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 자율주행자동차 실내행  유형에 따른 탑승자의 

심리  안 성 확보를 한 실내 공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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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In level 5 (mind-off) of autonomous driving, the autonomous vehicle passengers are expected to have various 

activities such as face-to-face meetings, working, relaxing, and watching movies. In particular, various changes in 

the interior space of the vehicle are expected. Moreover, according to the survey conducted by the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73% of the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were afraid to board autonomous vehicles. In 

level 5 of autonomous driving, the subject of safety was expected to be transferred to autonomous vehicles; thus,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from the user’s perspective. Recently,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secure 

the safety of fully autonomous vehicles. However, there are limited studies addressing the psychological safety of 

actual passenger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based on the AHP technique. Consequently, the 

automobile safety system’s priority for securing passengers’ psychological safety according to each type of indoor 

behavior was derived, and the interior space for securing the psychological stability of passengers was suggested 

based on the obtained results. This study offers a new direction for interior space design, satisfying the 

psychological safety of passengers. This study is important because it advocates that the interior environment of 

fully autonomous driving cars is expected to be designed to secure the user’s psychological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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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율주행 5단계(mind-off)에서는 운 에서 해방된 탑승자가 차량 내에서 면 화, 업무, 휴식, 화 감상 등의 다

양한 활동이 될 것으로 상된다. 특히 자동차 실내 공간의 다양한 변화가 상된다. 한 미국자동차 회(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가 시행한 조사에서 73%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승하는 것이 두렵다고 응답하 고, 자율주

행 5단계에서는 안 의 주체가 자율주행자동차로 이양이 상되므로 사용자 경험 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 성 확보에 한 다양한 연구가 이 지고 있으나 실제 탑승자의 심리  안 성 확보 

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AHP 분석 기법에 기반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그 결과 

각 실내 행  유형에 따라 탑승자의 심리  안 성 확보를 한 자동차 안 장치의 우선순 를 도출하 고 도출된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10079996, Development of HVI technology for autonomous 

vehicle driver status monitoring and situation detection) fund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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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기반으로 탑승자의 심리  안 성을 확보를 한 실내 공간을 제시하 다. 본 연구는 탑승자의 심리  안

성을 충족하는 실내공간 설계를 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심리  안 성 

확보를 한 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 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 한다. 

주제어: 완 자율주행자동차, 실내 환경, 실내행 , 안  

1. 서론

자율주행 5단계의 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까움에 따라 완 자율주행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

단의 개념을 뛰어넘어 사물인터넷 일부가 되는 움직이

는 자제품, 움직이는 로 ,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고려되고 있다(Kim, 2018). 이 때문에 차량의 실내 공

간의 요도가 높아지며, 실내 공간은 운 자가 운 에 

소요하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가능

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상된다.

최근 완성차 업계  련 업체의 콘셉트 카에서도 

차량 내 공간을 사무실, 침실, 거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미래 자율주행자동차에 한 니즈

(needs)를 반 할 뿐 아니라 2018년 09월에 공개된 볼

보의 Volvo 360c concept처럼 탑승자의 안 한 휴식 보

장을 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용된 콘셉트 카가 등

장하고 있다. 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에어백, 안 벨트 

치, 능동안 장치 개발 등 자동차 실내 안 장치에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im, 2018). 구 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외 에 에어백을 배치

하여 충돌상황에서 보행자의 안 을 확보하는 방향의 

특허를 보유하 다. 도요타는 ‘Tokyo Motor Show 

2017’에서 소개한 콘셉트 카 ‘Flesby II’에서 일반 으

로 자동차 실내에 용되는 안 장치인 에어백을 자동

차 외 에 고무패  에어백으로 용하여 충돌로부터 

보행자  차량의 안 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동차의 

연비효율 증가, 자동차의 형태도 변화할 수 있는 콘셉

트를 선보 다. 볼보는 2018년 09월 선보인 자율주행 

콘셉트카 Volvo 360c concept에서 차량 내 공간을 사무

실, 침실, 거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삶과 

일 사이의 균형 즉 워라벨(Work-Life Balance)을 재해

석하고자 했으며 차량 내에서 탑승자의 편안하고 안

한 휴식 보장을 한 안  모포(안 담요)를 연구  

제안하여 모포 안에 내장된 2개의 안 벨트로 제동

이나 정지 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탑승자의 안 성 

확보에 한 방안을 제시하 다. 

그러나 2016년 미국자동차 회(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가 시행한 설문에 따르면 미국 운 자의 73%

가 자율주행자동차에 탑승하는 것이 두렵다고 응답하

고, 61%가 semi-autonomous를 희망한다고 응답하

으나 그  84%가 ‘안 ’을 이유로 fully-autonomous가 아

닌 semi-autonomous를 희망한다고 응답하 다(Edmonds, 

2016). 2020년 딜로이트 컨설 이  세계 20개국 35,000

여 명 소비자를 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 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46%의 소비자들이 자율주

행 자동차가 안 하지 않다고 답하 다. 설문 결과를 통

해 산업계에서는 곧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도래할 

것으로 평가되며 그에 따른 다양한 연구  개발이 이

지고 있으나 사용자들은 자율주행자동차에 해 ‘두려

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탑승자가 이동시간 동

안 안 감을 느낄 수 없다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탑승자 심의 감성 주행 경험을 

한 차량 환경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특히 자율주행자

동차 내에서 다양한 행 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감성  

경험을 충족시켜주는 심리  안 성과 련된 요소를 

악하여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 까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탑승자의 안 에 한 불안감 감소를 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드백을 주는 방식에 한 연구가 

