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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주행 중 운전자의 운전작업 중 전방 주의집중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연구 방안들을

조사하고 최신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운전자의 주의집중이 필요한 상황들

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방법은 시각

자료 기반과 생체신호 기반으로 진행하고 있다. 연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방법 중 본 연구

에서는 시각 자료 기반 연구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자동차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수집된 영상에서

운전자의 운전작업 주의 여부를 식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행 영상에서

HoG(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특징과 딥러닝 학습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집중 여부를 모니터

링하는 방법이 효과적임을 제시한다. 본 연구조사를 통해 분석된 운전자 모니터링 방안들을 자율주

행 자동차에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 주의 태만 경고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함을 제시한다.

1.서론

최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전지원을 위한 다

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상용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

다 [13]. 안전운전지원 기술들이 상용화된 이후에는

인간의 감독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가 2023

년에는 약 74만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가트너는 전

망하고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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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준 (출처: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

교통부)

그림 1과 같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수준은 레벨0부

터 레벨5까지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레벨5의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지원 기술들의 개

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1,2]. 또한 자율주행 시스템

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

는 기술은 운전 제어권 이양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여겨지는 기술이다[4]. 자율주행자동차를

위한 안전지원 기술개발의 필요성에 더불어, 전반적

인 운전자의 주의집중 모니터링의 필요성 또한 끊임

없이 강조되고 있다. 매년 운전자의 주의집중의무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

로 인한 교통사고의 비율은 현재까지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실태조사에 따

르면 [3], 그림 2와 같이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약 124만 건의 교통사고 중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총 사고 건수 대비 약 34%에 해

당하는 약 42만 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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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해 운전자 법규위반 종류별 교통사고 비율 [3]

교통사고 현황이 보여주듯 국내 교통사고 발생 현

황의 비율 중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및 보

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비율이 현저하게 높음

을 확인하고, 운전자의 주의집중 정도에 대한 세심

한 모니터링 방법의 필요성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

전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주행 중 운전자의 주의집중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2. 본론

2.1 시각 자료 기반 연구

운전자 주의집중 모니터링 연구들은 대부분은 시

각 자료 기반과 생체신호 기반으로 나누어진다. 시

각 자료 기반의 연구들이 상당수를 차지했는데, 대

부분 영상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한다. 추출하는 정보

들에는 운전자의 얼굴, 눈과 입이 있는데 얼굴 영상

에서 눈과 입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해 HoG 특징과 딥러닝 학습 방법을 적용한다.

신문창 [4]의 연구에서는 HOG와 딥러닝 기반

Dlib를 사용하여 운전자 얼굴의 68개 표지점들을 인

식한 뒤 EAR(Eye Aspect Ratio)을 계산하여 해당

결과값이 임계치보다 낮아지는 경우 운전자가 졸음

상태에 있다고 판단해 경고를 발생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그들 연구의 특징은 시스템 내에 고정된 임

계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 1과 같이 운전자

맞춤 ‘적응형 EAR 문턱값’ 설정기법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Mohanty et al. [5]의 연구에서는 한 가지 수치

를 더하여 EAR과 MAR(Mouth Aspect Ratio) 결과

값을 계산해 경고시스템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각 수치의 계산과 관련된 사항은 기타 연구들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연구는 실제 도로

주행 상황에서 평균 83.7%의 정확도를 제시하였다.

표 1. 운전자 주의집중 판단 적응형 EAR값 [4]

Pondit et al.[6]의 연구는 다른 시각 자료 기반

운전자 모니터링 연구들과 동일하게 EAR을 사용하

였으나 그와 동시에 ECR(Eye Closure Ratio), MAR

과 운전자의 머리 방향 정보를 함께 사용하여 운전

자 모니터링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EAR값이 0.25 이하로 내려가는

시간이 1초 이상인 경우를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판단한다. 또한 운전자를 촬영하는 영상에서 투영점

을 계산하여 코의 위치와 비교하고, 설정해둔 임계

값을 기준으로 코의 위치가 벗어나는 경우 전방을

주시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하였다.

표 2. 졸음 판단 기준값[6]

상태구분

기준
안전 졸음

Eye closed

(EAR 0.25 이하인 시간)
1초 미만 1초 이상

yawn

(MAR 0.5이상일 때)

7분 내 3회

미만
7분 내 3회 이상

Xu Miao, et al.[7]의 연구는 타 시각 자료 기반

연구들이 운전자의 얼굴 방향을 인식하는 방법을 사

용한 것과는 달리 운전자의 머리 움직임을 추적하여

미리 설정된 4가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운전자의

머리 회전 방향을 추출하고 응시영역을 기반으로 운

전자의 안전한 상태(전방주시)와 위험한 상태(전방

미주시)를 판단한다. 이는 Pondit, et al.[6]의 연구에

서 제시한 머리 위치 정보를 사용한 것과 유사하나,

제안한 연구는 딥러닝 기반의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

용하여 이미지 전처리 과정 없이 6개의 레이어를 통

해 운전자 모니터링 결과를 분류한 특징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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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홍동균[8]의 연구 또한 Xu Miao[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컨볼루션 신경망을 활용하여 머리 회전

도 계산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했다.

