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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자율주행 체험환경에서 에이전트 인터랙션 방식이

운전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과 에이전트 체화 효과를 중심으로 -

Effects of Agent Interaction on Driver Experience in a 
Semi-autonomous Driving Experience Context

- With a Focus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Agent Embodiment -

이정명*, 주혜화**, 최준호***

Jeongmyeong Lee*, Hyehwa Joo**, Junho Choi***

요 약 ADAS 기능의 상용화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 체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는 자기효능감 자극과 에이전트 체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자율주행 체험 실험이다. 시뮬레

이터 실험을 통해 자기효능감 자극의 유무, 에이전트 체화의 유무에 따른 사회적 실재감, 인지된 위험, 그리고 인지된

용이성 요인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 자극은 사회적 실재감, 인지된 위험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에이전트 체화는 인지된 용이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부분자율주행 시스템

의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에이전트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자율주행차, 시뮬레이터 체험환경, 자기효능감, 에이전트 체화

Abstract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ADAS functions, the need for the experience of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is increasing, and the role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gent is attracting attention. This study is 
an autonomous driving experience experiment that verifies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agent embodiment. 
Through a simulator experiment, we measured the effect of existence of self-efficacy and agent embodiment on 
social presence, perceived risk, and perceived ease of use. Results show that self-efficacy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al presence and perceived risk, and agent embodiment negatively affected perceived ease of us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 proposed guidelines for agent design that can increase the acceptance of the 
semi-autonomous driving system.

Key words :  Autonomous vehicle, Simulator experience context, self-efficacy, agent embod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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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현대기아차, Ford, BMW, Toyota와 같은국내외

유수의자동차제조업체들은 CES를통해미래형콘셉트

카를 소개하는 등 IT 분야와의 융복합에 적극적인 참여

도를 보이고 있다.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인 자율주행 시

스템이성공적으로상용화단계에진입하기위해서는기

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운전자의 편리함, 안심감과 같은

사용자 경험 설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

템(ADAS)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실제로 체험해 보는 것이 운전자의 신뢰와 수용을 향상

시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1]. 이는 자율주행 시스템

의 초기 경험이 운전자의 신뢰, 수용 및 시스템 사용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운전자가 자율주행 인공지능 시스템에 역할을

위임하고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활용이다. 실제 사례로, 그림 1과

같이 CES 2019에 소개된 자율주행 자동차 콘셉트 모델

을 들 수 있다. 기아자동차에 탑재된 인공지능(바이두

AI)은 눈동자의 움직임과 음성 대화를 통해 의인화 요

소를 적용하였다[2].

그림 1. 기아자동차 스포티지에 탑재된 바이두 AI 에이

전트의 체화 사례 (CES 2019)

Figure 1. Embodied AI Agent of Baidu in KIA

SPORTAGE

이 연구는 부분자율주행 시스템 체험을 위한 시뮬레

이터에서 에이전트 인터랙션 방식의 차이에 따른 사용

자 경험(user experience)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 설계 방향을 제안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초기 체험자들의 새로운 기술과 기능

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을 감소하는 동시에 실재감, 안

심감, 편리함과 같은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운전자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도록 에이전트가 인

터랙션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그리고 2) ‘운전자가

에이전트를 사람처럼 느끼도록 시각적 체화를 하는 방

법이 효과적인가?’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에이전트 인터랙션: 자기효능감, 에이전트 체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사용자가 특정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된다

[3]. 자기효능감은 혁신 기술의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

치며[4-6], ADAS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채택하고 적극

적으로 사용하려는 태도의 형성에도 기여한다[7].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기본 요소로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의 네 가

지를 제시하였다[3]. 과거의 성공에서 비롯된 성취경험,

자신과 비슷한 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대리

경험, 설득과 격려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믿도록 하는

언어적 설득, 그리고 정서상태 조절을 통해 자기효능감

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성취경험의

유도모형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 내

용 제시, 쉬운 문제부터 점차 어려운 문제로 접근하는

수행 둔감화 방법, 시범자와 관찰자가 함께 성공적인

행동을 연출하는 참여모델 방법, 성취상황 노출방법, 자

기 지시적 성취 방법 등을 제시했다. 언어적 설득의 유

도 모형으로는 제안, 권고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 자기

의 지시에 의해 스스로 설득되는 자기지시 방법 등을

제시했다[3].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이러한 유도 모

형들은 교육분야 연구에서 적용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의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에이전트 체화(agent embodiment)란 시각적으로 표