진행돼 왔다(이지수, 주다 , 2019; 주혜화, 강찬 , 최

호, 2019). 이와 함께 수동   능동  안 장치와 기술

에 한 선호도를 악하는 연구도 필요한 시 이지만 

재까지 이에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내에서 이루어

질 것으로 기 되는 다양한 활동별로 탑승자의 심리  

안 감에 향을 미치는 실내 안 요소들에 한 사용

자 인식을 악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하 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실내안 요소를 실내 행 별 사용

자의 에서 사용자 선호도에 따라 우선순 를 제시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실내행위 유형에 따른 탑승자의 심리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내 공간 설계  15

한 논문으로 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선행연구

2.1. 자율주행 기술단계

자율주행 기술은 완성차 업계를 심으로 빠르게 발

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에 한 기 은 미국을 

심으로 지난 2014년부터 기 이 정리되어 발표되기 

시작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 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은 2014년에 주

행 자동화를 기 으로 Level 0에서 Level 4에 이르는 

5단계로 구분해 발표하 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 자동

차기술학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E)는 

좀 더 세부 으로 구분하여 Level 0에서 Level 5까지 

총 6단계로 정리하 다.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는 2016년 SAE J3016 표 을 연방 

자율주행차 정책(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하 다. 이에 따라 SAE의 자율주행 

6단계의 구분 방식이 자율주행 단계 구분 기 으로 많

이 사용되고 있으며, SAE 구분 방식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2.2. 자율주행 안 기술

최근 완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 기술 한 지속

해서 발 하고 있으며 에이백과 안 벨트와 같은 기존 

수동안  장치 뿐 아니라 차량의 험상황을 탑승자에

게 미리 알려주어 차량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능동

안  장치 분야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 

차량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탈출을 돕기 한 기술  

부상자의 긴  구조를 한 차량 응  구난 시스템 개

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Kim, 2018). 능동안  장치

로는 방충돌경고(Forward Collision Warning, FCW), 

차선이탈경고(Lane Departure Warning, LDW), 자동비

상제동(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 AEB), 

응형 순항제어(Adaptive Cruise Control, ACC), 차선

이탈 방지  제어(Lane Departure Warning&Lane Keeping 

Assist, LDW & LKA), 사각지 경고(Side Blind Zone 

Alert, SBZA) 장치 등의 운 자 지원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등이 있으며 ‘GM 쉐

보  볼트 EV’와 같이 운 자 지원시스템이 일부 장착

된 자동차의 상용화가 이미 이루어졌다. 

미국 고속도로 안 보험 회(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IIHS)의 조사 결과 운 자 지원시스템

을 장착한 차량의 충돌사고율이 50%까지 감소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Kim, 2018). 국내외 완성차 업계  

련 업계의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와 진행되는 연구

에서 보이듯이 사고 상황이 이미 일어난 후 탑승자  

보행자의 안  확보를 한 에어백, 안 벨트와 같은 

수동안  장치와 험 사항을 탑승자에게 미리 알려주

어 사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한 능동안  장치

의 두 가지 방향으로 완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 성 

확보를 한 안  설계의 방향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 까지 부분의 연구개발은 기술 인 측

면 주로 진행되어 졌으며 실재 탑승자의 심리  안

성 확보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미비하게 진행되

었다. 국외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소비자 선호 기술

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딜로이트(2016)는 

주요 자동차 시장 17개국을 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소비자가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

성과 련된 기술을 선호한다는 것을 결과로 얻었다

SAE

Levels

NHTSA

Levels
Definition Overview and driver’s role

Level 0
No 

Automation

Driver is soley responsible for 

dynamic driving task

Level 1
Driver 

Assistance

Assistance system is enabled 
for one of the following tasks: 
steering, accelerating, or 
decelerating

Level 2
Partial 

Automation

Driver is required to monitor 
while driving.
Assistance system automatically 
maintains a constant distance 
from other vehicles

Level 3
Conditional 

Automation

Driver is allowed to perform 
non-driving activities freely, 
but control needs to be handed 
over to the vehicle, if necessary

Level 4

Level 4

High 

Automation

Dynamic driving tasks are 
automated without requesting 
proper driver response

Level 5
Full 

Automation
No driver needed

*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2016; Kwon & Ju, 2018 

Table 1. SAE and NHTSA’s autonomous vehicle technology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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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2016). Choi(2018)는 자율주행 자동차 안 성과 

련된 이슈와 동향 분석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

성을 본질 인 요소와 련된 내 요인과 주변 환경

인 인 라, 사회  계에서 기인하는 외 요인으로 구

분하 다. Han(2018)은 찰 분석  가상 실 실험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와 보행자 상호작용 환경에서 자

율주행 자동차의 신뢰도에 한 연구로 자율주행 자동

차의 신뢰에 향을 미치는 심리 , 사회 , 공학  요

인을 도출하 다. 

차 탑승자 심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안 성이 자

율주행자동차의 수용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신

뢰에 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으나 여 히 미비한 실정이다. Yang(2018)은 안

성이 자율주행 자동차 수용에 향을 분석하 으며, 

분석 결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 성은 사회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한 신뢰성이 없다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  수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처럼 완  자율주행 자동차 탑승자의 

심리  안 성 확보에 한 심층 인 연구가 매우 필

요한 시 이다.

