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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suggest the optimal color temperature, which induces a sense of comfort for 

autonomous vehicle users through the analysis of biosignal using electroencephalography (EEG) and 

photoplethysmography (PPG). To achieve this purpose, we applied lighting with a color temperature of 3000 K, 

4000 K, 5000 K, and 6000 K to the autonomous driving environment. We experimented in a laboratory equipped 

with a graphic driving simulator. The experimental procedure is as follows: 1) stabilization (5 min). 2) Uchida- 

Kraepelin test (3 min). 3) Automatic driving + lighting (3 min). This procedure was repeated four times under 

different color temperatures. We performed frequency analysis on a collected time-series data and calculated the 

power value for each frequency band through power spectrum analysis. In the case of EEG, we analyzed α- and 

β-waves, which are indicators of stability and arousal, respectively. In the case of PPG, we analyzed the 

sympathetic nervous system activity. To reduce deviations between the subjects, we normalized the data before 

analysis. The result of the first analysis revealed that α-wave increased only at 5000 K, while the β-wave increased 

at almost all color temperatures. In addition, in the case of PPG, sympathetic nervous system activity (SNSA) 

increased under driving conditions. The result of the second analysis reveal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β-wave 

and SNSA is insignificant. In conclusion, the increase in α-waves showed that EEG was most stable at 5000 K.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the upcoming autonomous driving era to induce high driver satisfaction. 

Furthermore, this approach could eventually lead to the acceptance of autonomous vehicles by suggesting a positive 

effect of autonomous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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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뇌 와 맥 를 이용한 생체신호 분석을 통해 자율주행차량 사용자에게 안정감을 유발하는 최 의 

색온도를 제안하고자 하 다. 이를 해 3000 K, 4000 K, 5000 K, 6000 K의 색온도를 갖는 조명을 자율주행 환경에 

용하여 제시하 다. 실험은 자동차 그래픽 시뮬 이터가 구비된 실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실험 차는 다음과 같다. 

1) 안정기(5분), 2) U-K테스트(3분), 3) 자율주행+조명(3분). 이 과정은 색온도를 변경해가며 총 4회 반복되었다.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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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데이터에 해 주 수 분석을 실시하 고 워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주 수 역별 power값을 산출하 다. 

뇌 는 안정의 지표인 α 와 각성의 지표인 β에 해 분석을 실시하 으며, 맥 의 경우 교감신경계 활성도에 해 

분석을 실시하 다. 산출된 데이터는 연구 상자 개인 간 편차를 이기 해 정규화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1차 분석 결과, 뇌 의 경우 5000 K의 조명을 제시하 을 때 α 가 가장 높았고, 부분의 조명 제시 상황에서 β 가 

증가하 다. 맥 의 경우 주행 상황에서 SNSA가 증가하 다. β 와 SNSA에 한 2차 분석 결과, 유의수  5%에서 

색온도 간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결론 으로, α 가 가장 높은 5000 K의 색온도가 안정감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자율주행차량에 용한다면, 탑승자의 높은 만족도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와 같은 정 인 효과가 자율주행차량의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제어: 자율주행자동차, 뇌 , 맥 , 색온도, 실내조명

1. 서론

 세계 으로 4차 산업 명에 한 심이 뜨겁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

tions Technologies)의 융합으로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

능, 로 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3D 린 , 나

노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  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신  들에게 하고 많은 심을 

불러일으키는 분야는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와 ICT가 융합되어 보다 편리하고 안

한 자율주행차량을 직  경험하고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첨단 운 자 지원 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이 용된 차량들

이 등장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자사의 주력 차

량에 운 자 지원 시스템을 용하 다. 한, 2024년

까지 완  자율주행 차량을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발표

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은 기술개발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의 규모는 더욱 커질 망이다. Navigant 

research의 보고서에서 자율주행차량 시장의 규모가 

10여년 후면, 약 700조원 이상으로 성장하고 보 규

모가 9,540만 로 연평균 85% 성장할 것이라고 하

다(Lee, 2016). 