현된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일반적으로 인간과 유사한

얼굴 형태를 갖는다[8]. 시각화된 에이전트는 사용자와

에이전트 간의 유사성과 친밀감을 높여 긍정적인 사회

적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다[9-11]. 하지만, 에이전트

의 시각적 표현은 과업 수행 시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자극이 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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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고 있다[9,12]. 사용자가 수행해야 하는 과업보다

에이전트 자체에 관심과 주의를 집중시켜 과업 수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용자 경험 요인: 사회적 실재감, 인지된 위험,

인지된 용이성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은 특정 시스템에 대

한 사용자의 만족도, 신뢰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사용자

경험 요소이다. Short 외(1976)는 사회적 실재감을 ‘상

호작용 상황에서 상대의 존재를 인식하고 상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짐으로써 오는 실재감’으로[13],

Shin(2002)은 ‘매개된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누군가와

교류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14]. 현재

까지 VR 시스템에 적용된 에이전트 실재감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나, 자동차 에이전트는 아직

상용화 사례가 거의 없어 사회적 실재감 효과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하다.

인지된 위험(perceived risk)은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손실’ 또는 ‘기대하는 결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손실’로 정의된다[15,16]. 이는

사용자들이 새로운 시스템 사용과 채택을 주저하거나

거부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사용자가 특정 시스템을

수용하는데 전환 장벽으로 작용한다[17]. 인지된 위험은

1960년대 소비자 행동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은 이후 소비자 의사결정과정 등 다방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기술경영과 HCI 분야에서는 사용 의도,

신뢰, 사용 만족도 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 적용

되고 있다.

인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은 기술수용모

델(TAM)에서 인지된 유용성 개념과 함께 기술 수용에

주요하게 기여하는 변수로 꼽힌다. Davis(1989)는 인지

된 용이성을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노력으로부

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믿는 정도’라고 정의했다[18]. 이

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인식되는 어려움의

반대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인

지된 용이성과 기술 수용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일관되

게 지지하고 있다[18-20]. 이러한 관계는 행동 결정 연

구의 비용 편익 패러다임과 연관되는데[21], 사용자가

용이성에 따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비용을 인식하

게 됨을 의미한다.

Ⅲ. 연구방법

시뮬레이터 체험 환경에서 자기효능감 증진을 돕는

에이전트의 음성 상호작용과 에이전트의 시각적 표현

을 위한 체화가 사회적 실재감 및 인지된 위험, 인지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은 다

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1. 실험 참가자

실험 참가자는 운전면허가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자 집단은 처치조건(자기효능감

자극 유·무, 시각적 체화 유·무)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그룹당 20명씩 총 80명(남성 55명, 여

성 25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가자 모집 시 운전 경

력과 운전 빈도, 운전 보조시스템 경험 정도, 성별과 연

령 구성이 유사하도록 그룹을 배정하였다.

2. 시뮬레이션 실험 환경

실험 환경은 아래 그림 2 및 그림 3과 같이 운전 시

뮬레이터와 소프트웨어, 주행 스크린과 보조 스크린으

로 구성하였다. 시뮬레이터의 핸들과 페달은 레이싱 게

임용에서 주로 활용되는 Hori사의 RWA Racing Wheel

Apex 모델, 소프트웨어는 BeamNG사의 차량 시뮬레이

션 게임인 BeamNG. drive(2018년 버전)를 활용하였다.

주행 스크린은 자동차 윈드쉴드의 평균적인 크기에 맞

게 55인치 FULL HD TV 화면을 사용하였고, 에이전트

상호작용을 위한 보조 스크린은 12인치 태블릿으로 구

현하였다.

그림 2. 시뮬레이터 실험 환경 (주행 스크린과 보조 스크린)

Figure 2. Simulator experimental setup (Main and secondary

scre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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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행 실험 화면

Figure 3. Driving experiment view

3. 실험 처치물 설계와 시행 방법

모든 참가자는 장비 적응을 위해 본격적인 기능 체

험 전 시험운전 단계를 거쳤다. 이어지는 본실험에서는

적응식 정속주행 시스템(ACC),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LKAS), 제어권 전환 요청(TOR)을 수행하였다. 시뮬

레이션 실험 소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에이전트의 음성은 네이버 Clova 앱에서 지원하는

TTS(Text-to-speech) 기능을 이용하였으며 실험 조건

별로 음성 스크립트를 설계하였다. 실험참가자가 에이

전트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인지하도록

실험은 Wizard of Oz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참가

자는 실험 후 설문지를 작성하고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1) 자기효능감 처치 시나리오

