢰상승 집단에 비해 이차과제에서 더 느린 반응시간을 보 고, 시스템 사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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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 인 작업부하 수 도 더 높게 평정하 다. 셋째, 이와는 조 으로 운 자들의 운 상황에 한 상황인식은 

ACC 시스템 신뢰감소 집단이 신뢰상승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우수하 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ACC 시스템에 한 

신뢰가 운  에 수행하는 다양한 정보처리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 는데, 이것은 자동화된 운 보조 시스템의 

설계에서 사용자의 시스템에 한 신뢰가 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시스템 신뢰, 응형 정속 주행 시스템, 도로 혼잡도, 상황인식, 작업부하, 운  시뮬 이션

1. 서론

운 은 역동 으로 변화되는 다양한 운 환경 속에

서 운 자들이 효율  정보처리와 한 신체  제어

를 동시에 그리고 지속 으로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다(Lee et al., 2017). 운 이 갖는 이러한 특징은 

신체 , 인지 으로 건강한 운 자뿐만 아니라 그 지 

않은 운 자에게도 운 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도록 

하고, 특히 사고 험성이 높은 험한 상황에서 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을 높인다(Joo & Lee, 2014; Lee, 2017, 

2018). 이러한 이유로 운 자를 보조하기 한 다양한 

형태의 자동화된 운 보조 시스템들이 이미 다양하게 

개발되어 보 되었고 지 도 이에 한 연구와 개발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Risser, 2019). 자동화된 운 보

조 시스템에는 길 안내나 충돌 경고 시스템 등과 같은 

비교  낮은 수 의 자동화 시스템으로부터 운 자가 

목 지만 입력하면 목 지까지 자동차가 스스로 이동

하는 완  자율주행 차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NHTSA, 2013). 이러한 자동화 운 보조 시스템의 연

구와 개발에서는 주로 기술  측면이 많이 강조된 반면 

시스템의 실제  사용자인 운 자가 시스템과 상호작

용하면서 어떠한 심리  반응을 보이는지에 해서는 

충분한 주의가 주어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Chen et 

al., 2014). 최근에는 자동화 운 보조 시스템과 운 자 

사이의 상호작용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기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Heikoop 

et al., 2019).

자동화 운 보조 시스템과 운 자 사이의 상호작용

을 다룬 연구의 흐름 속에서의 요하게 고려해야 하

는 것은 운 자들이 이러한 시스템의 사용성에 해 

어떻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시스템들에 해 어느 정

도의 수용성을 보일 것인지에 한 것이다(Risser, 

2019). 자동화 운 보조 시스템에 한 운 자의 수용

성, 나아가 시스템에 한 지속 이고 극 인 사용에

서 요하게 여겨지는 요인 의 하나는 시스템에 

한 사용자의 신뢰(trust)이다(Lee & See, 2004). 어떠한 

시스템을 사용자가 극 이고 지속 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시스템에 한 사용자의 신뢰가 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를 들어, 만일 자동화 시스템의 성능이 

사용자의 역량보다 떨어진다고 인식되면(심지어는 최

의 자동화 실패 상황에서조차, Rovira et al., 2007) 

사용자는 그러한 시스템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즉, 시스템에 한 신뢰가 없으면 시스템을 사

용하지 않는다(Schaefer et al., 2016).

이러한 이유로 자동화 운 보조 시스템에 한 사용

자의 신뢰는 운 보조 시스템의 설계 과정뿐만 아니라 

실용화 단계에서까지 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졌다

(Beggiato et al., 2013; Gold et al., 2015; Kazi et al., 

2007).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사용자의 신뢰가 특정 

자동화 운 보조 시스템의 기능이나 성능에 따라 어떻

게 변화되는지에 주로 을 맞추었다. 즉, 자동화 운

보조 시스템에 한 사용자의 신뢰는 주로 종속변인

으로 측정되었다(Feldhütter et al., 2016; Payre et al., 

2016). 특정한 자동화 시스템에 해 사용자들이 경험하

는 신뢰의 수 은 자동화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서 사용자들이 보이는 작업부하나 상황인식을 포함한 

인지  측면에서의 수행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상

기하면(Manzey et al., 2012), 자동화 운 보조 시스템에 

한 운 자의 신뢰가 운 자들의 정보처리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Jennings(2017)는 ACC 시스템의 기능이나 성능이 낮

다는 정보를 미리 제공받은 운 자들은 이 시스템에 

한 하된 신뢰 때문에 운 자 스스로 도로 환경을 감시

하면서 운 을 수행한 결과 운 하는 동안 높은 수 의 

주  작업부하를 경험한다는 것을 찰하 다. 반면, 

자동화 운  보조시스템에 한 신뢰가 하된 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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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운   상황인식은 주변 운 상황에 한 직 , 

극 인 감시의 요구에 의해 시스템에 한 신뢰 수

이 높은 운 자에 비해 상 으로 더 우수하다는 결과

도 보고되었다(Young, Salmon & Cornelissen, 2013). 이

러한 결과들은 자동화된 운 보조 시스템에 한 신뢰 

수 을 종속변인보다는 독립변인으로 조작한 후 이것

이 운 자의 정보처리에 어떠한 양상으로 차이를 가져

오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화 운 보조 시스템에 한 운

자 신뢰 조건과 함께 도로 혼잡도 조건도 독립변인에 

포함하고자 한다. 운 자의 운  수행뿐만 아니라 운  

 운 자가 보이는 다양한 정보처리 과제 수행에서의 

차이를 비교하기 해 표 으로 선택되고 조작되는 

변인  하나는 도로 혼잡도 즉, 운 자가 운 하고 있

는 도로 주변의 교통량이다. 기존 연구들은 도로의 혼

잡도 정도가 운 자 정보처리의 다양한 측면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 다(Hanowski et al., 2009; Trick 

et al., 2010). 구체 으로, 도로의 혼잡도가 증가할수록 

운  수행은 조해지고(Corver et al., 2016; Heenan, 

2014), 운 자의 작업부하는 증가하며(Pennetti et al., 

2019), 상황인식 능력은 감소한다(Edquist et al., 2012). 

본 연구의 세부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에서는 ACC 시스템에 한 운 자들의 신

뢰를 이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로 조작하고자 한다. 

특히, 앞에서도 기술되었듯이, ACC 시스템에 한 운

자들의 신뢰를 다룬 연구들이 부분의 경우 ACC 

시스템에 한 신뢰 변화를 종속변인으로 측정하 지

만(Beggiato & Krems, 2013; Kazi et al., 2007; Payre, 

2016) 본 연구에서는 ACC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에 

기 한 운 자들의 신뢰 변화 양상뿐만 아니라(즉, 기

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종속변인으로) 이러한 신뢰에서

의 변화가 운 자들의 작업부하와 상황인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도(즉, 독립변인으로) 함께 살펴보고

자 한다. 둘째, Sonoda & Wada(2017)는 고도로 자동화

된 운 보조 시스템의 빈번한 오작동 를 들어, 부정

확한 정보 제공 등에 의해 운 자들이 이 시스템을 신

뢰하지 않는다면(따라서 이 시스템의 의존하려는 경향

이 감소한다면) 운 자들의 인지  부담이 더 증가한

다는 것을 찰하 는데 이에 기 하여 ACC 시스템에 

한 운 자들의 신뢰 수 이 이차과제 수행과 주  

작업부하에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ACC 시스템의 빈번한 오작동을 경험한 결과 이 시스

템에 해 신뢰가 하된 경우라면 운 자는 자신의 

안 한 운 을 해 자신이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 

해 좀 더 많은 주의를 할당하고자 할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ACC 시스템에 한 신뢰가 상승한 집

단에 비해 감소한 집단에서 이러한 주의 할당 요구에

서의 증가가 상황인식의 수 을 더 높이는지 검증할 

것이다. 넷째, 상  인지  특성이라 할 수 있는 ACC 

시스템에 한 신뢰 조건과 환경  변인이라 할 수 있

는 도로 혼잡도 수 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이 두 가

지 변인들이 운 자들의 작업부하와 상황인식에서 어

떠한 방식으로 차별화된 효과를 보이는지 통합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운 자의 작업부하와 상황인식에 

한 ACC 시스템 신뢰의 효과는 한산한 도로보다는 

혼잡한 도로에서 더 두드러질 수 있는지 경험 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응형 정속 주행 시스템과 신뢰

 

본 연구에 검토된 자동화 운 보조 시스템은 응형 

정속 주행(adaptive cruise control: ACC) 시스템이다. 