이처럼 많은 투자와 기술개발은 자율주행차량의 이

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표 으로 세 가지 이

이 있다. 첫 번째로,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다. 차량

과 차량, 차량과 신호 간 정보교류를 통해 최 의 교

통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교통사고의 감

소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 자료

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국내 교통사고의 원인  

90% 이상이 운 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 다(Lee, 

2018). 따라서, 운 자의 개입이 없는 완 자율주행차

량에서는 Human error로 인한 사고발생 확률이 

히 어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량의 편리

성이다. 모비스의 국내 학생 1000여명을 상으

로 미래자동차 련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율

주행차의 장  부분에서 편리성이 46%로, 교통체증 

완화(34%), 사고 방(19%), 기타(1%)에 비해 가장 높

은 수 으로 나타났다(Seoul finance, 2018). 

자율주행차량에 한 심을 충족하기 해 해결해

야할 여러 문제 들이 뒤따르고 있다. 크게 기술  문

제, 윤리  문제, 수용성 문제로 나뉜다(Kim, 2019). 이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기업의 기술개발에 

한 투자와 여러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자동차

의 경우 2조 원 가량 투자하여 미국 앱티 (APTIV)와 

합작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2024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Im(2016)의 연

구에서는 국내외 자율주행차량의 윤리 련 법제도에 

해 고찰하고 이를 토 로 법  논 과 시사 을 제

안하 다. 와 같은 두 가지 문제 을 포 하는 수용

성 문제의 경우, KPMG 인터내셔 의 ‘자율주행차 

비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소비자 수용성 측면

에서 4.38 으로 20개 국가  11 를 차지하 다. 기

반시설(6.32 ), 정책  제도(5.78 ) 등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결과이다(KPMG, 2019). Lee(2018)의 연구

에서는 자율주행차량의 수용성 문제 해결은 안정성 확

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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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안정성을 통해 수용성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한다. 기술개발과 윤리  기 의 설립이 수용

성에 향을 미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직 으로 체

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자율주행차량 변화의 

도구로 실내조명을 고려하 다. 기존의 비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방주시 의무가 필수 이기에 차량 내 

조명은 방해요소로 작용하 다. 그 기에 경우에 따

라 필요한 부분만 비추는 국소조명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에서는 방주시의 의무가 다

소 떨어져 조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활용이 가능하

다. 실제로 조명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

히 조명의 색온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주장들

이 있다. Chang(2007)의 연구에서는 사무실, 거실, 침

실 등 공간별 정 색온도를 제안하 고, Park(2018)

의 연구에서는 차량 내에서 휴식, 독서, 시청각 활동

별 정 색온도를 제안하 다. 하지만, 부분의 연구

가 정 인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주  평가만을 

고려하 다. 객  지표인 생체신호를 통한 결과에

서는 개인 간 편차가 큰 생체신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유의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 다. 

본 연구에서는 생체신호를 통해 동 인 자율주행자

동차 환경에서 실내조명의 색온도 변화에 따른 효과

를 객 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상자

연구 상자는 운 면허를 소지한 성인 남성 24명을 

상으로 하 다. 조명의 색을 구별하는데 문제가 없

도록 색각이상자(색약, 색맹)는 제외하 다. 생체신호 

측정에 향을  수 있는 카페인, 약물 등의 섭취를 

하 으며, 실험 일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 다. 의 조건을 충족한 연구 상자는 

whithin subject design으로 모든 처치를 받게 하 다. 

이는 생체신호 특성상 개인 간 편차가 큰 것을 고려하

여 설계하 다. 추가 으로, 본 연구는 공용기 생명

윤리 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P01-201908-11-001).

2.2. 실험 환경  장비

2.2.1. 자동차 그래픽 시뮬 이터

실험실 환경은 내부온도 22℃, 습도 40~50%를 유

지하 다. 자동차 그래픽 시뮬 이터는 Gridspace Co. 

(Korea)사의 GDS-3000S로 Fig. 1과 같이 3 의 LCD 

모니터를 통해 운  상황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어있

다. 차량 모델은 자동차의 ‘클릭’이며 운 장치

(핸들, 가속페달, 이크 페달, 등)와 표시장치(속도

계, 방향지시등, RPM미터 등)가 실제 차량과 동일하

게 구 되어있다(Kim, 2010). 주행 상황의 시뮬 이션

은 왕복 4차선 도로이며 야간주행 상황을 구 하 다. 