그러나 재 자율주행 5단계의 완  자율주행 자동

차는 일반 으로 도로에서 경험해볼 수 있는 이동수단

이 아니기 때문에 완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내 안  

요소에 한 사용자 상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방법

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율주행 자동

차의 실내 안 요소에 한 연구로써 안 에 한 기

술개발이나 법   제도  이 아닌 선행 연구에

서 얻어진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동 , 능동  안 장치

에 해 사용자가 느끼는 안 성에 한 연구와 어떠

한 실내구성요소가 완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는 

미래 사용자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한 심리  안 성

을 느끼는 요소인지에 한 연구에 있어 한계 이 존

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 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 과 방법을 선정하 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와 탑승자 간의 상호작용 환경에서 탑승자의 심리  

안 성 확보를 한 실내구성요소를 도출했다는 에

서 본 연구의 신규성이 있다. 본 연구의 독창성을 세부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완  자율주행 자동차 탑승자의 심

리  안 성 확보를 한 실내구성요소 배치를 해 

자동차 실내에서 요구되는 행 와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내외 수동, 능동  안 요소 장치를 연 시켜 분석하

고 제시하는 매우 드문 시도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재 상용화되지 않은 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의 심

리  안 성 확보를 한 실내구성요소에 해 기술 , 

제도  근이 아닌 사용자의 실질 인 니즈 악의 

에서 근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심층 인 탑승자의 심리  안 성 확보를 한 

실내안 장치에 한 분석과 함께 자동차의 안 장치

를 엔지니어가 생각하는 안 성의 이 아닌 실재 탑

승자가 생각하는 안 성의 에서 바라보았다. 이는 

기존 선행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을 

도출해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완  

자율주행 자동차의 탑승자가 다양한 행  속에서도 차

량에 한 안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안 장치 배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2.3. 연구방법  범

본 연구 상은 차량 내에서 운 자의 한 응 

없이 동 운  자동화가 가능하여 탑승자의 차량 내 

행  자유도가 높아지는 자율주행 4·5단계(SAE J3016 

기 )의 자율주행자동차로 한정하 다. 자율주행 3단

계 이상의 자동차는 2020년 이후에 상용화 될 것이라 

측되므로(Ryu, 2018), 실차 실험을 진행하기 어려운 

한계 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AHP분석 기법에 

기반하여 Table 2에 제시한 자율주행자동차 실내안

Safety features Function

Passive safety 

features

Airbag

Seatbelt

Active safety 

features

Anti-lock Brake System (ABS)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System (AEB)

Adaptive Cruise Control (ACC)

Safe Exit Assist (AES) (Child-lock)

Lane Departure Warning (LDW)

Lane Departure Warning & Lane Keeping 

Assist (LDW & LKA)

Forward Collision Warning (FCW)

Side Blind Zone Alert (SBZA)

Table 2. In-vehicle safety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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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실내안 장치  

ADAS와 련된 기술도 포함하 으며, ADAS는 재 

자율주행 기술 2단계에 용되어 상용화되었지만, 2단

계에서 해당 기술을 토 로 차 확   발 되어 4단

계  5단계까지의 발 에 있어 요한 기술이며, 

ADAS가 향후 완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기반이라는 

에서 재 상용화된 주요  핵심 안  기술 상

으로 범 를 선정하 다. 

본 연구는 ADAS와 같은 능동안 장치뿐 아니라 안

요소에 에어백, 안 벨트를 포함시켰는데, 완  자율

주행 자동차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때 이에 

한 새로운 형태와 기술이 요구되어 연구범 에 포함시

켰다. 한 완  자율주행 상황에서도 심리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실시간 주행 정보와 험 상황 정보를 

탑승자에게 달하고, 경고 등 피드백을 받는 것에 

한 인식 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ADAS 련 기술을 

연구 범 로 포함하 다(김원 외, 2019; 이지인 외, 

2017; 이지수, 주다 , 2019; 주혜화 외, 2019).

본 연구는 상자가 완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 

상황일 때 자동차 내에서 이 질 수 있는 다양한 행 를 

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한 Volvo 360c 

concept 상을 시청하게 한 후 진행하 다(Fig. 1). 보

다 피실험자의 이해를 높이기 해 상을 시청하는 

것 외에도 완  자율주행 자동차 내에서 실내활동으로 

인해 지 과는 다른 차원의 안 요소가 필요할 것이라

는 과 완  자율주행 상황에서 실내활동 수행 시 

요하게 생각하는 안 요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  내용은 다음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의 세부 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주행 자동차 내 실내행 의 연구 범 를 

선정하기 해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 사례  문헌 

분석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내안 요소의 방향

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문헌분석을 통하여 자율주

행 자동차 내에서 이 질 수 있는 다양한 실내행 를 

악하고, 이를 통해 연구 상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실

내행 를 ‘휴식(잠)’, ‘개인활동’, ‘ 면교제’의 총 3가

지로 선정하 다(Kwon & Ju, 2018). 실내행  유형은 

Table 4와 같다.

둘째. 완  자율주행 자동차 탑승자의 심리  안

성 확보를 한 실내구성요소 도출하기 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발  단계 기 을 운 자의 개입이 거의 

Fig. 1. In-vehicle activities during autonomous driving, volvo 

350c concept car (volvo, 2018)

No Research process Research methods and details

1

Evaluation item 

selection and 

feasibility review

Literature review of in-vehicle 

activities and safety features

2

Selection of 

evaluation 

sub-items

Pilot research on 144 participants to 

establish the evaluation items and the 

hierarchical diagram for in-vehicle 

safety features

3 AHP survey AHP survey of 32 participants

Table 3. Research process 

No In-vehicle activities in autonomous driving system

1 Relaxation
Relaxation 

and sleeping

sleeping, relaxation from 

work/study

2
Personal 

activity

Personal/

Family 

activities

medical care (personal health 

care), Appearance management 

(wearing makeup, changing 

clothes), pet care, plant care, 

child/household/family care, 

playing with kids, helping kids 

with homework, vehicle 

maintenance, online shopping 

and online banking

Leisure 

activities

watching live TV, movie, and 

video, listening to radio/audio, 

watching sports game, playing 

group games, playing 

computer/mobile games, 

personal hobbies, entertainment, 

smoking, internet surfing

Work and 

Study

working, self-learning, taking 

online lecture, reading a book, 

redaing a newspaper/magazine

3
Face-to-face 

interaction

Social 

interaction

face-to-face interaction, 

video/audio calls, texting, 

e-mailing, and other 

socializing-related activities

* cited and reorganized: Kwon & Ju (2018)

* marked as ( ) for reorganized in-vehicle activity types

Table 4. Types of in-vehicle activity during autonomous driving



18  유지민․권주 ․주다

필요하지 않아 자동차 실내에서 보다 자유로운 행 가 

가능하며, 2020년부터 상용화 될 것으로 상되는 자

율주행 자동차 기술 4단계(SAE J3016 기 ) 이상의 자

율주행 자동차를 연구 범 로 설정하 다(Rye, 2018).