ACC 시스템은 운 자의 차량과 선행차량 사이의 차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선행차량의 주행속도에 

맞추어 주행할 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ACC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 자는 선행차량과의 차간

거리나 일정한 운 속도 유지 등과 같은 종 통제에서 

도움을 받는다. 반면 운 자는 차량의 차선유지나 차선

변경을 포함한 횡 통제는 직  수행해야 한다. 한, 

경우에 따라 운 자는 ACC 시스템으로부터 종 통제

에 한 제어권을 이양받아 운 자 스스로 종 통제를 

책임져야 할 때도 있다( 를 들어, 선행차량이 무 느

리게 운 하는 경우 등). 따라서 운 자는 지속 으로 

운 상황을 감시하고 상황에 맞게 ACC 시스템의 자동

화에 의존하는 정도를 조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ACC 시스템은 미국 도로교통안

국에서 제시한 자율주행 기술의 6개 수 을 기 으로 



106  권순찬․이재식

본다면 1수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참고로 0수

은 운 자가 운 의 모든 과제를 직  수행하는 완  

수동 수 인 반면 5수 은 운 자가 목 지만 입력하

면 차량이 스스로 목 지까지 이동하는 완  자율주행 

수 이다, NHTSA, 2013). 

기존의 연구들은 운 자들의 ACC 시스템에 한 수

용성을 높이고 ACC 시스템과 사용자 사이의 상호작용

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충

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 하 다(Stanton et al., 1997; 

Rudin-Brown & Parker, 2004). 를 들어, Rajaonah et 

al.(2006)은 운 자가 ACC 시스템의 작동방식과 자신

의 운  역량에 해 한 정신모형을 형성하고 있

어야 하고, ACC 시스템에 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주변의 운  장면을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뿐만 아니라 ACC 시스템의 사용 과정에

서 시스템이 상하지 못한 오류를 발생시킬 경우 운

자는 스스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

야 하기 때문에 정신 으로 심각한 과부하를 경험할 수

도 있다는 문제도 지 되었다(Stanton et al., 1997).

ACC 시스템이 정상 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 와 

이에 기 하여 운 자들이 ACC 시스템에 의존하는 정

도는 운 자의 신뢰와 직 으로 련된다. ACC 시스

템에 한 신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 

를 들어, Beggiato & Krems(2013)는 ACC 시스템의 

기능이나 성능에 한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공

할수록 운 자들의 시스템에 한 신뢰가 상승한다는 

것을 찰하 고, Feldhütter et al.(2016)은 ACC 시스템

에 해 지면보다는 동 상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경우

에 신뢰 형성의 수 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 다.

그러나 ACC 시스템에 한 운 자들의 신뢰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일 으로 정상 작동하는지에 가장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Kazi et al.(2007)은 

ACC 시스템의 정상 작동 수 을 100%, 50%  0%로 

달리한 조건에 운 자들을 각각 할당한 후 10일간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운 하게 하 다. 이후 이 시스템에 

한 신뢰와 의존도를 비교하 는데, 그 결과 100% 정

상 작동 집단에서 시스템에 한 신뢰가 매우 높게 나

타났으나 나머지 두 집단의 신뢰는 보통 수 을 넘지 

못했다. 즉, 이러한 결과는 ACC 시스템에 한 운 자

의 신뢰는 시스템의 일 인 정상 작동 여부에 많은 

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2.2. 자동화 운 보조 시스템과 도로 혼잡도

 

도로 혼잡도는 자동화 운 보조 시스템이 운 자에

게 미치는 다양한 향을 평가하는데도 도입되었다. 

를 들어, Radlmayr et al.(2014)은 도로의 혼잡도를 달리

한 조건에서 운 자들이 자동화의 3수 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차량( 험한 상황 등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운 자의 개입을 요청하면, 다시 말해 운 자에게 제어

권을 이양받도록 요구하면 운 자가 직  운 을 수행

하는 제한  자율주행)을 운 할 때 제어권 이양에서

의 반응시간을 비교하 다. 그 결과, 교통량이 은 조

건에 비해 교통량이 많은 조건에서 제어권 이양에서의 

반응시간이 느려지는 것이 찰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Gold et al.(2016)은 운 자 차량 ·후방 1km 안에 0, 

10  20 의 차량을 배치하는 것으로 도로의 교통량

을 달리한 후 제어권 이양 반응시간과 선행차량과의 

차간거리 유지 수행을 비교하 다. 그 결과 도로가 혼

잡할수록 제어권 이양에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선

행차량과의 차간거리를 유지에도 어려움이 더 증가한

다는 것을 발견하 다. 도로 복잡성이 운 자의 작업부

하와 상황인식을 포함하는 정보처리에서의 부담을 가

시키고, 이와 유사하게 자동화 운 보조 시스템에 

한 운 자의 신뢰가 운 자의 작업부하나 상황인식에 

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화 운 보조 

시스템에 한 운 자의 신뢰와 도로 혼잡도를 결합하

여 살펴본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3. 운 보조 시스템과 작업부하

 

정신  작업부하(mental workload)는 과제를 수행하

는 데 필요한 주의 혹은 노력의 양으로 정의되는데, 일

반 으로 특정 과제의 수행에서 가용한 주의 용량에 

비해 요구되는 주의 용량이 크면 과제 수행에서의 

하가 발생한다(Edland & Svenson, 1993). 정신  작업

부하를 측정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제안되었다(Tsang 

& Wilson, 1997). 운 자를 포함한 오퍼 이터의 작업

부하를 측정하는데 이차과제 기법이 많이 사용된다. 이

차과제 기법은 일차과제에 투여하고 남는 잉여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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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이 얼마나 활용 가능한지를 측정하는 기법이다 

즉, 일차과제에 투여된 자원이 많을수록 이차과제에서

의 하를 상할 수 있는 것이다. 운 이 한 가지 유형

의 주의 자원만을 사용하는 과제가 아닌 다양한 인지  

자원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복잡한 과제라는 에 비추

어 이차과제 기법은 운 자의 운 수행과 정보처리 능

력을 평가하기 해 많이 사용되어 왔다(Kantowitz & 

Simsek, 2001). 이차과제 기법은 객 으로 측정 가능

한 행동  지표에 기반하는 것으로 운  수행에 한 

연구에서는 계산 과제나 기억 과제  시각탐색 과제 

등이 많이 사용된다. 작업부하의 측정에는 이러한 객

, 행동  이차과제 수행치 뿐만 아니라 주  작업

부하 평가 기법도 많이 사용된다.

ACC 시스템이 운 자의 작업부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들은 체 으로 이 시스템이 운

자의 작업부하를 경감시켜  수 있음을 시사하 다. 