Fig. 1. Graphic driving simulator

2.2.2. 조명

차량 내 환경 조성을 한 조명은 국 Xiaomi사의 

Yeelight LED smart bulb(Color)로 어 리 이션을 통

해 색온도와 밝기 조 이 가능한 가변조명이다. 조도

는 최소 8lx에서 최  1000lx까지 조 이 가능하며, 색

온도는 1700 K에서 6500 K까지 조 이 가능하다. 운

자의 에 직 으로 빛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Fig. 

2와 같이 간 조명 방식으로 4 의 조명을 배치하

다. 조도의 경우 실제 야간 주행 상황에서의 수 을 

측정하여 10lx로 고정하 으며, 색온도의 경우, 특성

에 따라 3000 K, 4000 K, 5000 K, 6000 K로 설정하

다(Kim et al., 2017; Shin, 2015; Kim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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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cation of lighting

2.2.3. U-K test

U-K검사(Uchida Krapelin test)는 한민국의 경찰

성검사에 사용되었으며 Fig. 3과 같이 한 자릿수 숫

자들로 구성되어있다. 이웃하는 두 숫자들의 합을 구

하는 방식으로, 합의 값이 10을 넘게 되면 일의 자리 

숫자만을 각 숫자 사이 하단에 는 방식으로 진행된

다. 이를 통해 스트 스를 유발하고 자율주행 상황에

서 휴식에 도움을 주는 가장 안정 인 색온도를 탐색

하기 함이다. 총 4회의 테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비슷한 난이도의 다른 문제들로 구성된 U-K검사를 

채택하 다.

Fig. 3. U-K test

2.2.4. 생체신호 측정기

생체신호의 경우 일본 TAOS사의 DUALMIND/ 

VBPG-02를 사용하 다(Fig. 4). Bluetooth무선 통신을 

통해 PC에 시계열 뇌 와 맥  데이터를 동시에 달

하며, 주 수분석, 스펙트럼 분석, 교감신경계 활성도 

분석이 가능하다.

 

Fig. 4. Measuring equipment

2.3. 실험과정 

실험은 Fig. 5와 같이 진행되었다. 생체신호의 안정

화를 해 소등된 환경에서 을 감은 상태로 5분간 

안정을 취하도록 하 다. 생체신호 안정화 후, 스트

스 유발을 한 U-K검사가 진행되었다. 총 4회의 테스

트가 진행되었는데 학습효과를 배제하기 해 비슷한 

난이도의 다른 문제를 제시하 으며, 조도는 400lx, 색

온도는 6500 K의 환경에서 3분간 진행되었다. 이어서, 

스트 스가 유발된 상태에서 각 색온도와 함께 야간자

Fig. 5. Procedure of experiment

Subject 1st 2nd 3rd 4th

1 3000K 4000K 5000K 6000K

2 3000K 4000K 6000K 5000K

3 3000K 5000K 4000K 6000K

⁝ ⁝
12 4000K 6000K 5000K 3000K

13 5000K 3000K 4000K 6000K

⁝ ⁝
23 6000K 5000K 3000K 4000K

24 6000K 5000K 4000K 3000K

Table 1. The presenting order of colo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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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주행 상황을 3분간 제시하 다. 순서효과를 배제하

기 해 조명은 Table 1과 같이 모든 조합의 경우를 

고려하여 제시하 다. 이후, 자극의 이월효과를 고려하

여 자극과 자극 사이에 5분간 안정을 취하도록 하 다.

2.4. 측정  분석방법

2.4.1. EEG

추신경계의 반응을 찰하기 하여 뇌 를 측정

하 다. 측정 시 sampling rate는 512Hz로 설정하 다. 

극은 10-20법을 통해 감정, 기억, 사고력 등 고등행동

을 장하는 두엽(Fpz)부 에 부착하 으며 

reference 극은 Fp1부 , ground 극은 Fp2부 에 부

착하 다(Hur et al., 2016).

수집된 데이터는 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통해 

주 수 분석을 실시하 다. 이어서, Table 2와 같이 각 

밴드별 주 수 범 를 설정하여 power spectrum analysis

를 실시하 다. 해당 구간의 power값을 평균하여 스펙

트럼 별 power값을 산출하 다. 생체신호 특성상 개인 

간 편차가 큰 것을 고려하여 Equation (1)과 같이 정규

화 과정을 거쳤다. 연구 상자마다 안정  자극 시 나

타나는 power값의 변화폭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인의 

안정 상태 뇌 를 base line으로 두어 조명 자극 시 변화

량을 찰하기 함이다(Park et al., 2019). 4가지 수

의 안정기 밴드 별 워 값을 동일한 기 으로 설립하

여 다른 처치와의 비교를 진행하 다.