Bandura(1977)가 제시한 자기효능감 원천 중 성취경

험과 언어적 설득을 포함한 자기효능감 자극 시나리오

를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율주행 시스템 체험을

3단계의 단계별 학습으로 제공하여 쉬운 단계에서 어려

운 단계를 체험하는 수행둔감화 방법을 적용하였고, 단

계별로 참가자가 수행해야 할 체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 단계 완료 후 칭찬과 같은 피드백

을 제공하는 성취상황 노출방법을 적용하였다. 언어적

설득의 경우 각 기능의 체험 전에 체험을 충분히 완료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사용해보도록 권유하는 음성 메

시지를 제공하였다. 구성된 시나리오를 보조 스크린을

통해 시각적 처치물과 음성으로 제공하였다. 실험에 사

용된 음성 시나리오와 스크린 표시는 각각 표 1 및 그

림 4와 같다.

표 1. 에이전트 음성 스크립트 예시

Table 1. Example of Agent’s Voice Script

자기효능감 자극 무 자기효능감 자극 유

안녕하세요? 자율주행 시스템 학

습을 위한 시뮬레이터 체험에 오

신 걸 환영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차량이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여 운전을 보조하는

시스템입니다.

시뮬레이터 체험을 통해 자율주행

시스템의 사용법을 하나씩 학습하

고 핸들이나 악셀의 조작이 없는

편안한 주행을 해보세요.

이번에는 레인 키핑 어시스트 시

스템 LKAS입니다.

이 시스템은 차선을 벗어날 경우

다시 차선의 중앙으로 차량을 복

귀시키는 기능입니다.

핸들에있는 LKAS 버튼을클릭하

시면자동으로차선이유지됩니다.

레인 키핑 어시스트 기능은 시속

60 km/h 이상에서 작동됩니다. 먼

저 악셀을 밟고 시속 60 km/h로

유지해주세요.

먼저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작동시

켜 주세요.

　

LKAS 버튼을누르고핸들에서손

을 떼보세요.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해주세

요.

　

이제테이크오버리퀘스트 TOR을

체험해보세요

(왼쪽 음성메시지 이후)

본 시뮬레이터 체험은 화

면과 같이 시험운행과 세

가지 레벨의 자율주행 시

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2단계는 레인 키핑 어시

스트 시스템, LKAS입니

다.　

(왼쪽 음성메시지 이후)

주행을 시작하고 LKAS

를 사용해볼까요?　

(왼쪽 음성메시지 이후)

전방100미터부터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레인 키

핑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

하기에 적합한 직진 도로

가 나타납니다.

(왼쪽 나레이션 반복후)

그럼 레인 키핑 어시스트

기능을 작동시키고 손이

자유로운 주행을 경험해

볼까요?

(왼쪽 음성메시지 이후)

훌륭해요

(왼쪽 음성메시지 이후)

LKAS 기능을 잘 수행하

셨네요. 2단계도 손쉽게

완료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전

해볼까요? 앞서 체험한

단계들을 손쉽게 해내신

걸 보니이번단계도어렵

지 않을 거에요.

마지막 3단계는테이크오

버 리퀘스트 TOR을 체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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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기효능감 자극 무 (b) 자기효능감 자극 유

그림 4. 보조 스크린 구성 예시(자기효능감)

Figure 4. Example of Sub-screen Composition(Self Efficacy)

2) 에이전트 체화

에이전트 체화에 따른 주행경험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시각화된 에이전트를 디자인하여 보조 스크린에서

표시하였다. 에이전트 체화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인터페이스는 사람의 얼굴이다[22]. 차량 내 제한

된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에이전트를 시각

화하기 위해 얼굴 표현 중 눈동자를 활용하였다. 보조

스크린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 지속시간을 높이기 위해

그림 5처럼 눈동자의 깜빡임으로 움직임을 주었다.

그림 5. 보조 스크린 구성 예시(에이전트 체화 자극)

Figure 5. Example of Sub-screen Composition(Agent

Embodiment)

4. 조작화 검증과 실험 효과 측정

자기효능감 자극으로 설정한 성취경험과 언어적 설

득이 충분히 처치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긍정적 피드

백, 성취감, 격려, 권유 정도 문항으로 조작화 검증을

시행하였다.

