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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paper aims to propose basic take-over scenarios for evaluating human factors experimental design 

in take-over situation to assess take-over performance on conditional automated driving. Background: In the 

autonomous driving environment of SAE level 3, some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ensure the safety of take-

over situations.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basic scenario that can represent the transition situation for 

integrating and analyzing the results of individual studies. Method: The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focusing 

on the element, traffic complexity before the transition referring to our previous classification results. Results: 

The inclusion criteria for developing the scenarios were road type and event. Four types of basic take-over 

scenarios have been proposed in this study; straight road-missing lane marking, curved road-missing lane marking, 

straight road-unexpected external obstacle, and straight road-system failure.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designing an experiment to evaluate safety before control in the event of a conditional automatic 

(Level 3)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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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Human factor 관

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자율주행차량 기술의 발

전으로 conditionally automated 단계인 L3(SAE) 자율주행차

량의 임시 운행이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Uber

와 테슬라 등 제조사의 자율주행차량 시험 주행 중 발생된 

인명사고들은 아직 그 원인이 시스템에 의한 것인지 운전

자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보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성능

뿐만 아니라 Human factors 측면에서 운전자의 운전 성능을 

평가하는 연구가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주행 제어권 전환 시점의 안전과 관련한 차량-운전

자 사이의 Interaction performance의 기준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통합하여 제어권 전환 상황을 대표할 수 있

는 통합 시나리오의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제어권 전환 시

점을 대상으로 전환 시간, 품질, 성능 평가를 수행한 선행 

연구들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계하여 

변수들을 측정했다.  

최근 제어권 전환 상황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테스트 시

나리오가 제안되었다(Chae et al., 2016; Gold et al., 2018). 그러

나, Chae et al. (2016)의 연구는 차량의 ADAS 기술의 성능 평

가를 위한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제어권 전환을 위한 시스

템과 운전자의 interaction을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

면이 있다. Gold et al. (2018)는 긴급성, 예측가능성, 위험도, 

운전자 반응이라는 4종류의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Mximum 

driver performance’, ‘Mode awareness’, ‘Driver comfort’를 측정하

기 위해 11개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이는 자율주

행차량의 제어권 전환에 따른 운전자의 특성이 고려된 결

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각 시나리오 상황의 세부 구

성요소에 대한 부족한 언급으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제안된 운전자와 자율주행 

차량간의 제어권 전환 상황의 주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량 제어권 전환의 통합 시나리오를 제안하고자 

한다. 

 



 

 

2. Method 

자율주행 제어권 전환의 통합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나리오 구성의 범위를 규

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상황인지를 고려

한 제어권 전환 분석 프레임워크(Son & Park, 2017)를 정의했

다. 시나리오의 범위는 운전 환경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의

미하는 traffic complexity before transition으로 한정했다. 다음

으로 최근 3년 (2016년 ~ 2018년)간의 주요 SCI저널에 게재

되었던 문헌을 수집하여 고찰한 결과를 추가했다(Table1). 

검색 keyword는 Automated driving, L3(Level 3), Take-over, 

Scenarios를 사용했다. 

3. Suggested Basic Take-over Scenarios 

L3 자율주행 제어권 전환 상황의 선행연구 분석결과, 기

존 연구들의 시나리오에서 Take-over Request(TOR)는 자율주

행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Non-Driving Related Tasks(NDRT)를 

수행하는 중 제어권 전환을 요청 받는 것이 대다수였다. 

Roadway type의 측면에서 대부분 직선 또는 곡선도로에서 

수행되었으며, 제어권 전환을 유도하는 event의 경우 

missing lane marking, unexpected external objects, system failure가 

주요하게 평가되었다. 교통 밀도의 경우 moderate 교통상황

으로 주로 적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최종적으로 4개의 Basic Take-Over(BTO) 

scenarios가 제안되었다(Table 2). 4개 시나리오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주변상황 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행 차종은 세단으

로 맑은 날씨의 낮 시간대인 국내 고속도로에서 교통 밀도

는 moderate 상황을 가정하였다. 주행 중 운전자는 자율주

행모드에서 NDRT를 수행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 범위가 

가정된 변수들은 추후 연구목적에 맞게 조절되어야 한다. 

3.1 Scenario 1 (S1) 

운전자가 NDRT를 수행하며 자율주행모드로 직선주로를 

운행하는 중 전방의 차선이 사라지는 상황을 시스템이 감

지하여 TOR이 발생한다. TOR 발생 후 차량은 운전자 또는 

시스템에 의해 수동 운전 모드로 전환된다. 일부분의 차선 

사라짐 구간을 통과한 후 주행 차선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Table 2. Suggested basic take-over scenario 1 (S1) 

Road type Take-over event Traffic density 

Straight Missing Lane marking 10 

 

3.2 Scenario 2 (S2) 

운전자가 NDRT를 수행하며 자율주행모드로 곡선주로를 

Table 1. Three classification methods by which articles were assigned 

Elements of a scenario to assess take-over Concepts References 

Traffic 
Complexity 

Before 

transition 

Roadway 

type 

Geometry Straight or curved 
(Dogan et al., 2017; Eriksson&Stanton, 2017; Naujoks et al., 

2016; Naujoks et al., 2017; Nilsson et al., 2017; Zeeb et al., 2016; 

Zeeb et al., 2017) 

Flow Interrupted or uninterrupted (Naujoks et al., 2016; Zeeb et al., 2016) 

Event 

Missing lane 

marking (limitation) 

Lane marking suddenly disappears while 
driving. 