Band alpha beta

Frequency range (Hz) 8-13 14-30

Table 2. Band frequency

 


         (1)

2.4.2. PPG

자율신경계의 반응을 찰하기 해 맥 를 측정하

다. sampling rate는 200Hz로 설정하 으며, Fig. 6

과 같이 좌측 귓불에 수 부와 발 부로 이루어진 센

서를 부착하 다(Kim et al., 2015). 

Fig. 6. Location of Electrode

수집된 데이터는 dualmind 로그램을 사용하여 교

감신경계 활성도에 해 분석하 다. 

주 수 분석을 통해 시계열 데이터를 주 수 역으로 

변환하 다. 스펙트럼 분석을 해 Table 3과 같이 교감

신경계의 활동이 나타나는 low frequency (LF)와 부교

감신경계의 활동이 나타나는 high frequency (HF) 역

으로 구분하고 각 역의 평균 워 값을 도출하 다. 

Frequency LF HF

Frequency range (Hz) 0.04 - 0.15 0.15 - 0.4

Table 3. Range of LF, HF

이어서, 교감신경계의 활성도(SNSA: Sympathetic 

Nervous System Activity)는 Equation (2)와 같이 LF와 

HF의 비율을 통해 산출하 다(Park et al., 2015). 

 


                (2)

산출된 데이터는 편차가 큰 4명을 제외한 20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 다. 이때, Equation (1)의 정

규화 과정을 통해 연구 상자의 base line을 통일하여 

개인의 특성을 배제하려 하 다. 그럼에도 Fig. 7과 같

이 특정 연구 상자에게 자극을 제시하 을 경우 이

상치가 발생하 다. 이는 해당 자극에 의한 향으로 

보기 힘들며 개인의 특성으로 보인다. 따라서, 집단의 

특성을 표할 수 없는 수치로 사료되어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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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stribution of PPG data

2.4.3. Statistics Analysis

생체신호 데이터의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2통계 패키지를 사용하 다. Table 4와 같이 각 처치

에 따른 생체신호 반응을 보기 해 분석을 실시하 다.

Repeated measurement ANOVA (RM-ANOVA)를 

통해 요인별 통계분석을 하 다. 한, 귀무가설이 기

각되었을 경우 least significance difference (LSD)사후

검정을 통해 수 별 통계분석을 진행하 다. 

Level of
independent variable

Level of 
subordination variable

Rest
α power

U-K test

Automatic Driving + 3000K
β power

Automatic Driving + 4000K

Automatic Driving + 5000K
SNSA

Automatic Driving + 6000K

Table 4. Variable

 

3. 연구결과

처치에 따른 생체신호 반응에 해 통계 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실시하 다. 독립변수의 경우 

안정기와 U-K검사는 매개변인의 향을 최소화하기 

해 총 4회 실시된 데이터의 평균데이터를 사용하

다. 뇌 와 맥  각각 반복측정분산분석(RM-ANOVA)

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 고, 이후 사후검정을 하여 처

치 간 비교를 하 다.  

3.1. EEG 분석 결과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α 와 β  모두 유의수  

5%에서 통계 으로 차이가 인정되었다(Table 5)(Table 

6). 따라서 수  간 비교를 해 LSD사후검정을 실시

하 다. α 의 경우, Fig. 8과 같이 5000 K의 색온도를 

제시하 을 경우 가장 높았다. 안정기, 6000 K와 5000 

K는 유의수  5%에서 차이가 인정되었으며 U-K tset, 

Fig. 8. Comparison of alpha power

Level N Mean (SD) F p-value post-hoc (p)

(R) Rest 24 1.000 (0.00) 4.740  0.007** (AD5) > (R) (0.011)

(UK) U-K test 24 1.001 (0.39) (AD5) > (UK) (0.000)

(AD3) Automatic Driving + 3000 K 24 1.045 (0.31) (AD5) > (AD3) (0.006)

(AD4) Automatic Driving + 4000 K 24 1.132 (0.38) (AD5) > (AD6) (0.020)

(AD5) Automatic Driving + 5000 K 24 1.357 (0.63)