셋째. 완  자율주행 자동차 탑승자의 심리  안

성 확보를 해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실내구성요소 

도출을 해 선행연구와 일럿 스터디를 통해 확인된 

수동안  장치와 능동안  장치를 요소로 선정하여 조

사하 으며 계층화 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요소별 우선순 를 설정하 다.

넷째. 선정된 탑승자의 심리  안 성 확보를 한 

요인과 설문조사 자료 간의 체비교(Paired-Comparison)

검정을 통해 선행연구 분석과 일럿 스터디를 통해 도

출된 안 요소를 자율주행자동차 실내행 별 탑승자의 

심리  안 성 확보에 향을 미치는지 평가하 다. 

 

3. AHP 기법에 의한 평가모델 수립

3.1. 일럿 스터디를 통한 세부 평가항목 선정 

144명을 상으로 자율주행 4·5단계의 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의 실내안 장치별 선호도에 하여 likert 5

 척도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일럿 스터디를 실시하

다. 실내안 장치는 문헌 분석을 통해 확인하 으며 

실내안 장치는 크게 수동안 장치와 능동안 장치로 

분류된다(Kim, 2018). 본 일럿 스터디의 목 은 실내

행 별 탑승자의 심리  안 감 확보를 한 실내안 요

소 선호도 도출을 한 실내안 장치의 세부 평가항목을 

선정하는 것이며, 조사내용은 다음 Table 5와 같다.  

본 일럿 스터디에 참여한 설문 상자는 총 144명

이었으며, 2018.11.22.~2018.11.26. 총 5일간 진행되었

다. 실험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 로그램을 이용하

여 분석하 다. 일럿 스터디 상자의 일반  특성은 

다음 Table 6과 같다. 본 연구는 운 자 개입이 최소화

되는 완 자율주행 시의 안 요소에 한 인식을 도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운  경험이 없는 사용자들

이 기존 차량을 이용하고 탑승하면서 느 던 사용 경

험을 입하여, 새로운 자율주행 자동차 경험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 요소 선호도를 답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운  경험이 없는 사용자들에 해 제한을 

두지 않고 표본을 모집하 다.

수동안 장치와 능동안 장치로 구분되는 실내안

장치의 기능 인지도(사  지식)에 한 기술통계분석을 

한 결과, ‘안 벨트(4.83)’, ‘에어백(4.80)’, ‘ABS(3.6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동안 장치에 한 인지도가 

월등히 높았으며 나머지 능동안 장치에 한 인지도

Items Descriptions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age, driving experience

Recognition of in-vehicle 

safety device*

recognition of the function of each 

in-vehicle safety device

Importance of in-vehicle 

safety device*

importance of in-vehicle safety device 

inside leevel 4 and level 5 autonomous 

vehicles

* recognition & importance: likert 5-point scale

Table 5. Pilot study questionnaire details 

Descriptions Frequency %

Gender

male 58 40.3

female 86 59.7

subtotal 144 100.0

Age

20s 24 16.7

30s 32 22.2

40s or older 88 61.1

subtotal 144 100.0

Driving 

experience

none 28 19.4

under 1 year 9 6.2

1year ~ 5years 11 7.6

5+years 96 66.7

subtotal 144 100.0

Table 6. Pilot study result 

Ranking of function MEAN SD

1. Seatbelt 4.83 0.463

2. Airbag 4.80 0.496

3. ABS 3.61 1.718

4. FCW 1.69 1.366

5. LDW 1.69 1.365

6. AEB 1.80 1.451

7. ACC 1.95 1.530

8. LDW&LKA 1.65 1.309

9. SEA 1.56 1.222

10. ADAS 1.83 1.448

11. SBZA 1.50 1.165

Table 7. Recognition of in-vehicle safety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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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BS(3.61)’을 제외하고 월등히 낮았다(Table 7).

본 일럿 스터디의 목  달성을 해 실내안 장치 기

능에 한 학습 후 자율주행 4·5단계일 때 각 실내안 장

치에 한 요도 설문을 진행하 다. 피실험자가 실내안

장치 기능에 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 다. 이는 기본 으로 각 실내안

장치의 기능에 한 지식이 있어야 자율주행자동차 실내

행 에 따른 심리  안 감에 향을 주는 실내안 장치

에 한 반 인 의식에 해 더욱 유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내안 장치의 요도에 한 기술통

계분석을 진행한 결과 ‘에어백(4.84)’, ‘안 벨트(4.81)’, 

‘ABS(4.66)’, ‘AEB(4.63)’, ‘FEW(4.63)’, ‘LDW(4.60)’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8). 이 같은 일럿 스터디의 

결과를 통하여 총 11개의 실내안 장치  평균 4.60이상

의 항목을 세부 평가항목으로 선정하 다.

3.2. AHP 설문조사 

3.2.1. 계층화 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분석기법은 Saaty(1977)에 의해 개발된 다기  

의사결정모델(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model)로 

정책결정  개발 등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데 이용되

며 문가 에서 이용되어 왔다(Saaty, 1977; Suh, 

2009). 한 다양한 목 을 고려한 여러 가지 안들 

가운데서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Kim, 2013), 완 자율주행자동차 탑승자의 심리  안 성

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복합 으로 형성되고 있지만 안 성 

확보에 향을 끼치는 실내구성요소 에서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규명하기에 합한 AHP분석을 하 다.

