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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최근 들어 자동차는 기계 전자 통신과 제어공학의 발전으로, , ,

인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안전하고 쾌적,

한 주행 환경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있다 또한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운송 수단에서 운송 정보. , , ,

업무 및 휴식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능형 자동차(intelligent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vehicle) . ,

의 약 가 인간에 의한 실수 에 의해 발생하며 인간의90-95% (error) ,

부주의와 같은 실수로 인한 충돌 사고의 전체 사고의 이상을25%

차지한다 따라서 해외 선진 자동차 업체를 중심으로 인간에[1].

의해 발생되는 운전 중 실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선진 자동차 업체는 안전에 관련된 기술은 자동차. ,

중심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2].

운전자중심의자동차안전기술을개발하기위한첫연구는운

전자의운전특성을분석하는것이었다 특히 운전자가실제운전. ,

환경에서가지는운전특성을분석하여운전자의실수를유발하

는요인을분석하는연구가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따라서본논.

문은운전자의운전특성을분석하기위한프로토콜설계방법을

제안한다 특히 실험환경에서피험자가 실제환경에서운전과유. ,

사한실험결과를얻기위한실험전과정과실험후과정을설계하

는방법을제안하고성능을평가한다.

운전특성분석프로토콜설계2.

연령별 운전자의 운전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토콜 설계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실험을 위한 전 단계에서는. ,

실험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실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선 을 측정한다 다음으로 실제(baseline) . ,

실험 단계에서는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특정한 태스크 를 수행할 수 도 있다 마지막 실험(task) . ,

후 단계에서는 실험에 대한 피험자의 의견을 수집하고 피험자의

실험 후 기준선 을 측정한다 여기서 실험 프로토콜(baseline) . ,

설계는 실험의 목적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요구되는 목적에 부합

한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최적의 실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실험 프로토콜의 설계에 따라 발생할 수. ,

있는 피험자의 미묘한 상태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운전자의 운전 특성 분석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세 단계의 프로토콜을 설계하고 각 단계의 실험 절차를

제안한다.

연령별 운전자의 운전 특성 분석을 위한 전 단계는 크게 여섯

단계로 구성된다 여기서 전 단계는 피험자 자격 검토. , (subject

서명 및 설명 단계 측정eligibility review), (consent and overview),

시스템 부착 단계 태스크 훈련(measurement system attachment),

단계 기준 실험 단계 와 사전(task training), (baseline experiment)

설문 단계 로 구성된다 실험을 위한 전 단계(pre questionnaire) .

사이에 필요에 따라 특정 단계를 추가할 수 있으며 휴식 시간을

적절히 추가할 수 있다.

연령별운전자의운전특성분석을위한전단계의첫단계는실

험에참가하는피험자의자격여부를판단하는것이다 특히 실험. ,

프로토콜을설계하면서실험의목적에맞게피험자의자격기준

을적절히설정하는중요하다 예로 운전자의운전특성을분석하. ,

는경우에는피험자를연령대별로구분하고최소한의운전경력

을만족함을중요한자격기준으로설정할수있다.

다음으로 서명및설명단계를수행한다 서명은실험에대한, .

법적인책임및실험결과활용에대한권리를양도받기위한단계

이다 특히 실험결과의활용과관련하여권리를피험자에서실험. ,

주체로양도받는과정은꼭수행해야할사항이다 또한 실험과정. ,

에대한설명은피험자가실험에적극적으로동참할수있도록실

험전반적인과정에대한사전지식을제공하는측면을가지고있

다 특히 실험전반적인과정및각실험단계의목적을명확히알림. ,

으로써피험자가실험에대한거부반응이없이적극적인참여를

유도할수있다.

다음으로 측정시스템부착단계를수행한다 운전자의운전특, .

성을분석하는그룹의목적에따라필요한측정시스템을부착하

고부착된측정센서의설명을피험자에게제공한다 여기서 측정. ,

시스템을실험전단계에서앞부분에구성하는이유는피험자가

측정장치에대한거부반응을최소화하기위하여측정장치에대

하여적응할수있는시간을제공하기위함이다.

다음으로 태스크훈련단계를수행한다 태스크훈련단계는크, .

게실험목적을위한특정한태스크에대한훈련과차량시뮬레이

터환경에대한훈련으로구분된다 특정태스크에대한훈련은본.

연구의목적에따라수행되는특정태스크를사전에학습시키는

것을목적으로훈련을수행하는것이다 예로 연령별운전자의운. ,

전중멀티태스킹 을할경우에 오디오조작과같은(multi-tasking) ,

멀티태스킹을훈련이포함될수있다.

다음으로 기준실험단계를수행한다 기준실험수행단계는, .

피험자의정상상태와시뮬레이터환경에서특정한태스크를수

행하는상태의차이를비교하기위하여수행한다 즉 특정피험자. ,

에따라정상상태의기준이차이가있기때문에개인에따른기준

을기준실험단계에서수행하여특정태스크수행에따른차이를

개인별로분석한다 왜냐하면 피험자의문화적환경과신체적인. ,

특성에따라동일한태스크를수행하여도전혀다른형태의결과

를보일수있기때문이다.

실험전마지막단계는피험자의기본적인정보및필요한사전

지식을중심으로사전설문지조사를수행한다 사전설문조사는.

피험자의기본적인정보를중심으로실험을통해얻을수없는피

험자의운전경력및운전에관련된사전정보를포함할수있다.