를 들어, Takada & Shimoyama(2001)는 ACC 시스템 

사용 집단과 비사용 집단에게 운  과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수 계산 과제를 요구하 다. 그 결과 후자는 

자에 비해 수 계산에서의 정확도가 낮았고 계산 속도

도 더 느리다는 것을 발견하 다. Nilsson & Nåbo 

(1996)는 운  시뮬 이션 환경에서 ACC 시스템 사용 

집단과 비사용 집단의 주  작업부하를 비교하 다. 

그 결과 운 자들의 주  작업부하는 ACC 시스템 

비사용 집단에 비해 사용 집단이 유의하게 더 낮다는 

것을 찰하 다.

ACC 시스템에 의한 작업부하에서의 이 은 단순히 

ACC 시스템을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되

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ACC 시스템이 제공되더라도 

이 시스템에 한 신뢰가 감소한 경우라면 운 자 스

스로가 도로 환경을 하게 단하여 반응해야하기 

때문에 인지  부담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실제로 Sonoda & Wada(2017)는 고도로 자동화된 

운 보조 시스템의 빈번한 오작동에 의해 운 자들이 

이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운 자들의 인지  부

담이 더 증가한다는 것을 찰하 다. 이에 기 한다면 

ACC 시스템에 한 운 자들의 신뢰 수 은 이들의 

이차과제 수행과 주  작업부하에 향을 미칠 것으

로 상된다. 

 

2.4. 운 보조 시스템과 상황인식

 

상황인식(situation awareness; SA)은 환경 속의 다양

한 자극 요소에 한 지각(perception; 상황인식 1수 ), 

지각 요소들 사이의 련성이나 의미에 한 이해

(comprehension; 상황인식 2수 ), 그리고 미래의 일어

날 상황  상태에 한 측(projection: 상황인식 3수

)의 세 단계를 포함하는 정보처리 과정으로 정의된

다(Endsley, 1995). 작업부하와 마찬가지로 상황인식은 

다양한 역에서 오퍼 이터의 정보처리 역량을 평가

하기 해 사용되어 왔다. 특히 항공기 조종사나 자동

차 운 자와 같이 역동  상황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오퍼 이터의 정보처리 역량 평가에서 상황인식은 타

당도 높은 측정치로 여겨지고 있다(Johannsdottir & 

Herdamn, 2010; Ma & Kaber, 2005). 

기존의 연구들은 운 자 스스로 차량을 제어하는 조

건에서 운 자가 안 하고 효율 으로 운 하기 해

서는 한 상황인식이 필수 임을 밝혔다(Gugerty, 

1998; Kaber et al., 2012). 그러나 운 자가 ACC 시스

템을 포함한 자동화 운 보조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운 하는 경우 운 자는 운 과는 직 으로 련되

지 않는 과제들( 를 들어, 휴 화 사용)로 더 많은 

주의를 할당함으로써 안 하고 효율 인 운 에 필요

한 상황인식은 오히려 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를 들어, Miller et al.(2014)은 운 자의 

상황인식이 높으면 운 상황에 부합하는 차량제어 반

응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특정 상황( 를 

들어, 충돌 가능 상황)에서 운 자들이 보인 차량제어

에서의 반응시간을 측정하 다. 그 결과, 자율주행의 

자동화 수 이 높아질수록 운 자들의 반응시간이 더 

느려지는 것을 찰하 다. 이러한 결과에 해 이 연

구자들은 운 자들이 자율주행 차량에 의존할수록 

험한 상황에 한 상황인식 능력이 하되기 때문에 

긴 한 이크 반응이나 핸들 반응이 요구될 때 이

에 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느린 반응시간을 보

을 것이라고 해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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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차
 

3.1. 실험참가자

 

본 연구는 OO 학교 생명윤리 원회의 승인하에 진

행되었다(PNU IRB/2019_37_HR). 실험참가자들은 유

효한 면허를 소지하고 최소 1개월 이상의 운  경험이 

있는 운 자들로 OO시 소재 OO 학교에 재학 인 

55명의 학생들이었다. 실험참가자들  남성은 38명, 

여성은 17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3.4세(SD = 

4.43; 범 는 17∼30세) 고, 운  경력은 평균 2.7년

(SD = 2.06; 범 는 .5∼8년)이었다.

 

3.2. 실험장치  도구

 

실험에 사용된 시뮬 이션 로그램은 Forum 8 

UC-win/Road(ver.13.0.1)로, 이 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상의 주행 환경과 운 자들이 운   수행하여야 

하는 이차과제들을 생성하여 제시하 다. 운  장면은 

1360 x 768 해상도의 50인치 TV 모니터 3개를 좌우방

향으로 연결하여 제공하 고(이 화면의 체 시야 각

도는 략 120° 다), 조향장치  페달은 Logitech 사

의 G29를 통해 제공하 다. 운  시뮬 이션 로그램

의 운용은 CPU i7-4790 사양의 PC 컴퓨터를 통해 이루

어졌고, 그래픽카드는 NVIDIA GeForce GTX770을 사

용하 다.

 

3.2. 독립변인의 처치

 
3.2.1. ACC 시스템에 한 운 자 신뢰

ACC 시스템에 한 운 자들의 신뢰는 총 3회의 주

행  두 번째 주행 단계에서 조작되었다(주행 단계에 

한 자세한 설명은 실험 차 부분 참조). 모든 운 자

들은 첫 번째 주행에서 ACC 시스템이 정상 으로 작

동하는 것을 경험하 는데, 두 번째 주행에서는 운 자

들이 ACC 시스템의 정상 작동 혹은 오작동 여부에 따

라 신뢰상승 집단 혹은 신뢰감소 집단으로 각각 무선

으로 할당되었다1). 신뢰상승 집단은 첫 번째 주행에

1)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주행에서 ACC 시스템이 정상 으로 

서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주행에서도 

ACC 시스템이 지속 이고 반복 으로 정상 작동하는 

것을 다시 경험하 다. 이와는 조 으로 신뢰감소 집

단에 할당된 운 자 집단은 두 번째 주행에서 ACC의 

오작동을 반복 으로 경험하 다. 이러한 ACC 시스템

의 오작동은 세 가지의 운 상황에서 발생하 다. 첫 

번째 상황은 운 자 차량 앞에 선행차량이 없는 상황

이다. 이 상황에서 신뢰감소 집단의 ACC 시스템은 지

정된 주행속도(70 km/h)를 유지하지 않은 채 느린 속도

로 계속 주행하 다. 이와는 달리 신뢰상승 집단의 경

우 ACC 시스템은 자동 으로 지정된 주행 속도에 맞

추어 주행하 다. 두 번째 상황은  차선에서 화물차

가 빠르게 달려오다가 운 자의 차량 앞으로 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다. 신뢰감소 집단의 경우에는 

ACC 시스템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화물차

와 충돌하 다(이것은 사 에 로그램화되었다). 반

면 신뢰상승 집단은 ACC 시스템이  차선의 차량을 

인식하여 미리 속도를 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 세 번째 상황은 ACC 시스템이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는 선행차량과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신뢰감소 집단은 ACC 시스템이 선행차량의 운 속도

에 맞추어 차간거리를 히 유지하지 못하고 선행차

량과 매우 가깝거나 멀리 떨어져 주행하는 것을 반복

하 다. 이와는 달리 신뢰상승 집단은 선행차량의 운  

속도에 맞추어 일정한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거리를 

주행하 다.