표 3. 운전자 머리 회전각도에 따른 안전운전 여부 판단기준[7]

상태구분

기준
안전 위험

운전자 응시영역 -60~60° -60~-90°, 60~90°

2.2 생체신호 기반 연구

생체신호를 기반으로 하여 운전자의 주의집중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운전자의 심박수, 심박 변이도,

호흡수를 활용한다 [9-13].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운전

자의 졸음운전 여부만을 판단할 수 있으며 운전자의

주의집중 정도와 전방주시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신의섭[3]은 운전자의 심박수와

심박변이도를 수집하기 위해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장치에 PPG(Photo-plethysmography) 센서를 장착

하고 호흡수를 측정하기 위해 운전석 안전벨트에 압

력(FSR: Force Sensitive Resister)센서 2개를 병렬

로 장착하였다. 기존 상용 의료장비와 PPG센서는

94.6%, GSR센서는 96.3% 그리고 호흡센서는 98.4%

로 일치하여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데 무리

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2.3 기타 연구

운전자 모니터링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시각 자

료 혹은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기반으로 한 것과는

다르게, 독특한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도 수행하였다.

그중 황성호[14]의 연구에서는 운전자들이 대부분

일정한 오차범위 안에서 자동차 조향장치를 조정한

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안전영역’이라고 구분 짓

고, 운전자의 주행 중 안전영역과 조향장치 제어주

기가 커지면 졸음운전 상태로 판단하였다. 시뮬레이

션 상황을 통해 정상상태의 운전자에 비해 졸음 상

태 운전자의 안전영역과 제어주기의 분포가 커짐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는 다른 연구들과 달리 운전

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신체에 센서를 부착

하거나 영상에서 자료를 추출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3. 운전자 모니터링 연구 동향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 운전

자 모니터링 방법 중 운전자의 전방주시 여부와 주

의집중 정도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단순히 운전자

의 졸음 여부를 판단하는 생체신호 기반 방식보다는

직접적으로 운전자의 주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각

자료 기반 방식이 더 효과적임을 인지하고, 시각 자

료 기반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형 모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앞서 언급된 기울기 방향성 히스토그램(HOG)은

기존에 사용되던 머신러닝 기반 객체 검출 알고리즘

인 Haar에 비하여 인식한 영역에 대한 신뢰도가 높

다는 결과가 있으며 템플릿 매칭 방식에 비하여 영

상의 밝기와 조명 변화 등에 덜 민감하다는 장점이

있다. HOG를 활용한 연구 [5]의 얼굴 표지점인지

정확도가 데이터셋에서 93.25%, 실제상황에서

82.02%임을 확인하고, HOG가 운전자 모니터링에

활용되기에 적합한 특징정보임을 알 수 있었다[4].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최신 연구들에서는 머신러닝

기반 Haar보다는 HOG를 사용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전자 모니터링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EAR값의

경우 EAR 임계값이 일정한 값으로 고정되어 운전

자마다 각자 다른 눈 크기 비율을 감안하지 못한다

는 단점에 부딪혔으나 적응형 EAR 임계값[4] 설정

을 통해 운전자의 눈 크기 비율을 사전에 측정하여

운전자에 최적화된 추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방법을 통해 일반 EAR 설정의 경우 한국 운전자들

에게 잘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 또한 극복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컨볼루션 신경망 기법 [7,8]은 전처리 과정 없이

학습 이미지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전처리 과정이 가

지는 계산 복잡성의 문제와 운전자가 큰 각도로 머

리 회전을 하는 경우 생기는 얼굴추적의 어려움에서

벗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기법은 AlexNet 기반

의 파라미터와 6개의 레이어를 사용하여 카메라로부

터 수집된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기존 11개의 레이

어를 사용하던 방법에서 레이어의 개수를 6개로 줄

이되 정확성이 매우 흡사하도록 설정하여 운전자의

위험한 상태를 더욱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특징 또

한 가지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11개 레이어가 아

닌 6개 레이어 CNN을 활용하는 동향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4. 결론

운전자 모니터링 방안에 관한 최신 연구 동향 조

사의 결과, 많은 최신 연구들에서 시각 자료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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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채택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시각 자료로부터

운전자에 관한 데이터 추출을 위해 HOG를 사용함

을 확인하였다. 운전자의 주의집중 및 전방주시 여

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값 설정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은 EAR, ECR, MAR을 사용하는 얼굴추적

방법과 응시영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EAR, ECR, MAR을 사용한 연구들은 데이터 처리

를 위해 딥러닝 기반의 Dlib를 사용하고 응시영역

활용의 경우 딥러닝 기반의 컨볼루션 신경망 기법을

사용하여 전처리 과정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인식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욱 더 정확한 운

전자 모니터링을 위하여 HOG를 사용해 EAR, ECR,

MAR을 추출하는 얼굴추적 기법은 운전자의 졸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하고 CNN을 활용한 응시

영역 기법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함과 동시에, EAR에는 적응형 EAR 임계값 기

법을 사용하여 한국형 맞춤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방안을 활용하고자 한다. 더불어 CNN 기법의 보다

더 빠르고 정확도 높은 운전자 응시영역 판단기법을

활용하여 단순 졸음 여부만이 아닌 전방주시 여부

판단에 대한 정확도 또한 높인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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