또한 실험의목적에따라필요한정보를획득하기위하여사전설,

문조사가사용되며 실험전후의감정상태에대한비교도수행할

수있다 여기서 사전설문조사는꼭필요한항목을중심으로짧은. ,

시간내수행하는것이적절하다 왜냐하면 과도한사전설문조사. ,

는피험자에게피로감을유발할수있으며고령운전자와같은특

정연령대에게는실험수행에방해가될수있을정도의피로감을

느낄수도있기때문이다.

실험단계에서는실험의목적에따라세부적인사항을평가한

다 특히 실험단계의설계는실험의목적성에가장영향을받는. ,

구간이므로실험의목적에따라원하는특정한태스크를설계하

고그에따른결과를획득할수있도록해야한다 실험단계의구체.

적인설계는실험의목적성에따라설계자가세부적으로설계를

하지만지나치게과도한태스크를수행하여피험자가지치거나

구토와같은건강상태의악화를가져오지않도록설계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한시간이상의장시간실험은피험자에게신체적. ,

인측면뿐만아니라정신적인측면에서많은부담을주기때문에

적절한조정이필요하다 또한 장시간의운전실험은피험자가실. ,

험에대한적응도가높아져특정한태스크에대한학습효과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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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와정확한실험결과를획득하기힘든측면도있다 따라서실험.

의목적성과소요되는시간을적절히조절하여설계하는것이가

장중요하다.

실험후단계는크게두단계로구분되며실험에대한피험자의

의견을수집하는사후설문조사와피험자의실험후기준실험단

계로구성된다 실험후첫단계에서는피험자의실험후기준실험.

을수행한다 실험후기준실험은실험전과비교하여피험자의.

상태변화를비교하는의미를가진다.

연령별운전자의운전편의성평가3.

제안한 연령별 운전자의 운전 특성을 평가하는 프로토콜 설계

방법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차 환경에서 연령별 운전자의 운전

특성 중에서 편의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림 은 제안된. 1

운전 특성 분석 프로토콜 설계 절차에 따라 구성된 실험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실험 전 단계는 서명 및 설명 단계. , ,

피험자 자격 검토 단계 사전 설문 단계 차량 소개 단계 태스크, , ,

훈련 단계와 차량 훈련 단계로 구성하였다 또한 실험 단계는. ,

실험의 목적에 맞게 정차 상태 주차 및 야간 상태 및 주행 상태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 후 단계는 실험 시간을 고려하여. ,

사후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을 위한 피험자 조건은 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와 비교를65

위한 대와 대 운전자를 선정하였다 여기서 실차 운전 테스20 40 . ,

트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간의 최소 년 이상3

경과하고 주 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전을 수행하는 운전자를2

선정하였다 특히 실험에 참가하는 모든 피험자는 운전을 수행하. ,

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운전 관련 전문직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피험자 선정과 함께 운전자의 편의성을.

평가하는 차량은 국내 사의 모델로 선정하였다 차량 선정은H G .

연령별 운전 편의성 비교의 주된 대상이 되는 고령운전자가

중대형 이상의 승용차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연령별 운전자의 운전 편의성을 실차 환경에서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차 주행 후 평가지 작성방법을 선정하였다 실차.

환경에서 운전자의 운전 편의성을 차량의 정차 상태 주차 및,

야간 주행 상태와 주행 상태를 구분하여 세부적인 태스크를

수행하고 평가 항목별로 피험자가 평가하였다 여기서 실험. ,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험자가 작성한 주관적인 평가

지에 대해서 면담을 통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

다 또한 실차 환경의 평가를 위하여 실험 주행 도로와 예비. ,

실험 주행 도로를 선정하였다 여기서 예비 주행 도로는 실험을. ,

수행하는 본 연구소 주변의 약 도로를 약 분정도 주행할5km 10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실험 주행 도로는 운전자의 운전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게 그림 와 같이 대구 시내 도로 약 를2 30km

시간 정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1 .

실험 대상 피험자는 전체 명으로 구성하며 대와 대는40 20 40

남녀 각각 명씩 명을 실험하였다 고령운전자는 남성 명과5 10 . 14

여성 명을 실험하였다6 .

그림 은 실차 실험 중에서 정차 상태의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3

있다 그림에서 정차 상태의 평가 항목은 승하차 자세 조정. , , ,

시동키와 시트 편의성으로 선정하였다 자세 조정 항목은 연령대.

별 유의성이 거의 없이 전 연령대에서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여기서 자세 조정의 목 받침대 페달의 높이와 안전벨트의 위치, ,

가 불편한 요소로 많은 지적을 받았다 시동키 항목은 고령운전자.

의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인하여 연령대에 따라 불편함이 증가하

는 추세를 보였다 반대로 시트 항목은 고령운전자가 대 운전. , 20

자에 비하여 낮은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고령운전자와 대 운전. 20

자의 시트에 대한 요구정도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다 마지막으로 승차 항목은 전체적으로 낮은 불편함을 호소하였. ,

지만 세부적으로 고령운전자가 공간의 부족함이나 차문의 개폐,

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Convenience of stop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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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erimental convenience result of stop status.

결론4.

본 논문은 연령별 운전자의 운전 특정 및 편의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한. ,

방법에 따라 설계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실차를 이용하여 운전

자의 운전 편의성을 평가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운전자의.

운전 특성과 같은 를 도출하기 위한 실험 절차를human factor

설계하는 방법으로 제안하여 활용성을 최소한으로 검증하였다.

하지만 설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고령자 친화형 자동차 안전성 향상“

기술 과 교육과학부의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기관 고유 연” “ ”

구 사업비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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