 3.2.2. 도로 혼잡도

도로 혼잡도는 운 자들이 세 번째 주행하는 단계에

서 조작된 변인이다. 이 단계에서의 주행에서는 ACC 

작동하 기 때문에 운 자들은 이 시스템에 해 어느 정도

의 신뢰를 형성하 을 것이다. 두 번째 주행에서도 ACC 시

스템이 지속 으로 정상 작동한다면 기존의 신뢰수 보다 

더 신뢰가 상승할 것이라고 가정하 다, 이에 따라 이 집단

을 신뢰상승 집단이라고 명명하 다. 이와는 조 으로 첫 

번째 주행과는 달리 두 번째 주행에서 ACC 시스템이 반복

으로 오작동하는 것을 경험한 집단은 기존의 신뢰 수 보

다 신뢰가 더 감소할 것으로 가정하 다. 따라서 이 집단을 

신뢰감소 집단이라고 명명하 다. ACC 시스템에 한 신뢰

상승과 신뢰감소라는 표 은 Beggiato, Krems(2013)의 연구

에서도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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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신뢰상승 혹은 신뢰감소 집단에 상 없이 ACC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 으로 작동

한다. 이 단계의 주행에서는 도로 혼잡도 조건에서만 

차이가 난다. ACC 시스템 신뢰상승 집단과 신뢰감소 

집단에 포함된 운 자들은 혼잡 도로 조건과 한산 도

로 조건으로 각각 무선 으로 할당되었다. 도로 혼잡 

조건은 운 자 차량 주변 1 km 반경 안에 약 20 의 

차량이 함께 주행하 다. 이와는 조 으로 도로 한산 

조건은 운 자 차량의 선행차량만 주행하 다. 운 자 

주변의 차량 수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모두 동일하

게 제시되었다. 

 

3.3. 종속변인의 측정

 
3.3.1. ACC 시스템에 한 운 자 신뢰

운 자들은 ACC 신뢰상승 집단과 신뢰감소 집단에 

각각 할당되어 두 번째 단계의 주행을 마친 후 ACC 

시스템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와 련된 다양한 질문에 

응답하 다. 질문지는 Gold et al.(2015)의 연구에서 사

용한 ACC 시스템 신뢰 척도를 번안하여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하 다. 이 질문지는 총 30개의 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들은 6개의 하  요인으로 구분

된다: ‘내가 운 할 때의 어려움을 여 다’를 포함하

는 3개 문항의 운 부담 경감 요인, ‘다른 차량과의 충

돌 험성을 낮춰 다’를 포함하는 4개 문항의 안  확

보 요인, ‘제때 험을 감지하지 못한다’와 같은 4개 

문항의 험요소 요인(이 하 요인에 속한 문항들은 

수가 높을수록 신뢰가 낮은 것이다), ‘시스템이 온

하게 잘 작동한다’를 포함하는 10개 문항의 시스템 자

동화에 한 신뢰 요인, ‘시스템 사용 여부는 내가 결정

한다’를 포함하는 6개 문항의 지각된 통제감 요인, 그

리고 ‘필요하다면 이 시스템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를 

포함하는 3개 문항의 시스템 사용 의도 요인. 각 문항

들은 5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 고 험요소 

문항들을 제외하고 수가 높을수록 ACC 시스템에 

한 신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3.2 작업부하

실험 조건에 따른 운 자들의 작업부하는 세 번째 

주행 단계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 는데 이차과

제 수행에 기 한 작업부하는 운  주행 에, 그리고 

주  작업부하는 주행이 종료된 시 에서 각각 측정

하 다. 운 자들이 운 을 수행함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이차과제에는 수 계산 과제, 문자 기억탐색 과제 

 화살표 방향선택 과제가 포함되었다(Fig. 1 참조). 

수 계산 과제에서는 화면의 앙 상단에 두 개의 한 

자리 혹은 두 자리 숫자로 구성된 덧셈, 뺄셈  곱셈의 

계산식과 이 계산식 아래에 두 개의 숫자가 제시된다. 

운 자들은 계산식에 기 한 정답을 선택하여 정답이 

치한 지 (좌측 혹은 우측)에 해당하는 반응 버튼을 

빠르고 정확하게 르도록 요구받았다. 문자 기억탐색 

과제에서는 먼  어 알 벳 혹은 숫자로 구성된 6개

의 문자열이 화면 앙의 상단에 3  동안 제시되었다. 

이후 문자열이 제거되고 특정 문자가 문자열에 있었는

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이 2  동안 제시되었다. 운 자

들의 과제는 제시된 문자열에 표  자극이 제시되었는

지의 여부에 따라 ‘ ’ 혹은 ‘아니오’에 해당되는 반응 

버튼을 빠르고 정확하게 르는 것이었다. 화살표 방향

선택 과제에서는 화면 앙의 좌측 혹은 우측에 좌측 

방향 혹은 우측 방향의 화살표가 제시되는데 운 자들

은 화살표 방향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반응 버튼을 빠

르고 정확하게 르도록 요구받았다. 세 가지 유형의 

이차과제들은 각각 3회씩 총 12회 시행되었고 12회의 

과제는 무선  순서로 제시되었다. 각 과제를 수행할 

때의 반응시간(즉, 자극이 제시된 시 부터 반응이 완

료될 때까지 경과한 시간)과 반응정확률을 측정하여 

(a) arithmetic task
 

(b) arrow direction choice

(c) character memory search

Fig. 1. Examples of the secondary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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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측정치로 분석하 다.

운 자들이 세 번째 주행 단계를 마친 이후 주  작

업부하를 측정하 다. 주  작업부하는 NASA-TLX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Task Load Index)를 사용하 다. NASA-TLX는 정신  

부담, 신체  부담, 시간  압박감, 운  수행의 질, 투

여한 정신 /신체  노력의 정도, 그리고 시스템 사용

에서의 짜증감 등을 포함하는 6개의 차원으로 주  

작업부하를 측정한다. 연구(e.g., Borojeni et al., 2016; 

Heikoop et al., 2017)에 따라서는 NASA-TLX의 각 문

항에 가 치를 두고 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기

도 하고 각 문항을 독립 으로 분석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NASA-TLX의 총 과 각 차원의 개별 수

를 모두 분석하 다. 각 문항에 해 7  리커트 척도

로 평가하도록 하 다.

 
3.3.3 상황인식

운 자들의 상황인식 수는 세 번째 주행  2회에 

걸쳐 측정되었다. 1차 상황인식 측정은 주행 반부의 

첫 번째 교차로에서 우회 할 때(총 10분의 두 번째 

주행 단계  략 3분 경과 후), 그리고 2차 상황인식 

측정은 주행 후반부의 마지막 교차로에서 신호 기 

후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할 때( 략 8분 경과 후) 이

루어졌다. 운 자들의 상황인식을 시간  차이를 두고 

2회에 걸쳐 측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인

식은 주의를 얼마나 지속 으로 기울이는지에 의해 많

은 향을 받는데, 본 운  시뮬 이션 실험에서 12분

에 걸친 세 번째 단계의 운 에서 운 자의 주의(혹은 

주변 상황에 한 경계)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할 수 

있다는 에 기 한다면 운 자들의 상황인식이 시간

에 걸쳐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 단계의 운

에서는 ACC 시스템이 일 으로 정상 작동하는데, 

시스템의 이 게 정상 작동할 경우 시스템에 한 신

뢰가 감소했던 집단의 상황인식은 이러한 조건에서 어

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상황인식 질문은 운 자의 차량이 특정 상황에 도달

했을 때( 를 들어, 교차로에서 우회  혹은 직진한 직

후) 화면이 제거된 후 각 화면이 가려지기 이  상황에 

해 5개씩 총 10개의 질문을 구두로 제시하 다[실험 

도  임의의 시 에서 화면을 제거한 후 화면이 제거되

기 이 의 상황에 해 질문하는 방법을 실시간 탐사 

기법(situation awareness global assessment technique; 