(AD6) Automatic Driving + 6000 K 24 1.055 (0.31)

Table 5. Comparison of alpha power, post-hoc test of independent variable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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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N Mean (SD) F p-value post-hoc (p)

(R) Rest 24 1.000 (0.00) 5.346   0.005** (UK) > (R) (0.000)

(AD3) > (R) (0.002)

(AD4) > (R) (0.013)

(AD5) > (R) (0.000)

(AD6) > (R) (0.000)

(AD5) > (UK) (0.005)

(AD5) > (AD3) (0.004)

(AD5) > (AD6) (0.043)

(UK) U-K test 24 1.270 (0.32)

(AD3) Automatic Driving + 3000 K 24 1.354 (0.51)

(AD4) Automatic Driving + 4000 K 24 1.590 (1.07)

(AD5) Automatic Driving + 5000 K 24 1.738 (0.80)

(AD6) Automatic Driving + 6000 K 24 1.387 (0.66)

Table 6. Comparison of beta power, post-hoc test of independent variable

* p<.05  **p<.01

3000 K는 5000 K와 유의수  1%에서 차이가 인정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5000 K의 색

온도가 탑승자로 하여  가장 안정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β 는 Fig. 9와 같이 5000 K을 기 으로 비교 시 안

정기, U-K검사, 3000 K와 유의수  5%에서 통계 으

로 차이가 인정되었으며 6000 K의 경우 유의수  1%

에서 차이가 인정되었다. 안정기를 기 으로 비교할 경

우 U-K검사 시 상승한 것으로 보아 U-K검사로 각성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p<0.05). 추가로, 안정기는 모든 

처치와 차이가 인정되었는데(p<0.05), 이는 주행 상황

으로 인한 향으로 사료되어 추가 분석을 실시하 다.

Fig. 9. Comparison of beta power

2차 분석은 자율주행+조명의 수  간 비교를 통해 

실시하 다. β 에 해 조명으로 인한 향만을 살펴

보기 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  

0.138로 통계 으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Table 7). 

이를 토 로 β 가 상승한 것은 조명의 향보다 주행 

상황이 탑승자로 하여  각성을 유발한 것으로 사료된

다. 동 인 시뮬 이션과 고정형 시뮬 이터로 인해 시

각정보와 신체변동의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발

된 cyber sickness의 향으로 사료된다. 

Level
Mean
(SD)

df
Mean 

Square
F p

3000K 1.354(0.51) 1.69 1.39 2.14 0.138

4000K 1.590(1.07)

5000K 1.738(0.80)

6000K 1.387(0.66)

Table 7. Result of 2th analysis of beta power

3.2. PPG 분석 결과

자율신경계 반응을 보기 하여 교감신경계 활성도 

비교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처치 간 차이가 유의수  

5%에서 인정되었다(Table 8). Fig. 10과 같이 사후검정 

결과, 안정기와 비교 시 U-K검사, 4000 K, 5000 K에서 

SNSA가 상승하 고 이는 유의수  5%에서 차이가 인

정되었다. 한, U-K검사가 이루어진 후 3000 K에서 

교감신경계 활성도가 감소하 으며 유의수  5%에서 

통계 으로 차이가 인정되었다. 해석해보면, U-K검사

로 인해 SNSA가 증가하 으며 뇌 와 마찬가지로 주

행 상황 시 신체  각성이 이루어졌다. 특히 4000 K와 

5000 K에서 증가하 으며 이를 토 로 2차 분석을 통해 

조명의 향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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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N Mean (SD) F p-value post-hoc (p)

(R) Rest 20 1.000 (0.00) 3.376 0.022* (UK) > (R) (0.019)

(UK) U-K test 20 1.921 (1.61) (AD4) > (R) (0.049)

(AD3) Automatic Driving + 3000K 20 0.973 (0.64) (AD5) > (R) (0.007)

(AD4) Automatic Driving + 4000K 20 1.470 (1.00) (UK) > (AD3) (0.025)

(AD5) Automatic Driving + 5000K 20 1.811 (1.20) (AD5) > (AD3) (0.012)

(AD6) Automatic Driving + 6000K 20 1.192 (0.72)