사회적 실재감은 Heerink et al.(2008), Lee et

al,(2006)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 항목 중 체화된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에 적합한 세 개의 문항을 측정

하였다[23,24]. 인지된 위험은 기존 연구에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나 신뢰를 묻는 다차원적인 항목들로 측정

되었는데[25,26], 그중 자율주행 과업에 가장 적합한 작

동 오류 발생에 대한 위험 인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사용 용이성은 쉬운 조작, 낮은 인지 부하, 전반적 사용

성 항목으로 측정하였다[25,27-28]. 각 문항은 동의 정

도를 리커트형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가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측정변인의 타당성 검증

측정 문항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시

행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 사회적 실재

감, 인지된 용이성 요인에 대하여 Cronbach’s α값이 모

두 0.7 이상으로 측정 변인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었

다.

2. 조작화 검증

가설검증에 앞서 자기효능감 증진 시나리오에 대한

조작화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자기효능감 자극

그룹의 자기효능감 평균값이 5.83(sd=0.76), 그렇지 않

은 그룹이 5.06(sd=1.18)으로 나타났으며, 일원 분산분

석 결과 그룹 간에 자기효능감 처치 수준의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F(1,78)=11.780, p<0.05). 따라서, 에이전트

음성 상호작용에서 자기효능감 시나리오의 설계는 적

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처치 효과 분석

1) 사회적 실재감

자기효능감 자극 유무와 에이전트 체화 유무가 사회

적 실재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의 주효과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 자극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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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76)=5.247, p<0.05). 자기효능감을 자극한 집단의

평균값이 4.37(sd=1.45)로 그렇지 않은 집단(m=3.70,

sd=1.22)보다 높았다. 반면 에이전트 체화 유무에 따른

사회적 실재감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과 에이전트 체화

에 따른 사회적 실재감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76)=4.988, p<0.05, partial η²=.062), 그림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 자극 집단에서 에

이전트 체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집단별 사회적 실재감 평균(표준편차)

Table 2. Mean Scores of Social Presence

자기효능감 자극

(무)

자기효능감 자극

(유)

에이전트 체화

(무)
3.57(1.11) 4.88(1.44)

에이전트 체화

(유)
3.83(1.34) 3.85(1.29)

표 3. 사회적 실재감에 대한 이원 분산분석 결과

Table 3. Result of two-way ANOVA for Social Presence

변량원
제 III 유형

제곱합
F p

partial

η²

자기

효능감
8.889 5.247 .025* .065

에이전트 체화 2.939 1.735 .192 .022

자기효능감 *

에이전트 체화
8.450 4.988 .028* .062

*p < .05

그림 6. 사회적 실재감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

Figure 6. Interaction Effects on Social Presence

2) 인지된 위험

자기효능감 자극 유무와 에이전트 체화 유무가 인지

된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원 분산 분석 결과,

자기효능감 자극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F(1,76)=4.240, p<0.05). 자기효능감을 자극

한 집단의 평균값이 3.90(sd=1.37)으로 그렇지 않은 집

단(m=4.58, sd=1.52)보다 위험 인지정도가 낮게 나타났

다. 반면 에이전트 체화 유무에 따른 사회적 실재감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집단별 인지된 위험 평균(표준편차)

Table 4. Mean Scores of Perceived Risk

자기효능감 자극

(무)

자기효능감 자극

(유)

에이전트 체화

(무)
4.60(1.60) 3.90(1.59)

에이전트 체화

(유)
4.55(1.47) 3.90(1.17)

표 5. 인지된 위험에 대한 이원 분산분석 결과

Table 5. Result of two-way ANOVA for Perceived Risk

변량원
제 III 유형

제곱합
F p

partial

η²

자기

효능감
9.113 4.240 .043* .053

에이전트 체화 .013 .006 .939 .000

자기효능감 *

에이전트 체화
.013 .006 .939 .000

*p < .05

3) 인지된 용이성

자기효능감 자극 유무와 에이전트 체화 유무가 인지

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유의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으며, 에이전트 체화는 인지된 용이성에 유의한 주효과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1,76)=6.020, p<0.05). 에

이전트 체화 집단의 평균값이 5.38(sd=1.10)으로 시각화

된 에이전트가 존재하지 않는 집단(m=5.93, sd=0.91)보

다 낮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에이전트 체화의 상호

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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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집단별 인지된 용이성 평균(표준편차)

Table 6. Mean Scores of Perceived Ease of Use

자기효능감 자극

(무)

자기효능감 자극

(유)

에이전트 체화

(무)
5.92(0.94) 5.95(0.89)