SAGAT)이라고 부른다]. 5개의 질문  3개는 상황인

식 1수 (지각)에 한 것이었고, 나머지 2개는 각각 

2수 (이해)  3수 ( 측)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구

체 으로 상황인식 1수 에 해당하는 질문의 로 

재 주행 인 도로의 제한속도는 얼마인지 묻는 것이

었는데, 이것은 이미 제시된 제한속도 표지 을 운 자

들이 제 로 인식하 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상황인식 2수 에 해당하는 질문의 는 화면이 가려

지기 직 의 운  장면에서 정상 으로 주행하고 있지 

않은 차량을 보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것이 포함되었다. 실험에서는 첫 번째 

교차로에서 우회 하면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검은색 

차량이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 제시되었는

데, 따라서 운 자는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지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차량의 화재 때문이라는 것

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상황인식 3수 에 해당하는 

질문의 는 운 자가 직 에 본 상황이 앞으로 어떻

게 개될지 상해 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본 실험에

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차량을 향하여 교차로 건 편

에서 소방차가 근하고 있는 장면을 제시하 는데, 운

자들은 이를 기 로 앞으로의 상황에 해 미리 

상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하도록 지시받았다. 

상황인식 1수 과 2수 의 경우 정답이 비교  명확

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 로 응답했을 경우 1 , 

그 지 않은 경우 0 을 부여하 다. 이와는 달리 상황

인식 3수 에서는 측의 정확성이나 내용의 타당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연구자가 의도한 최

의 답을 제시한 경우에는 2 을 부여하고 어느 정도 

타당하게 측한 운 자는 1 , 잘못 측한 경우에는 

0 을 부여하 다.

 

3.4. 실험 차

 

운 자가 실험실에 입실하면, 실험자는 실험 내용 

 실험참가와 련된 연구윤리에 해 설명하 다. 운

자가 실험참가에 해 동의하면 실험참가에 한 동

의서에 서명하도록 하 다. 이후 미리 작성된 설문지를 

통해 나이와 성별, 운  경력을 포함한 인구통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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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ACC 사용 경험 여부 등에 한 몇 가지의 문항

에 답하도록 하 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단계로 수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

에서는 실험 진행에 한 반  차와 이차과제  

상황인식 과제, 그리고 ACC 시스템의 작동방식 등에 

한 설명이 주어졌다. 특히 ACC 시스템은 차량의 종

 움직임(운 자 차량의 주행속도)만 자동 으로 수

행하기 때문에 차선유지나 차선변경을 포함한 횡 통

제는 운 자가 직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 다. 

본 실험에서 용된 ACC 시스템은 운 자 차량 앞에 

선행차량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으로 70 

km/h의 속도를 유지하 고, 선행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선행차량과 일정한 차간거리를 유지하면서 선행차량

의 주행속도에 자동 으로 맞추어지도록 설정되었다. 

이후 약 5분의 연습시행이 진행되었다. 연습시행에서 

운 자들은 운  시뮬 이터 운 에 해 익숙해지고, 

ACC 시스템의 작동을 직  경험하 으며, 세 번째 단

계에서 시행될 이차과제들과 상황인식 과제들을 미리 

수행하 다. 실험에 한 질문이나 실험 참여에서의 불

편감 등이 없다면 두 번째 단계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의 주요 목 은 ACC 시스템에 

한 신뢰를 조작하는 것이다. 운 자들은 ACC 시스템

에 한 신뢰 조작 조건에 무선 으로 할당된 뒤 각 

조건에 따라 5분간의 주행을 통해 ACC 시스템의 작동 

방식(정상 작동 혹은 오작동)을 경험하 다. 주행을 마

친 다음에 운 자들은 자신이 사용했던 ACC 시스템에 

한 신뢰를 다양한 문항들에 걸쳐 평가하 다. 세 번

째 단계에서는 ACC 시스템에 해 신뢰상승 집단과 

신뢰감소 집단을 한산한 도로와 혼잡한 도로 조건에 

각각 다시 무선할당하 다.

이 단계에서는 작업부하를 측정하기 한 이차과제

와 상황인식 과제가 제시되었고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네 번째 단계에서의 주행이 종료된 후 주  작업부

하 질문지에 응답하 다. 모든 단계에서 운 자들이 운

하는 도로는 3차선이었는데, 운 자들에게는 가능한 

2차선에 차량을 치하여 운 하도록 지시하 다. Fig. 

2는 본 연구의 반  흐름을 정리한 것이고, Fig. 3은 

본 실험의 운  경로, 이차과제 수행  상황인식 측정 

지 을 도식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본 실험의 체 소

요시간은 약 40분이었다.

Fig. 2. General sequence of the study

Fig. 3. Locations of secondary tasks performed and 
situation awareness measured in the course of driving

3.5.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모든 운 자들이 ACC 시스템에 한 신뢰 

조건(2: 신뢰상승 vs. 신뢰감소)과 도로 혼잡도 조건(2: 

한산 vs. 혼잡)으로 구성된 4개 조합  하나의 실험 

조건에 한 번만 참여하는 2 × 2 완 무선 요인설계로 

구성되었다. 종속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1) ACC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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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신뢰 조작에 따라 운 자들이 보인 시스템에 

한 신뢰 수 에서의 차이, (2) 이차과제 수행(수 계산, 

문자 기억탐색  화살표 방향선택)과 주  평가를 

통해 측정한 작업부하 측정치, 그리고 (3) 상황인식 측정

치. 종속 측정치들  ACC 시스템 신뢰 수 에서의 

차이에 해서는 독립표본 t-검증을, 나머지 종속 측정치

들에 해서는 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실험 조건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 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운 자들의 

성비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는 과 

성별이나 운  경력에 따라 운   작업부하나 상황인

식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성별과 

운 경력이 종속변인에 해 갖는 효과를 통제할 필요

가 있었다. 만일 이 두 가지 변인에 따라 운 자의 작업부

하나 상황인식에서 차이가 찰된다면 성별이나 운 경

력을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운 경력의 경우 자료

가 정 으로 편포되어 있다는 을 감안하여 운 경력

의 앙값을 기 으로 운 경력이 2년 이하인 집단(N 

= 30)과 2년을 과하는 집단(N = 21)으로 구분하 다.

분석 결과, 모든 종족측정치들에 해 성별과 운

경력의 효과가 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의 변량분

석에서는 성별과 운 경력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모든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를 사용하여 분석

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운 자들은 55명이었으나 

연구 도  불성실한 참여  실험 이해 실패 등으로 

인한 탈락으로 총 4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51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4. 연구 결과  논의
 

4.1. ACC 시스템에 한 신뢰 분석 결과 
 

ACC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의 여부로 조작한 

ACC 시스템에 한 운 자들의 신뢰 수 의 분석 결

과, 운 자들의 ACC 시스템에 한 신뢰는 이 시스템

이 오작동한 조건에 비해 정상 작동한 조건에서 모든 

평가 항목에 해 유의하게 더 높은 수 의 신뢰를 보

다. 즉, Table 1에 제시되어 있듯이, ACC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조건에 할당된 운 자들은 오작동하는 

조건에 할당된 운 자들에 비해 ACC를 통해 운  수

행에서의 부담감이 경감될 수 있고(t = 6.40, p < .001), 

안 을 확보할 수 있으며(t = 5.52, p < .001), 험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을 여 다(t = -6.93, p < .001)고 

평가하 다. 