(Naujoks et al., 2016; Zeeb et al., 2016; Zeeb et al., 2017) 

Changing Lane 
Changing lane for exiting highway or lane 

closure 

(Biondi et al., 2017; Blommer et al., 2017; Gold et al., 2016; 

Naujoks et al., 2016; Nilsson et al., 2017; Petermeijer, 

Bazilinskyy, et al., 2017; Petermeijer, Cieler, et al., 2017; Zeeb et 

al., 2016) 

System Failure Sudden system failure or vehicle failure  (Blommer et al., 2017; Dogan et al., 2017; Payre et al., 2017) 

External Object 
Road construction, car accident, debris, 
pedestrian  

(Clark&Feng, 2017; Gold et al., 2016; Körber et al., 2016; Louw 

et al., 2017; Petermeijer, Bazilinskyy, et al., 2017; Petermeijer, 

Cieler, et al., 2017; Zeeb et al., 2016) 

Cut-in/cut-off Sudden lane change  (Clark&Feng, 2017; Lu et al., 2017) 

Traffic 

Density Number of vehicles/km 
(Blommer et al., 2017; Gold et al., 2016; Körber et al., 2016; Lu 

et al., 2017) 

Lead vehicle 
Vehicles ahead of a participant’s car while 
driving 

(Louw et al., 2017; Naujoks et al., 2016; Zeeb et al., 2016; Zeeb 

et al., 2017) 

Surrounding cars 
Vehicles surrounding participant’s car while 

driving 

(Clark&Feng, 2017; Dogan et al., 2017; Eriksson&Stanton, 

2017; Gold et al., 2016; Körber et al., 2016; Louw et al., 2017; 

Naujoks et al., 2016; Petermeijer, Bazilinskyy, et al., 2017; 

Petermeijer, Cieler, et al., 2017; Zeeb et al., 2017) 

 



 

 

주행하는 중 전방의 Lane marking이 사라진다. TOR발생 후 

차량은 수동운전모드로 운전자 또는 시스템에 의해 전환된

다. 운전자가 제어권 전환을 완료하면 차량의 우측에서 바

람이 불게 되며, 운전자는 Lateral control을 통해 주행 차량

의 경로를 유지하게 한다. 차선 사라짐 구간을 통과한 후 

차선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Table 3. Suggested basic take-over scenario 2 (S2) 

 

3.3 Scenario 3 (S3) 

운전자가 자율주행모드로 직선주로에서 NDRT를 수행하

며 주행하는 중 전방에 Unexpected external obstacle(고장 차

량 등)이 나타난다. 운전자는 수동운전모드로 전환하여 주

변 차량의 상황을 고려한 감속과 차선변경을 통해 장애물

을 피한 후 다시 중앙차선으로 이동하여 주행한다.  

 

Table 4. Suggested basic take-over scenario 3 (S3) 

Road type Take-over event Traffic density 

Straight External obstacle 10 

 
 

3.4 Scenario 4 (S4) 

운전자가 직선도로에서의 자율주행모드로 NDRT를 수행

하며 주행 중 차량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운전자에게 제어

권 전환을 요청한다. TOR발생 후, 차량은 운전자에 의해 수

동운전모드로 제어권 전환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에 

의해 전환이 완료된다.  

 

Table 5. Suggested basic take-over scenario 4 (S4) 

Road type Take-over event Traffic density 

Straight System Failure 10 

 
 

4.5 The suggested scenarios vs. Gold et al. (2018) 

본 연구에서 제안된 4개의 시나리오와 Gold et al. (2018)가 

Maximum driver performance 측정을 위해 제안된 3개의 시나

리오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6와 같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S1과 S2는 Gold et al.의 시나리오 10 (Loss of reference signals)

에 대응된다. S2의 경우, 곡선주로에서 차선이 사라짐에 의

한 제어권 전환 이후 횡방향 제어의 위험성(criticality)이 S1

의 경우보다 더 높은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S3는 Gold et al.의 시나리오 9(Danger zone/obstacle 

ahead)에 대응되며,  S4는 Gold et al.의 시나리오 2 (Sensor 

failure)에 대응된다. 자율주행차량 제어권 전환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어권 전환의 시간과 제어권 전환 직

후의 운전 성능 평가가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4개 시나리오가 

Maximum driving performance의 측정을 위해 제안되었던 

Gold et al.의 3개 시나리오와 동일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

서 제시한 시나리오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 할 수 있었다.  

 
Table 6. Comparison of 4-basic takeover scenarios with 

Gold’s three-scenarios on maximum driving performance 

DGIST scenarios S1 S2 S3 S4 

Traffic 

Complexity 

Road 

way type 
Straight Curved Straight Straight 

Event 
Missing lane 

marking 

Missing lane 

marking 
Car accident System error 

Levels base 

on 

four Gold’s 

scenario 

factors 

U 3 3 3 3 

P 1 1 1 1 

C 2 3 1-3 2-3 

D 1 2 1-3 1-2 

Gold et al.’s scenarios (10) (10) (9) (2) 

(U: Urgency, P: Predictability, C: Criticality, D: Driver response) 

Road type Take-over event Traffic density 

Curved Missing Lane marking 10 

 



 

 

4. Conclusion 

Conditionally automated driving(SAE L3)의 제어권 전환 상황

을 대상으로 4종류의 basic take-over 시나리오가 제안되었다. 

제안된 시나리오는 driving context의 요소를 대상으로 구성

되었으며, 추후 연구의 목적에 따라 HMI 디자인, NDRT 종

류, 운전자 특성 등 요소의 고려한 시나리오의 수정이 필요

할 것이다. 제안된 시나리오는 향후 제어권 전환 상황의 안

전성을 평가하려는 Human Factors 실험의 설계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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