에이전트 체화

(유)
5.48(1.10) 5.27(1.12)

표 7. 인지된 용이성에 대한 이원 분산분석 결과

Table 7. Result of two-way ANOVA for Perceived Ease of

Use

변량원
제 III 유형

제곱합
F p

partial

η²

자기

효능감
.168 .162 .688 .002

에이전트 체화 6.235 6.020 .016* .073

자기효능감 *

에이전트 체화
.313 .302 .584 .004

*p < .05

Ⅴ. 결 론

이 연구는 부분자율 주행 시스템을 체험하는 환경에

서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가이드를 받을 때, 자기효능감

자극과 에이전트 체화 유무에 따른 사회적 실재감, 인

지된 위험, 인지된 용이성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과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 자극은 에이전트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사회적 실재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 자극에 해당하는 칭찬과 권유 시나리오가

참가자로 하여금 에이전트를 실제 사람과 더욱 유사하

게 느끼도록 해주어 사회적 실재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에이전트 체화에 따른 사회

적 실재감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 후

인터뷰에서 “보조 스크린을 내비게이션 정도로 인지”했

고, “주행 중 보조 스크린을 거의 보지 않았다.”는 진술

에 비추어보면, 부분자율주행 시스템 사용 맥락에서의

에이전트를 통한 정보 제공은 청각 정보로 충분하며,

운전자에게 시각 정보는 부가적인 것으로 인식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자기효능감을 자극했을

때 에이전트 체화가 부정적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결과

이다. 에이전트 체화에 따른 시각적 주의 분산은 운전

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에이전트의 발화량이 많

은 자기효능감 자극 시나리오의 경우 시청각 복합 정보

에 대한 인지적 부담이 가중되어 부정적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자기효능감 자극이 인지된 위험을 낮추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 에이전트 체화와 인지된 위험 간의 유

의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과 에이전트

체화 간 상호작용 효과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효

능감 처치 집단 참가자는 자기효능감 자극에서 각 기능

수행 전 제공된 정보를 통해 도로상황 예측이 가능했던

점, 각 기능 수행에 대한 칭찬을 받음으로서 참가자들

스스로 체험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 안심감을 느끼고 인지된 위험이 낮아진 것

으로 보인다.

셋째, 에이전트 체화가 인지된 용이성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 자극에 따른

유의한 차이 및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후

속 인터뷰 분석 결과, 에이전트 체화 처치물을 경험한

참가자들 다수가 “시각화된 에이전트가 보조 스크린에

등장했는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였고, “시각

화된 에이전트의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실제 주행상

황에서는 오히려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는 부정적

인 진술이 발견되었다. 이는 참가자가 전방의 도로화면

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시각화된 에이전트가 주의를 끄

는 것이 인지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처럼 시각화된 에이전트는 운전 및 도로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자율 주행 맥락에서 오히려 방해 요

소로 인식되고, 결과적으로 인지된 용이성을 떨어뜨리

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Ⅵ.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1.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 ADAS 기능 상용화 단계에서 활발하게 활용

될 수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 체험 환경을 연구하고, 시

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실증적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이

다. 긍정적인 운전자 경험을 유도함으로써 사용의도를

높일 수 있는 에이전트 인터랙션을 설계하였고,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둘째, 부분자율주행 맥락에서 에이전트 체화의 부정

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에이전트 체화가 인지된

용이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분야별 상반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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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가 존재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부분자율주행

맥락에서 에이전트 체화의 효과가 역으로 나타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2.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 제안

이 연구는 대상이 주로 20대와 30대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전 연령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

점이 있다. 실험 참가자 중 남성의 비율이 높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 또한 지닌다. 다

음으로 운전 시뮬레이션 실험의 제약에 따라 실제 도로

주행 상황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는 바이다. 또한, 에이전트 체화 설계의 한

계점을 꼽는다. 높은 수준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정, 리듬 등의 표현이 중요하다[29]. 따라서 실험에서

활용된 에이전트보다 고차원적인 움직임이 적용되었다

면, 운전자 경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자동차 구매력을 가진 40대, 50대를

포함하고, 남녀의 성비를 균등하게 하여 일반화된 연구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 또한, 행동 데이터의 추가적인

수집을 제안한다. 특히 각종 센싱 정보를 수집할 수 있

는 장비를 활용한다면[30] 결과의 객관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고차원적인 에이전트

움직임에 따른 운전자 경험의 차이를 연구하고 자율주

행 시스템 체험환경 연구의 폭을 넓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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