한 자의 집단은 후자의 집단에 비해 본 실험에 

사용된 ACC 시스템의 자동화 수 에 해 더 높은 수

으로 믿을 수 있다고 평가하 고(t = 8.83, p < .001), 

ACC 시스템을 자신의 의지 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지각된 통제감을 더 높게 보 으며(t = 5.48, 

p < .001), 앞으로 이 시스템의 사용 의도에 해 더 

높은 수 (t = 3.74, p < .01)으로 응답하 다. 이러한 

결과는 ACC 시스템이 요한 운 상황에서 반복 으

로 정상 작동하는 경우에는 ACC 시스템에 한 운 자

들의 신뢰 수 이 높아지는 반면, 빈번하게 오작동할 

경우에는 시스템에 한 신뢰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CC 시스템에 한 신뢰상승 조건과 신뢰감

소 조건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의 ACC 시스

템 신뢰 조작이 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도 시사한다.

4.2. 작업부하 분석 결과
 

4.2.1. 이차과제 수행 분석 결과

Table 2의 상단은 수 계산, 문자 기억탐색  화살표 

방향선택을 포함하는 이차과제 수행에서 운 자들이 

보인 반응시간을 ACC 시스템에 한 신뢰 조건과 도

Factor

Trust(scores: 1-5)

t
Increased 

(N=26)

Decreased

(N=25)

M(SD) M(SD)

Discharge driver 3.81(.93) 2.28(.76) 6.40**

Safety gain 4.02(1.00) 2.52(.94) 5.52**

Safety hazard 2.21(1.13) 4.00(.66) -6.93**

Automation trust 3.93(.80) 2.16(.60) 8.83**

Perceived control 4.11(.77) 2.91(.79) 5.48**

Intention of use 4.23(1.14) 3.03(1.16) 3.74*

Note: ** p < .001. * p < .01

Table 1. Comparison of the ACC trust scores according to trust
manipul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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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rust(A)
Main effect

Interaction 
effectIncreased(N=26) Decreased(N=25)

Road density(B)
A B A x B

High(N=13) Low(N=13) High(N=13) Low(N=12)

M(SD) M(SD) M(SD) M(SD) F F F

Secondary tasks(reaction time: seconds)

Arithmetic 5.83(1.67) 6.12(1.70) 6.87(1.50) 6.58(1.18) 4.66* .04 .66

Character memory search 8.58(.52) 8.32(.93) 9.12(.31) 9.14(.46) 17.32** .49 .58

Arrow direction choice 3.20(.31) 3.44(.64) 3.61(.47) 3.58(.34) 4.80 .52 .13

Subjective workload(scores: 1-7)

Mental Demand 2.77(1.59) 2.38(1.19) 4.77(.44) 3.92(.79) 32.97** 4.05* .59

Physical Demand 1.62(.65) 1.69(1.18) 3.85(1.28) 4.00(1.48) 47.03** .12 .01

Temporal Demand 1.62(.87) 2.08(1.44) 3.23(1.17) 2.75(1.29) 11.43** .10 1.94

Performance 5.08(1.32) 4.85(1.28) 3.38(1.04) 3.75(1.06) 17.64** .04 .81

Effort 3.08(1.26) 2.46(1.39) 4.62(1.26) 4.50(1.93) 18.73** .78 .37

Frustration 3.00(1.47) 2.31(1.55) 5.08(1.19) 5.25(1.06) 44.91** .48 1.34

Total 4.15(0.46) 4.03(0.73) 2.86(0.48) 2.63(0.68) 4.66* 1.14 .10

Note: ** p <. 001. * p < .05

Table 2. Comparison of the workload according to ACC trust and traffic density

로혼잡도 조건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세 가

지 이차과제 모두에서 정확 반응률은 모두 략 95% 

이상이었고, 실험조건에 따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응시간에 한 분석 

결과만 제시하고자 한다). 성별과 운 경력에 따라 이

차과제의 수행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성별이

나 운 경력 모두에 해 유의한 차이가 찰되지 않

았다. 신뢰 수 과 도로 조건을 독립변인으로 한 변량

분석 결과, 세 가지의 이차과제 모두에서 시스템 신뢰 

수 의 주효과가 찰되었다[수 계산: F(1, 47) = 4.66, 

p = .036, η2 = .09, 문자 기억탐색: F(1, 47) = 17.32, 

p < .001, η2 = .27, 화살표 방향선택: F(1, 47) = 4.80, 

p = .033, η2 = .09]. 특히 세 가지의 이차과제  수 

계산 과제의 경우는 혼잡한 도로 조건에서 신뢰 감소 

집단은 신뢰 상승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느린 반응

시간을 보 다(t = 2.10, p = .047). 도로 조건의 주효과 

 두 조건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차과제 수행에서의 반응시간 분석 결과는 

ACC 시스템에 한 신뢰 조작을 통하여 신뢰가 감소한 

운 자 집단은 신뢰가 상승한 운 자 집단에 비해 수 

계산하기, 작업기억 속에서 표  문자 탐색하기  제시

된 자극의 공간  의미 악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더 

느리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ACC 시스템

에 해 신뢰가 감소한 집단의 운 자들은 신뢰가 높아

진 운 자들에 비해 도로 방의 장면이나 운 상황에 

해 상 으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운 하 을 

것이고, 이러한 증가된 주의 요구가 이차과제에서의 반

응을 느리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ACC 시스템

에 한 신뢰감소 집단은 신뢰상승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 의 작업부하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4.2.2. 주  작업부하 분석 결과 

ACC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운 할 때 운 자들이 경

험하는 정신  부담, 신체  부담, 시간  압박감, 운  

수행의 질, 투여한 정신 /신체  노력의 정도  시스

템 사용에서의 짜증감 등에 해 운 자들이 주 으

로 평가한 주  작업부하 수 은 Table 2의 하단에 

제시하 다. ACC 시스템에 한 신뢰 수 과 도로 혼

잡도에 따라 주  작업부하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

교하기 해 6개 문항들의 수를 합산한 체 수에 

해 먼  분석을 실시하 다. 일차  분석에서 주  

작업부하의 체 수는 실험참가자들의 성별이나 운

경력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신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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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awareness 
level

Trust(A)
Main effect

Interaction 
effectIncreased(N=26) Decreased(N=25)

Road density(B)
A B A x B

High(N=13) Low(N=13) High(N=13) Low(N=12)

M(SD) M(SD) M(SD) M(SD) F F F

Situation awareness measured in the earlier stage of driving

Level 1: perception(0-1) .49(.22) .54(.29) .79(.26) .89(.16) 24.25** 1.18 0.10

Level 2: comprehension(0-1) .15(.38) .23(.44) .54(.52) .58(.52) 8.01* .22 0.02

Level 3: projection(0-2) .08(.28) .08(.28) .38(.51) .92(.90) 14.24** 3.06 3.06

Situation awareness measured in the latter stage of driving

Level 1: perception(0-1) .31(.16) .33(.30) .79(.19) .58(.29) 30.18** 1.19 3.12

Level 2: comprehension(0-1) .38(.51) .38(.51) .92(.28) .83(.39) 16.68** .14 0.14

Level 3: projection(0-2) .23(.44) .38(.51) .92(.28) .67(.50) 15.83** .18 2.81

Note: ** p <. 001. * p < .01

Table 3. Comparison of the situation awareness scores according to ACC trust and traffic density

 

의 주효과는 유의하 다(F(1,47) = 4.66, p = .036, η2 

= .09). 그리고 도로 혼잡도의 주효과  ACC 시스템 

신뢰와 도로 혼잡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이차과제에서 찰한 객  수행 측정치

의 결과와 유사하게 ACC 시스템에 한 신뢰가 상승

한 집단은 신뢰가 감소한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 으

로 주 인 작업부하를 경험하 다. 