3.2.2. 계층구조화

AHP 분석의 첫 단계로 문제를 목표(goal), 기 (criteria), 

하 기 (sub-criteria), 안(alternatives) 등으로 체계

화시켜야 한다(Min, 2015). 본 연구의 목표는 탑승자의 

심리  안 성 확보이고, 안 성 확보의 선택 기 으로

는 휴식, 개인활동, 면교제 등 세 가지가 고려되고 있

으며, 안으로는 에어백, 안 벨트, ABS, AEB, FCW, 

LDW 등 6개의 항목이 존재한다. 이를 계층구조로 나

타내면 Fig. 2와 같다.

3.2.3. AHP 설문  평가방식

32명을 상으로 자율주행 4·5단계의 완 자율주행

차 실내행 에 따른 동차 탑승자의 심리  안 성 확

보를 한 실내안 장치 우선순  도출에 하여 AHP 

분석 기법에 기반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AHP 설문을 

실시하 다(Table 9, Fig. 3). 이 단계는 평가기 들의 

Ranking of function MEAN SD

1. Airbag 4.84 0.468

2. Seatbelt 4.81 0.606

3. ABS 4.66 0.721

4. AEB 4.63 0.883

5. FEW 4.63 0.852

6. LDW 4.60 0.855

Table 8. Importance of in-vehicle safety device 

Fig. 2. Hierarchy for determining importance of in-vehicle safety

factors to ensure psychological safety in fully automated vehicles

Items Description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age, driving experience

Importance of 

in-vehicle 

safety device *

importance of in-vehicle safety device during 

‘relaxation (sleeping)’ inside level 4 and level 

5 autonomous vehicles

importance of in-vehicle safety device during 

‘personal activity’ inside level 4 and level 5 

autonomous vehicles

importance of in-vehicle safety device during 

‘face-to-face interaction’ inside level 4 and level 

5 autonomous vehicles

* importance: 1-not important at all~5-very important (likert 

5-point scale)

Table 9. AHP questionnaire detail 

Fig. 3. Photos taken during AHP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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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요도를 도출하기 해 사 에 수행해야 하는 

이원비교 단계이며 이를 체비교(Paired-Comparison) 

라고도 한다. 이는 하나의 선택에 향을 주는 요소들

을 1:1로 비교하는 것으로 이원비교의 방법으로는 1)수

치를 이용하는 방법(number judgment), 2)언어를 이용

한 방법(verbal judgment), 3) 도형을 이용한 방법 총 3

가지가 존재한다. 보통 수치를 이용한 1부터 9까지의 

비율척도(ratio scale)를 사용 하나(Min, 2015), 본 연구

에서는 분석의 단순화를 해 5  척도를 사용하 다.

본 AHP 설문에 참여한 상자는 총 32명이었으며, 

2018.11.28.~2018.12.05. 총 8일간 진행되었다. 설문에

서 수집된 자료는 일 성 비율을 만족하지 못하는 불

성실한 응답자 18명을 제외하여 총 14명의 설문조사 

수집자료를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 으며, 

기 을 통과한 설문조사 수집 자료를 빈도분석, AHP 

분석을 실시하 다.

4. 연구결과

4.1. AHP 설문 상자의 일반  특성 

설문에 참여한 32명의 실험 상자의 일반 인 사항

은 성별, 연령, 운 경력을 조사하 다(Table 10). 일반

 사항에 한 빈도 분석 결과, 설문 상자 30명의 

성별은 ‘남성’ 20명(62.5%), ‘여성’ 12명(37.5%)으로 남

성이 더 많은 비율을 보 다. 연령은 ‘20 ’ 8명(25%), 

‘30 ’ 8명(25%), ‘40  이상’ 16명(50%)로 40  이상

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다. 운  경력은 ‘5년 이

상’은 17명(53.1%), ‘없음’은 8명(25%), ‘1년 이상 5년 

미만’은 4명(12.5%), ‘1년 미만’은 3명(9.4%)의 순서로 

비율을 차지하 다. 자율주행자동차 내에서의 실내행

는 운 자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며, 운 자의 

개입이 없어도 되는 자동차에서 탑승자 입장에서의 인

식 도출이 본 연구의 목 이므로, 완 자율주행자동차 

이용 에서 표본 집단을 모집하 다.

AHP는 이원비교행렬의 일 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을 측정하므로 응답치의 일 성 여부를 단한다. 

일반 으로 일 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이 0.1을 

과하면 일 성이 결여된 것으로 분석에 활용될 수 없

으며 이 경우 응답치의 비일 성의 요인을 찾아 수정하

거나, 해당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Min, 2015). 배포된 

설문의 회수율은 100% 으며 일 성 비율을 만족하는 

14개의 일 성비율(CR)은 0.0017로 나타났다.

 

4.2. 상  요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4·5단계의 완 자율주행자

동차의 실내행 별 실내안 장치들의 상  선호도

를 도출하기 해 이원비교, 정규화 행렬 변환의 과정

을 수행해야 한다. ‘휴식(잠)’, ‘개인활동’, ‘ 면교제’

의 세 가지 평가기  하에서 수행한 상  선호도 도

출 결과는 다음 Table 11과 같다. 

