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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통안 공단이 운 자 400명을 상을 졸음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주일간 10명  4명이 졸

음운 을 경험했으며, 그  19%는 사고가 날 뻔한 ‘아차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

다. 이에 따라 운 자들의 졸음운 을 방하기 한 시스템의 존재가 시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운 자의 졸음운  사고를 방하기 한 운  방지 기법을 제시한다.

1. 서론

최근, IT 산업의 발 과 IoT 기술의 확 로 IoT 서비스 

도입이 시도  확 되고 있다. IoT 서비스는 그 속성상 

일상생활과 직  연 되고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의 활용

이 기 가 된다. 그에 따라 자동차에서의 IoT 활용 연구

가 활발한데, 졸음운  방에 한 IoT 기술 활용 연구

는 부족하다. 졸음운 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014년 사고 

479건  15%, 15년 380건  17%로  증가하는 추세

이다. 사고를 방지하기 하여 운 자의 졸음 패턴 유형에 

해 조사하여 공통된 패턴을 바탕으로 심 도센서와 거

리센서의 치를 선정한다. 센서들이 반환한 데이터를 기

반으로 졸음 방지 시스템들이 작동하는 지 확인한다. 이에 

운 자의 졸음운  사고를 방하기 한 실시간 졸음운

 방지 기법에 한 방안을 연구하 다. 

1)

2. 련연구

본 연구에서는 졸음운  사고요인에 한 기존 문헌들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 다.

2.1 산소  이산화탄소

향과 산소의 복합자극이 각성 유지시간이 7~8분 정도로 

운 자의 각성을 유지하는데 효율 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향의 경우 멘톨 성분을 많이 함유한 페퍼민트 향이 

각성에 효과가 있었으며, 가장 효율 인 향 분사 시간은 

13.85msec로 나타났다. 산소나 향의 단일 자극보다 복합

******* 교신 자, 

※ 이 논문은 서울어코드 활성화 사업에서 지원되었음.

자극이 더욱 효과 이다.[1]

차량 온도  이산화탄소가 증가 시 졸음이 올 수 있음으

로 차량의 창문을 열어 환기 시켜 졸음운 을 사 에 방

지 시켜 다.[2]

2.2 신경계

졸음이나 수면은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부교감 

신경계의 활동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LF/HF 비율이 감

소한다.[3]

2.3 졸음쉼터

졸음쉼터를 이용한 실험집단의 경우 이용하지 않은 집단

보다 졸음운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4]

3. 졸음운  사고 방

본 연구에서는 운 자들의 졸음운  사고를 방하기 

하여 운  방지 기법의 연구를 통해 운 자들이 졸음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은 졸음운  사고를 방하기 한 운 방지 기법이

다.

1. 외선 거리 감지센서 : 센서에서부터 운 자의 머리까

지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거리의 오차가 클 경우 

졸음운 으로 단한다.

2. 심 도 측정 센서 : 심 도를 실시간 측정하여 운 자

의 졸음운 을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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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비게이션 : 운 자가 졸음운 을 한다고 단될 경우,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졸음쉼터를 안내하도록 설정한다.

4. 방향제 : 의 센서 등의 결과를 종합하여 운 자가 졸

음운 을 한다고 단될 경우, 멘톨 성분을 많이 함유한 

페퍼민트 향의 방향제를 분사함으로써 운 자를 각성시킨

다.

5. 창문 : 와 같이 운 자가 졸음운 을 한다고 단될 

경우, 자동으로 창문을 내림으로써 공기를 환기시킨다.

6. 음성 입출력 기능 : 가족/지인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졸

음운  시 음성 일을 출력 한다.

(그림 1) 졸음방지 작동 로세스

이와 같은 센서들을 통하여 운 자의 졸음여부를 단한

다. 단하는 기 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졸음여부 단 기

  

1. 큐 구조를 사용하여 모든 센서 값을 5로 나 다.

2. 만일 평균값과 새로운 input값의 오차가 클 경우 이를 

인식하여 Flag 변수(졸음 단을 카운트 하는 변수)를 1 

증가시킨다.

3. Flag의 값이 2보다 작은 경우엔 Flag의 값을 0으로 

기화하고, Flag의 값이 2와 같거나 클 경우엔  

outputSignal(변수)를 내보내어 운 자의 졸음을 깨우는 

로세스를 진행한다. 그 후 Flag을 0으로 기화한다.

4. 이 과정을 무한 반복한다.

심 도를 이용한 졸음 여부 단기 은 다음과 같다.

(그림 3) 심 도를 이용한 졸음 여부 단

1. 손목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심 도를 측정한

다.

2. 실시간 측정 결과를 소형 LCD모니터를 통해 운 자가 

자신의 심 도를 악할 수 있게 한다.

3. 실제 졸음이 시작되는 시간과 운 자가 주 으로 졸

음을 인지하는 시간이 10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운

자가 객  정보를 보고 스스로 졸음을 단하는 것이 

요하다.

4. 졸음 시 발생하는 심 도 값 이하로 떨어지면 Flag가 

올라가고, 심 도 시스템에서 앙 시스템으로 출력 값을 

반환한다.

5. 졸음 시 발생하는 심 도 값 이하로 떨어지면 LCD 화

면의 색이 바 다.

4. 결론

IT기술의 발 으로 산업의 융합화가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다. IT 발 에 따라 많은 기계와 장치 간의 통신과 네

트워킹의 수용이 이 지고 있다. 기계와 장치 간의 통신을 

한 M2M 기술(Machine to Machine) 사업이 격하게 

발 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M2M 활용 연구 

논의는 히 낮은 수 이며 졸음운 에 한 기술도 미

비한 상태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M2M을 

활용한 졸음운  방지 기법에 한 실증  연구를 진행했

다. 졸음을 단하는 외선 거리 감지 센서와 심 도 센

서를 통하여 졸음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인식 후의 

로세스에 따라 운 자의 졸음을 방지하는 연구를 진행

했다. 결과 으로 운 자는 졸음을 깨는데 확실한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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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러나 사용자의 편의를 증 하기 하여 손목 밴

드를 이용한 심 도의 측정, 뇌 를 활용한 더 세 한 졸

음 측정 기술 등을 추가함으로써 운 자의 졸음운 을 

방하여 운 자의 안 성을 도모하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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