주  작업부하 척도에 포함된 6개의 항목 각각은 

주  작업부하의 다양한 측면들을 비교  상이한 차

원에서 반 한다는 을 감안하면 주  작업부하 척

도에 포함된 6개 항목 각각에 해 ACC 시스템에 한 

신뢰와 도로 혼잡도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운 자가 

ACC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경험한 주  작업부하의 

특성을 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주

 작업부하 척도에 포함된 6개의 항목 각각에 해 

분석을 실시하 다. 먼  주  작업부하 척도에 포함

된 6개 항목 모두에서 성별이나 운 경력의 효과는 

찰되지 않았다. 이와는 조 으로 6개 항목 모두에서 

ACC 시스템에 한 신뢰의 주효과가 찰되었다[정신

 부담: F(1, 47) = 32.97, p < .001, η2 = .41, 신체  

부담: F(1, 47) =  47.03, p < .001, η2 = .50, 시간  

압박감: F(1, 47) = 11.43, p = .001, η2 = .20, 운  수행

의 질: F(1, 47) = 17.64, p < .001, η2 = .27, 정신 /신체

 노력의 정도: F(1, 47) = 18.73, p < .001, η2 = .29, 

시스템 사용에서의 짜증감: F(1, 47) = 44.91, p < .001, 

η2 = .49]. 그리고 도로 혼잡도의 경우에는 정신  부담

감의 주효과가 유일하게 통계 으로 유의하여[F(1, 47) 

= 4.05, p = .050, η2 = .08] 한산한 도로에서 운 한 

운 자에 비해 혼잡한 도로에서 운 한 운 자들은 상

으로 더 높은 수 의 주  작업부하를 보고하

다. ACC 시스템 신뢰와 도로 혼잡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주  작업부하 측정치에 한 분석 결과는 앞에서 

언 한 객  행동 측정치(즉, 이차과제 수행에서의 

반응시간)와 유사하게 ACC 시스템에 해 신뢰가 감

소한 운 자들은 신뢰가 증가한 운 자들에 비해 다양

한 측면에서 주 으로 작업부하에서의 부담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자의 운 자들

은 한산한 도로에 비해 혼잡한 도로에서 정신 인 부

담감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찰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ACC 시스템에 한 신뢰감소가 혼잡한 도로 

조건과 결합되면 주  작업부하에서의 부담 경험이 

가산 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3. 상황인식 분석 결과

 

ACC 시스템에 한 신뢰 조건과 도로 혼잡도 조건

에 따라 운 자들의 상황인식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보기 해 상황인식의 측정 시 과 상황인식 

수 을 추가  변인으로 투입하여 신뢰 조작 유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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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 vs. 감소) x 도로 혼잡도(2: 혼잡 vs. 한산) x 상황

인식 측정 시 (2( 반부 vs. 후반부) x 상황인식 수

(3: 지각 vs. 이해 vs. 측)의 혼합 요인설계에 한 

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이러한 네 개의 변인들  신

뢰 조건과 도로 혼잡도 조건은 피험자간 변인이었고, 

상황인식의 측정 시 과 수 은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분석 결과, ACC 시스템 신뢰의 주효과[F(1, 47) = 

29.97, p < .001, η2 = .39]와 상황인식 수 의 주효과

[F(2, 94) = 4.78, p < .001, η2 = .09]가 모두 유의하 다. 

구체 으로, 운 자들의 ACC 시스템에 한 신뢰가 

증가한 집단보다는 감소한 집단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

고, 상황인식의 1 수 인 지각에서의 수가 가장 높았

던 반면 3 수 인 측에서의 수가 가장 낮았다. 

상호작용 효과들 에서는 상황인식 측정 시 과 도

로 혼잡도 사이의 2원 상호작용 효과[F(1, 47) = 4.07, 

p = .049, η2 = .08], 상황인식 측정 시 과 상황인식 

수  사이의 2원 상호작용 효과[F(2, 94) = 19.32, p < 

.001, η2 = .29]  ACC 시스템 신뢰, 상황인식 측정 

시   상황인식 수  사이의 3원 상호작용 효과[F(1, 

47) = 4.81 p = .033, η2 = .09]가 유의하 다. 그리고 

ACC 시스템 신뢰, 도로 혼잡도, 상황인식 측정 시  

 상황인식 수 을 모두 포함하는 변인들 사이의 4원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 다[F(2, 94) = 4.84, p = .010, 

η2 = .09],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들을 좀 더 세부 으로 

살펴보기 해 상황인식의 시 별로 ACC 시스템에 

한 신뢰와 도로 혼잡도가 운 자의 상황인식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상황인식의 각 수 에 따라 변량분

석을 추가 으로 실시하 다. 체 운  주행  반

부에서 측정한 상황인식 수에 한 분석 결과, 상황

인식의 모든 수 에서 ACC 시스템에 한 신뢰의 주

효과가 찰되었다[수  1: F(1,47)  =  24.25, p < .001, 

η2 = .34, 수  2: F(1,47) = 8.01, p = .007, η2 = .15, 

수  3: F(1,47) = 14.24, p < .001, η2 = .23]. 반면, 도로 

조건의 주효과  신뢰 수 과 도로 조건 사이의 상호

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체 운  주행의 후반부에 측정한 운 자들의 상황

인식 자료도 반부 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되었

다. 분석 결과, 반부에서의 상황인식 패턴과 마찬가

지로 상황인식의 모든 수 에서 ACC 시스템에 한 

신뢰 조건의 주효과가 찰되었다[1수 : F(1,47) = 

30.18, p < .001, η2 = .39, 2수 : F(1,47) = 16.68, p 

< .001, η2 = .26, 3수 : F(1,47) =  15.83, p < .001, 

η2 = .25]. 즉, 주행의 후반부에서도 ACC 시스템에 

한 신뢰감소 집단은 신뢰상승 집단에 비해 상황인식의 

모든 수 에서 수가 더 높았다. 반면, 도로 조건의 

주효과  신뢰 수 과 도로 조건 사이의 상호작용 효

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운 이 진행됨에 

따라 ACC 시스템에 한 신뢰가 감소한 운 자들이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가 후반부에서는 

차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 히 주변의 운 상황에 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운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운  시뮬 이션을 이용하여 응형 

정속 주행(adaptive cruise control: ACC) 시스템에 한 

운 자의 신뢰  도로 혼잡도가 운 자의 작업부하와 

상황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ACC 시스템에 

한 운 자 신뢰 조건은 두 개의 주행 단계를 통해 

조작되었다. 첫 번째 주행 단계에서는 모든 운 자들이 

정상 으로 작동하는 ACC 시스템을 경험하 다. 두 

번째 주행 단계에서는 운 자들을 첫 번째 단계와 마

찬가지로 ACC 시스템이 일 이고 정상 으로 작동

하는 조건과 요한 상황에서 시스템이 빈번하게 오작

동하는 조건에 각각 할당함으로써 ACC 시스템에 한 

신뢰상승 집단과 신뢰감소 집단을 구분하 다. 도로 혼

잡도는 운 자 차량 주변의 차량 수를 달리하는 것으

로 수 을 조작하 다. ACC 시스템에 한 신뢰 조작 

이후 운 자들은 정상 작동하는 ACC 시스템을 사용하

면서 혼잡한 도로나 한산한 도로를 주행하 는데, 이때 

운 자들은 운 수행과 함께 작업부하를 측정하기 

한 이차과제 수행  상황인식 질문에 한 응답을 추

가 으로 요구받았다. 모든 주행이 끝난 뒤 운 자는 

주  작업부하 수 에 평정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  ACC 

시스템에 한 신뢰감소 집단은 신뢰상승 집단에 비해 

이 시스템의 사용으로 인한 운 부담 경감이나 안 운

 확보 등을 포함한 6개의 측정 항목 모두에서 시스템

에 한 신뢰 수가 유의하게 더 낮았다. 둘째, 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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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한 신뢰감소 집단은 신뢰상승 집단에 비해 