휴식(잠) 자율주행차량에서 휴식(잠)의 실내행 를 

취할 때 탑승자의 심리  안 감에 향을 주는 실내

Descriptions Frequency %

Gender

male 20 62.5

female 12 37.5

subtotal 32 100.0

Age

20s 8 25.0

30s 8 25.0

40s or older 16 50.0

subtotal 32 100.0

Driving 

experience

none 8 25.0

under 1 year 33 9.4

1year ~ 5years 4 12.5

5+years 17 53.1

subtotal 32 100.0

Table 10. AHP participant characteristics 

Function
Relaxation 

(sleeping)

Personal 

activity

Face-to-face 

interaction

CR 0.0117 0.0067 0.0026

Airbag 0.144 0.124 0.135

Seatbelt 0.152 0.141 0.178**

ABS 0.175* 0.155 0.131

AEB 0.250*** 0.259*** 0.251***

FCW 0.168* 0.166** 0165*

LDW 0.111 0.155* 0.139

Total 1 1 1

* marked top 3 relatively high preferences 

(***: 1st, **: 2nd, *: 3rd)

Table 11. Relative preferences for in-vehicle activities

                                                 n=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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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창치의 상  선호도는 AEB(0.250), ABS(0.175), 

FCW(0.168), 안 벨트(0.152), 에어백(0.144), LDW(0.111)

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실내행  기   돌발 

상황에 한 신체  반응속도가 가장 느린 휴식(잠)상

태에서는 수동안 장치보다는 능동안 장치의 상  

요도가 높았다. 그 에서도 상황 변화에 반응 자동화 

기능을 수행하는 ‘AEB(자동비상제동)’, ‘ABS( 이

크 잠김 방지)’의 상  선호도가 높았다. 휴식을 취할 

때 기존 차량에서의 시트백 각도 조 을 통한 자세 변

경과 비슷한 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

서 수동안 장치의 형태 변화보다, 능동안 장치의 

요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측될 수 있다. 휴식을 

취할 때 의식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거 등의 상

황에 비하여 탑승자에게 피드백과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랙션  실내공간 설계 측면에서 고려돼야 할 필

요성이 있다. 특히 기술  측면에서 충돌을 회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를 경감시켜주는 휴식 자세의 시트 

형태 설계도 용될 수 있다.

개인활동 자율주행차량에서 개인활동의 실내행 를 

취할 때 탑승자의 심리  안 감에 향을 주는 실내안

창치의 상  선호도는 AEB(0.259), FCW(0.166), 

ABS(0.155), LDW(0.155), 안 벨트(0.141), 에어백(0.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식이 깨어있지만 행동의 자유도가 

높은 개인활동 상태에서도 수동안 장치보다 능동안

장치의 상  요도가 높았다. 그 에서도 상황 변화

를 운 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수행하는 ‘AEB(자동비상

제동)’, ‘FCW( 방 충돌 경고)’의 상  선호도가 높았

다. 개인활동 시에는 의식이 깨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탑승자는 도로 상황을 직  확인 가능하며, 자율주행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활동별로 시트 

배치와 탑승자의 자세에 따라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달하는 디스 이 배치  형태와 GUI 설계가 필요하

고, 디스 이 외에도 HUD, 시트나 암 스트, 실내 

내장재 등을 통해 도로 상황 정보를 달할 수 있다. 

주행 정보에 한 메시지를 모달리티의 조합을 통해 

제시하는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김원 외, 2019).

면교제 자율주행차량에서 면교제의 실내행

를 취할 때 탑승자의 심리  안 감에 향을 주는 실

내안 창치의 상  선호도는 AEB(0.250), 안 벨트

(0.178), FCW(0.165), LDW(0.139), 에어백(0.135), ABS 

(0.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승자와 마주 보게 되는 

면교제 상황에서는 앞선 두 상황과는 다르게 수동안

장치의 상  선호도가 높았다. 그 에서도 ‘안

벨트’에 한 상  선호도가 2 를 차지하 다. 면

교제 배치의 경우 시트의 회  등 기존 시트 배치에서 

벗어난 환경으로 시트와 련된 안 벨트에 한 요

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안 벨트의 경우 

면교제 시 시트에 안 벨트가 용된 형태로 설계해야 

하며, 면교제를 해 시트를 회 할 시에 안 벨트로 

인한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차량과 달리 안 벨트가 시트에 용되어 신체에 

안 벨트의 더 많은 면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편

리성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한 면교제 시 건 편 

동승자가 유아기  아동기의 자녀일 때 몸을 앞쪽으

로 구부리는 등 면교제 배치를 통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자세를 고려해야 한다. 기존 차량에서는 

에어백이 시보드에서 나오는 방식이었지만, 시트가 

회 되면 시트 자체에서 에어백이 나오거나, 천장  

바닥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아직까지 

시트 회  상태에서 에어백이나 안 벨트에 한 안

성 확보 차원의 연구가 부족하므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한 시 이다.

종합 으로 살펴보면, 본 논문의 결과로 탑승자의 

심리  안 성에 향을 미치는 자율주행 실내행  별

로 실내안 장치의 상  선호도는 각각 차이가 있었

다. 한 실내안 장치  ‘AEB(자동비상제동)’가 세 

가지 기 에서 모두 가 치 0.250 이상을 기록하며 심

리  안 성 확보를 한 상  선호도가 가장 높았

다. 그러므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내 공간 설계 시 탑

승자의 심리  에 따라 자율주행 실내 행 별로 

차별화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완 자율주행자동차 탑승자의 심리  안

성 확보를 한 실내구성요소 설계를 해 자율주행 

차량 내 행  유형별 실내안 장치에 한 상  선

호도를 요한 요인으로 바라보고, 차량 내 실내행 별

로 탑승자의 심리  안 성 확보에 향을 미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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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안 장치의 상  우선순 를 악하고 제시하고

자 하 다. 이를 해 실험 상자들은 완 자율주행자

동차의 실내행 를 직 으로 이해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상을 시청한 후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본 연구는 높은 수 의 자율주

행 단계의 자동차를 상으로 자율주행 실내 행 별로 

실험 상자가 심리  안 성 확보에 에서 실내안

장치를 이해하고 응답한 결과를 제시했다는 측면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 달성을 해 자율주행 자