Table 8. Comparison of SNSA 

* p<.05  **p<.01

Fig. 10. Comparison of SNSA

2차 분석은 SNSA에 한 자율주행+조명의 수  간 

비교를 실시하 다. 반복측정분산분석 결과, Table 9와 

같이 유의수  5%에서 통계 으로 차이가 인정되지 않

았다. 이를 토 로 교감신경계 활성도의 증가는 조명의 

향이 아닌 주행 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evel
Mean
(SD)

df
Mean 
Square

F p

3000K 0.973 (0.64) 3 2.62 2.69 0.055

4000K 1.470 (1.00)

5000K 1.811 (1.20)

6000K 1.192 (0.72)

Table 9. Result of 2th analysis of SNSA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색온도(3000 K, 4000 K, 5000 K, 6000 

K)가 자율주행 상황에서 미치는 향에 해 생체신호

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 다. 먼  뇌 의 경우 안정 시 

나타나는 α 와 긴장  각성 시 나타나는 β 를 지표

로 삼았다(Shin et al., 2013). 맥 의 경우 흥분 시 활성

화 되는 교감신경계와 길항작용을 통해 교감신경을 억

제하는 부교감신경계의 비율인 교감신경계 활성도를 

단 지표로 삼았다. 

1차 통계분석 결과, 뇌 는 5000 K를 제시하 을 경

우 α 가 가장 높았으며 다른 수 과의 차이가 유의수

 5%에서 인정되었다. 따라서 안정의 지표인 α 가 

상승한 것을 보아 자율주행 상황에서는 5000 K의 색온

도가 탑승자로 하여  안정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따듯한 분 기를 연출하는 상 으로 낮은 색온

도(3000 K, 4000 K)가 안정을 유발한다는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Lee et al., 2015; Jee et al., 

2014; Chang, 2008; Kim et al., 2011). 따라서, 건축구조

물과 같은 정 인 환경과 달리 자율주행과 같은 동

이고 좁은 공간에서는 개방감을 주는 높은 색온도

(5000 K)가 안정을 유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

료된다. 높은 색온도  6000 K의 경우 안정을 유발하

지 못하 는데 이는 백색의 5000 K와 달리 블루라이트

가 포함된 색온도로, 탑승자에게 차가운 느낌을 주어 

휴식상황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β 의 

경우 안정기에 비해 U-K검사 시 상승하여 각성이 유발

되었으며(p<0.05), 조명을 제시하 을 경우 역시 상승

하 다(p<0.05). 공통 으로 주행상황에서 β 가 상승

한 것을 보아 고정형 시뮬 이터와 동 인 시뮬 이션

으로 인한 cyber sickness의 향으로 사료된다. 

맥 의 경우 수  간 차이가 유의수  5%에서 인정

되었다. U-K검사 시 SNSA가 상승하 으며(p<0.05),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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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태에 비해 주행 상황에서 교감신경계 활성도가 

증가하 다. cyber sickness발생 시 교감신경계 활성도

가 상승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β 와 마찬가지로 주

행으로 인한 cyber sickness의 향으로 보인다(Kim, 

2019). 

따라서, β 와 SNSA에 해 2차 분석을 통해 조명

의 향만을 살펴보고자 하 다. 그 결과, β 에 해 

수  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p>0.05). 교감신경계 

활성도 역시 2차 분석 결과 유의수  5%에서 통계 으

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β 와 SNSA의 

상승은 조명의 향보다는 cyber sickness로 인한 향

으로 볼 수 있다. 

실험설계 단계에서 cyber sickness를 고려하여 주행 

상황을 3분으로 설정하 음에도 실험이 여러 차례 반

복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생체신호의 경우 실험 

당일 컨디션에 따라 변화되는 을 고려하여 4회의 처

치를 일 용한 이 한계 으로 남는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조명의 색온도변화에 

따라 뇌 를 통한 추신경계 반응과 맥 를 통해 자

율신경계 반응을 찰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

에서 휴식을 취하는 행  시 5000 K의 색온도를 용

하면 탑승자로 하여  안정을 유발하여 최 의 환경을 

제안할 수 있다. 한, 4가지의 조명을 제시하 을 경

우 안정기에 비해 α 가 증가한 것을 보아 추후 연구를 

통해 차량 내 시청각 활동, 생산  활동 등 여러 상황에 

알맞은 색온도를 탐색한다면 생체신호 감지를 통해 탑

승자의 상태를 악하고, 이를 통해 상황 별 한 색

온도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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