수 계산, 문자 기억탐색  화살표 방향선택을 포함하

는 이차과제 수행 모두에서 더 느린 반응시간을 보

고, 시스템 사용에서의 주 인 작업부하 수 도 더 

높게 평정하 다. 셋째, 운 자들의 운 상황에 한 

상황인식은 ACC 시스템 신뢰감소 집단이 신뢰상승 집

단보다 유의하게 더 우수하 다. 이러한 결과들은 

ACC 시스템의 빈번한 오작동에 의해 이 시스템에 

한 운 자의 신뢰가 감소할 경우 운 자의 작업부하는 

높아지는 반면 운 상황에 한 인식의 수 은 증가할 

수 있다는 기존의 결과와 일치한다(Miller et al., 2014; 

Sonoda & Wada, 2017; Stanton et al., 1997).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들은 ACC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 자의 

시스템에 한 신뢰가 운  에 수행하는 다양한 정

보처리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좀 더 일

반 인 까지 확장하여 본다면 다양한 자동화 운

보조 시스템의 설계에서 사용자의 시스템에 한 신뢰

가 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연구방법론과 

연구 내용의 측면에서 몇 가지 차별성을 갖는다. 먼 , 

ACC 시스템을 포함한 자동화 운 보조 시스템의 효과

를 살펴본 부분의 연구들이 그러한 효과를 검토하기 

해 시스템의 사용 유무나 시스템의 차별  기능에 

기 하여 운 자의 운 이나 정보처리 수행을 비교하

으나(Beggiato & Krems, 2013), 본 연구에서는 ACC 

시스템에 한 운 자의 신뢰를 다룸으로써 운 자의 

상  인지  속성이 ACC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에서 운 자들이 보이는 작업부하와 상황인식에서 어

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비교하 다는 이다. 둘째, 

ACC 시스템에 한 운 자들의 신뢰를 다룬 연구들이

라 할지라도 부분의 경우 ACC 시스템에 한 신뢰

에서의 변화 양상을 주로 종속변인으로 측정하 다

(Beggiato & Krems, 2013; Kazi et al., 2007; Payre, 

2016). 본 연구에서는 ACC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에 

기 한 운 자들의 신뢰 변화 양상뿐만 아니라(종속변

인) 이러한 신뢰에서의 변화가 운 자들의 작업부하와 

상황인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도(독립변인) 함께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한 부분에서 기술되었듯이 

본 연구를 통해 ACC 시스템에 한 운 자의 신뢰는 

ACC 시스템이 갖는 사양이나 기능 못지않게 운   

운 자의 정보처리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요한 변

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CC 시스템과 운 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의 자동화 운 보조 시스템 에서 운 자

가 종 통제에서의 도움만을 받는 ACC 시스템을 다루

었다. 즉, ACC 시스템은 운 자의 차량과 선행차량 사

이의 차간거리를 자동 으로 유지하기는 하지만 차량

의 차선유지나 차선변경을 포함한 횡 통제는 운 자

가 직  수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운 자는 지속 으

로 운 상황을 직  감시해야 하고, 그 결과 운 자의 

작업부하와 상황인식이 모두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찰된 것과 같이 ACC 시스템의 정상  작

동에 해 운 자가 신뢰가 감소한 경우라면 운  수

행에서의 이러한 인지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의 ACC 시스템 설계에서는 ACC 시스템

에 한 운 자의 신뢰 수  혹은 운 자가 ACC 시스

템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주 으로 경험하는 인

지  부담의 수 에 따라 자동화의 사용 여부 혹은 자

동화의 수 을 운 자 스스로 조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Sheridan, 

2019). ACC 시스템의 자동화 수 을 결정하는데 운

자가 직  개입할 수 있다면 운 자는 다양한 운  상

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고 주도 으로 ACC 시

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ACC 시스템에 

한 신뢰 조건과는 달리 도로 조건을 달리한 조건에

서는 운 자의 작업부하나 상황인식에서 유의한 주효

과가 부분 찰되지 않았고 ACC 시스템에 한 신

뢰 조건과 도로 혼잡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

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ACC 시스템에 한 상

 인지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시스템에 한 신뢰 

조건과 환경  변인이라 할 수 있는 도로 혼잡도 수

을 달리 한 조건에서 운 자들이 보이는 작업부하와 

상황인식의 차이를 통합 으로 비교함으로써 ACC 시

스템에 한 운 자의 신뢰가 도로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되어 찰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 다. 

즉, 도로 조건의 조작을 통해 ACC 시스템에 한 운

자의 신뢰가 운   운 자가 도로 상황에 투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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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의자원의 양과 어떠한 련성이 있는지 확인하

고자 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로 조건을 포함하

는 변인들이 운 자의 정보처리에 미치는 효과는 찰

되지 않았다. 이에 해 가능한 설명  하나는 본 연구

에서 조작한 도로 혼잡도가 운 자의 운   정보처

리에 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민감하게 처치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도로 혼잡도 조작 방법(Gold et al., 2016; Radlmayr et 

al., 2014)에 기 하여 도로 혼잡도를 운 자 차량의 주

변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수로만 조작하 기 때문에 운

자들이 실 으로 경험하는 도로 조건의 다양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조작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추후 연구에서는 도로 조건의 조작에서 다양한 요

소들을 고려함으로써( 를 들어, 주변의 차량 수뿐만 

아니라 도로 곡률이나 도로변의 교통표지 , 보행자 

등) 좀 더 실 으로 도로 조건을 차별화해야 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운 자들은 주로 20 의 학생 운

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극 으로 운 하는 연

령층이 30 에서 50 라는 을 감안하면 추후 연구에

서는 고른 연령 의 운 자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는 ACC 시스템에 한 운 자의 신

뢰 수 을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3회의 실험  처치를 

통해 조작하 으나 실제 운 에서 자동화된 운 보조 

시스템에 한 운 자의 신뢰는 비교  장시간에 결처 

형성되거나 변화될 수 있다는 을 고려하면 운 자들

이 ACC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에 해 좀 더 장기

 기간에 걸쳐 경험하도록 한 후 ACC 시스템의 신뢰 

수 이 운 자의 운   정보처리에 해 어떠한 효

과를 갖는지 검증할 필요도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 가지 유형의 이차과제

들이 갖는 실성에 해서도 추가 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 던 수 계산, 문자 기억탐

색  화살표 방향선택 등은 실험실에서 이차과제로서

의 역할과 기능은 할 수 있으나 실제 운 상황과는 어

울리지 않는 과제들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방에서 주

행하는 차량들의 변화( 를 들어 이크등의 멸이

나 주행 속도에서의 변화 등)나 보행자가 도로 로 갑

작스럽게 출 하는 등의 험한 장면 등과 같은 실

인 상황에서 ACC 시스템에 한 신뢰 수 이 다른 

운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요하게) 본 연구에서는 

ACC 시스템에 한 신뢰상승 집단과 신뢰감소 집단만 

비교하 기 때문에 두 집단 사이에서 찰되는 정보처

리 수행의 차이 비교는 ACC 시스템의 사용 유무 효과

는 배제하고 이 시스템에 한 신뢰의 효과에 국한된

다. 즉, ACC 시스템이 제공되지 않는 통제집단도 실험 

조건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ACC 시스템

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질 으로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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