동차 내에서 이 질 수 있는 행 에 련 문헌분석, 자

율주행 자동차의 안 성 련 문헌분석을 통하여 얻은 

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요구되는 행  유형화하

다. 일럿 스터디, AHP 설문  분석을 통하여 완

자율주행자동차 탑승자의 심리  안 성 확보를 한 

자율주행 실내 행 별 실내안 장치요소의 상  우

선순 를 도출하 다(Table 12). 분석 내용을 통해 얻

어진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완 자율주행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

단의 개념을 뛰어넘어 사물인터넷 일부가 되는 움직이

는 자제품, 움직이는 로 , 움직이는 생활공간으로 

고려되어(Kim, 2018; Kwon & Ju, 2018), 실내 공간의 

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 한 실내 공간은 

운 자가 운 에 소요하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

양한 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상과 

같이, 실내안 장치도 실내행 에 따라 그 배치가 변하

는 것은 사용자 측면에서 요해질 것으로 상된다. 

특히 운 의 주체가 자동차로 이양되는 자율주행 단계

에서는 사용자에게 자동차의 안 성 확보는 필수 으

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실내안 장치 설계에 있어 자

율주행 상황에서 차량 내 실내행 의 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 성과 련된 기술 발

이 더욱 선호될 것으로 망되고(Bae, 2016), 안 성에 

련한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나, 자율주행 자동

차의 안 성은 사회  향을 많이 받고 안 성에 한 

충분한 신뢰성이 확보 되지 않는다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한 이용이나 수용은 힘들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Edmonds, 2016; Yang, 2018). 그러므로 자율주행자동차

의 ‘안 성’에 기술 ·제도  근과 더불어 사용자 경험 

심의 더욱 확장된 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완 자율주행자동차 탑승자의 심리  안

성 확보를 한 실내구성요소 배치를 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내 행  유형과 자동차의 실내외 수동·능

동안 장치를 연  지어 분석하고 제시하는 드문 시도

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한 본 연구는 다양한 활동 

수행이 가능한 완  자율주행 자동차 내에서 심리  

안 성 확보를 해 실내활동에 따라 수동안 장치인 

에어백과 안 벨트, 능동안 장치인 ADAS의 핵심 기

술 련 안 요소 요도를 제시하 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인식하는 사고와 련된 험성에 한 우

선순 도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4

단계  5단계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필수 인 기술을 

발 시키는 측면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 설계에 기  

연구로써 활용되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재 상용화되지 않아 사용자가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한 완 자율주행 상황에서 탑승자의 감성 경험을 

해 심리  안 성 확보를 한 실내안 장치에 한 

선호도를 악했다는 에서 한계가 있으며 향후 지속

이고 발 된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심리  

안 감에 향을 주는 실내안 장치 기능과 탑승자 간의 

인터랙션 방식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 

실내안 장치 뿐만 아니라 탑승자에 심리에 향을 미치

는 빛, 재질, 색감 등의 다양한 실내인테리어 구성요소들

을 종합하여 보다 복합 인 실내구성요소 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REFERENCES

Bae, J. H. (2016). Deloitte Global Automotive Consumer 

Study: Automotive Consumer Global Trends on 

Awareness and Accptance of innovative atuomobile 

Ranking
Relaxation 

(sleeping)

Personal 

activity

Face-to-face 

interaction

1 AEB AEB AEB

2 ABS FCW Seatbelt

3 FCW ABS FCW

4 Seatbelt LDW LDW

5 Airbag Seatbelt ABS

6 LDW Airbag Airbag

Table 12. Relative preferences for in-vehicle safety features 

under different in-vehicle activities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실내행위 유형에 따른 탑승자의 심리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내 공간 설계  23

technologies. Seoul: Deloitte Strategy Consulting 

Group. 

Choi, I. S. (2016). An analysis of self-driving car safety 

issues and trends, Auto Journal, 38(2), 21-26.

Deloitte Consulting. (2020). 2020 Global Automotive 

Consumer Study. London: Deloitte.

Edmonds, E. (2016). Three-quarters of americans 

“afraid” to ride in an self-driving vehicle. 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 NewsRoom. Retrieved 

November 3, 2018, from https://newsroom.aaa.com/ 

2016/03/three-quarters-of-americans-afraid-to-ride-i

n-a-self-driving-vehicle/

Kim, J. S., & Min, S. J. (2019). Development trends and 

core technology development fields of the intelligent 

automobile industry. Gwangju: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Kim, K. O., Moon, Y. J., Lee, J. D., & Jo, S. A. (2016). 

A Fundamental Research on Public Perceptions on 

Ethics, Legal and Social Acceptance of Autonomous 

Vehicles (AV). Sejong: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Kim, W., Cho, K. W., Kim, M. S., Yeo, D. H., Lee, 

J. E., & Kim, S. J. (2019). A study on driver’s 

attitude according to combination of modality and 

message type in providing driving information in 

autonomous driving, Proceedings of HCI KOREA 

2019, 125-130.

Filo, P., & Lubega, I. (2015). Design of interior for 

self-driving car: Propose a conceptual design from 

a body & trim perspective that can be implemented 

in future self-driving cars. (Master’s dissertation). 

Department of Product and Production Development,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Göteborg, 

Sweden. Retrieved from https://odr.chalmers.se/

Han, S. W., Kwon, H. J., Yoo, J. K., Lee, Y. K., Kwon, 

M. J. & Bang, H. S. (2018). Psychological, social, 

and technological factors affecting trust for 

autonomous vehicles, Proceeding of the 72th Annual 

Conference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86-86.

Hus, J. (2015). Google’s Pedestrian Airbag Aims to 

Deflate Robot Car Fears, Science for The Curious 

Discover, Retrieved November 26, 2018, from 

http://blogs.discovermagazine.com/lovesick-cyborg

/2015/03/28/googles-pedestrian-airbag-aims-to-defl

ate-robot-car-fears/#.XCM1CGgzaUk

Joo, H. H., Kang, C. Y., & Choi, J. H. (2019). Study 

on the effect of safety perception according to 

information provicing method in autonomous 

driving environment,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20(8), 1577-1584. DOI: 10.9728/dcs.2019. 

20.8.1577

Joo, M. J., & Lee, J. S. (2016). The effects of older 

driver’s subjective evaluation for driving ability on 

mobi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19(2), 67-78. DOI: 10.14695/ 

KJSOS.2016.19.2.67

Kim, D. S. (2018). NCAP roadmap to evaluate the safety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s, Auto Journal, 40(7), 

43-47.

Kim, H. Y. (2013). Assessment on the importance of 

evaluation factors for ship’s safety management 

company by the AHP, Marine Policy Research, 

28(1), 83-108.

Kim, P. S. (2018). What are the current state of autonomous 

vehicle technologies and their potential for 

advancement?, SPRi, Retrieved November 23, 2018, 

from http://spri.kr/posts/view/16552?code=speech

Kim, W., Cho, K. W., Kim, M.. S., Yeo, D. H., Lee, 

J. E., & Kim, S. J. (2019). A study on driver’s 

attitude according to combination of modality and 

message type in providing driving information in 

autonomous driving, Proceedings of HCI Korea 

2019, 125-130.

Kim, Y. J., & Kim, S. C. (2014). A study of Automotive 

interior space design According to the Unmanned 

vehicle technology, Proceedings of the 11th KODDCO 

2014 Conference, 79-80.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Kidp). (2018). Volvo’s  

autonomous driving concept car with dwelling 

function,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Kidp), 

Retrieved November 12, 2018, from http://www.designdb. 

com/?menuno=1159&bbsno=399&siteno=15&act=

view&ztag=rO0ABXQANDxjYWxsIHR5cGU9ImJ

vYXJkIiBubz0iOTY3IiBza2luPSJwaG90b19iYnMi

PjwvY2FsbD4%3D



24  유지민․권주 ․주다

Kwon, J. Y., & Ju, D. Y. (2018). An analysis and 

classification of in-vehicle activity based on literature 

study for interior design of fully autonomous vehicle, 

Journal of the HCI KOREA, 13(2), 5-20. DOI: 

10.17210/jhsk.2018.05.13.2.5

Lee, J. I., Kim, N. E., & Kim, J. W. (2017). A study 

on driver experience in autonomous car based on 

trust and distrust model of automation system,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18(4), 713-722. 

DOI: 10.9728/dcs.2017.18.4.713

Lee, J. S., & Ju, D. Y. (2019). The effect of feedback 

on alleviating anxiety for autonomous vehicle 

passengers, Proceedings of HCI Korea 2019, 490-494.

Lee, S. H. (2014). An empirical study on the adoption 

on smart car, Department of Computer Information 

Engineering. (Master’s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

Mercedes Blog. Confirmed: All-new 2020 Mercedes- 

Benz S-Class will be capable of Level 3 autonomous 

driving, Mercedes Blog, Retrieved November 10, 

2018, from https://mercedesblog.com/confirmed-all- 

new-2020-mercedes-benz-s-class-will-be-capable-o

f-level-3-autonomous-driving/

Min, J. H. (2015). Smart Management Science, Gyeongi: 

Booksr.

Ryu, C. H. (2016). Levels of automated driving and 

current state, KAMA Web Journal, Retrieved 

November 14, 2018, from http://www.kama.or.kr/ 

jsp/webzine/201611/pages/trend_01.jsp

Ryu, J. E. (2018) ‘Level 3’ autonomous driving, more 

conservative approach auto industry game-changer, 

Electronic Times Internet, Retrieved November 10, 

2018, from http://m.etnews.com/20180904000269#_

enliple

Saaty, T. L. (1977). A scaling method for priorities in 

hierarchical structures, Journal of Mathematical 

Psychology, 15(3), 234-281. DOI: 10.1016/0022-2496 

(77)90033-5 

Suh, I.G. (2009). Intersection safety evaluation model 

considering driv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Doctoral dissertation).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

Thubron, R. (2017). Ding-proof car with external 

“airbags” shown off at Tokyo Motor Show, techspot, 

Retrieved November 27, 2018, from https://www. 

techspot.com/news/71621-ding-proof-car-external-a

irbags-shown-off-tokyo.html

Udy, J. (2016). Volvo survey says: Put steering wheels 

in autonomous car, Motortrend, Retrieved November 

6, 2018, from https://www.motortrend. com/news

/volvo-survey-consumers-want-steering-wheels-in-a

utonomous-cars/

Volvo Home page. (n.d). A new way to travel Volvo 

360c concept. Retrieved September 18, 2018, from 

https://www.volvocars.com/intl/cars/concepts/360c

Yang, H. S. (2018). A Study of the Effects of Pleasure 

and Safety on Autonomous Vehicle Acceptance.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IT Policy 

Management,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Retrieved from http://www.riss.kr/

Lee, J. I., Kim, N, E., & Kim, J. W. (2017). The effects 

of feedback in an automated car, Proceedings of 

HCI KOREA 2017, 669-672.

Lee, J. S., Ju, D, Y. (2019). The effect of feedback on 

alleviating anxiety for autonomous vehicle passenger, 

Proceedings of HCI KOREA 2019, 490-494.

Yu, G. E., Kim, T. S., Lee, G. H., & Choi, J. H. (2018). 

The effects of voice and visual information types 

on driver’s cognitive workload and emotion, 

Proceedings of the 17th HCI KOREA 2018, 986-991.

원고 수: 2021.01.18

수정 수: 2021.03.31

게재확정: 2021.04.23

ⓒ 2021 (by) the authors. This open access article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