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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방지 시스템을 위한 눈 개폐 상태 판단 방법

A Method to Identify the Identification Eye Status for Drowsiness Monitoring System

이 주 ․유 형 석*

(Juhyeon Lee․Hyoungsuk Yoo)

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a method for detecting the pupil region and identification of the eye status for driver 

drowsiness detection system. This program detects a driver’s face and eyes using viola-jones face detection algorithm 

and extracts the pupil area by utilizing mean values of each row and column on the eye area. The proposed method 

uses binary images and the number of black pixels to identify the eye status.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accuracy of classification eye status(open/close) was above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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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 에서 자동차는 이동만을 한 교통수단이 아니

라 삶의 필수품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자동차의 수요가 

느는 만큼 이에 련된 안 성도 함께 심이 늘고 있다. 

특히 졸음운 의 통계를 보면 2006~2008년 동안 졸음운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6.2명으로 같은 기간 체 교통사고 

치사율 2.9명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음주운 과 

달리 물리 인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험한 것

으로 나타났다[1]. 그러므로 교통안 에 큰 이 되는 졸음 

운 을 방지하도록 하는 운 자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근 상 처리 기술의 발 에 따라 지능형 자동차에 응

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운 자 상태 

감시 기능에 해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다. 2012년에 출시

된 기아 자동차 ‘K9’ 모델의 졸음운  감시 시스템은 카메

라를 통하여 운 자의  깜박임과 동공을 찰하고 그 정

보를 바탕으로 다른 기기와 연결하여 운 자에게 경고를 하

거나 차내를 자동으로 환기 시킨다. 도요타 자동차에서는 

최 로 외선 센서를 통해 운 자의 주의력을 감지하는 방

식을 채택하 으며  벤츠는 운 자의  깜박임 횟수, 동공 

확 , 주 를 둘러보는 횟수 같은 수치를 모니터링하여 경보 

수 을 단하는 방법을 연구 에 있다. 자동차 련 업체

인 덴소가 개발한 졸음 방지 장치는 핸들 앙에 설치된 카

메라로 운 자를 촬 해 운 자의 기본 패턴을 악해 개인

별 최 화 상태를 알아내고 졸음 수 을 총 6단계로 단한

다[2-4]. 

이처럼 졸음 운  방지 기술은 높은 신뢰성을 보여야하기 

때문에 운 자의 피로와 가장 상 계가 큰 특징들을 이용

하여야 한다. 특히 은 사람의 의식 수 을 가장 잘 표

해주며 일반 으로 성인은 1분에 20번 정도 깜박거리지만, 

어떤 것에 집 하게 되거나 정신 인 요소에 의해 깜박임이 

감소하며 의식 수 이 낮아지면 을 감고 있는 시간도 길

어지게 된다[5-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피로도를 측정하는 

, 특히 동공 상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운 자의 졸음을 

단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실험 결과 값을 통한 내용을 제

시하고자 한다. 

그림 1  개폐 상태 단 과정 

Fig. 1  The process of identification eye status

2. 본  론

2.1 얼굴 역 검출   역 검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폐 단 과정은 그림 1에 나

타내었다. 먼  정면 상에서 얼굴 역과  역을 검출



기학회논문지 63권 12호 2014년 12월

1668

(a)

(b)

그림 3 (a) 식 2와 (b) 식 3의 용에 따른 행과 열의 평균

값 

Fig. 3 Mean value of each row and each column after 

applying (a) eq. 2 and (b) eq. 3 

하기 해 Viola-jones face detection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물체 검출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Haar-like feature 들

을 선택함으로서 물체를 검출하는데 걸리는 실행 속도가 다

른 방법들에 비해 빠르고, 물체의 검출률도 다른 방법에 비

해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물체를 검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선호되는 방법  하나이다[8]. 따라서 이 알고

리즘을 사용하여 상에서 얼굴을 검출하고 왼쪽, 오른쪽 

을 각각 검출 할 수 있다. 이 알고리즘을 이용한  검출은 

의 개폐 상태에 따라 모두 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썹과 같은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더

욱 에 가까운 상을 얻기 해서, 이진화, 노이즈 제거, 

팽창  침식, 이블링의 순서로 상 처리 과정을 거쳤다. 

알고리즘을 통해 얻어낸 왼쪽, 오른쪽  상을 각각 원본 

상으로 지정하고 이 이미지를 HSI (Hue, Saturation, 

Intensity)로 변환 시킨 후 Intensity 값을 이용하여 상을 

이진화 하 다. 그 후  역  흰자 에 해당하는 부분

을 최소화하기 해서 팽창 과정을 거치고  역의 크기

를 다시 원래의 크기로 되돌려 주기 해 침식 과정을 거쳤

다. 마지막으로 이블링 과정은 썹이나  아래쪽에 필

요하지 않은 부분을 없애기 해 이블링이 2개 이상 되는 

상은 외 처리하고  역에 해당하는 좌표를 장하고 

원본  상에서 해당 좌표를 가져오도록 하는 방법을 사

용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은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다. 

2.2 동공 역 검출

(a) (b) (c)

(d) (e)

그림 2  상을 얻기 한 상처리 과정

(a) 원본  상 (b) 이진화 (c) 필터링 된 이진화 

상 (d) 이블링 상 (e) 최종 획득 상

Fig. 2 Image processing for eye region detection 

(a) Original eye image (b) Binary (c) Filtered binary 

(d) Labeling image (e) Final image 

세 번째 단계로 동공 역을 검출하기 해서 본 연구에

서는  상 한 식 (1)로 표 할 수 있는 하나의 3차원 

행렬이기 때문에 앞서 획득한  상의 행렬 값을 사용하

다.













 ⋯
⋮ ⋱⋮
 ⋯

(1)

이처럼  상의 행렬 값을 살펴보면 동공에 해당하는 

RGB 값은 어두울수록 낮아지기 때문에 그 역의 값 한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 다. 따라서 격하게 낮아지는 부

분을 찾기 해서 식 (2)를 식 (1)에 입하여 R,G,B 각각의 

행과 열의 평균값을 구해보았다.

 


 



  


 



 (2)

는 열의 평균값을 구하는 식이며 는 행의 평균

값을 구하기 한 식이다. 행과 열의 평균값을 구해본 결과 

동공 부부에 해당하는 역에서 값이 격하게 낮아지는 것

을 찰 할 수 있었다. 한 동공 추출에 있어 정확성을 높

이기 해서  다른 방법을 함께 용하기로 하 다. 이 

방법은 식 2에 입한 결과 값인  와 각 행렬의 데

이터 값인   와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를 들어, 1행

에 있는 데이터의 평균값인 과 1행에 있는 데이터 

⋯ 들의 차이값을 상으로 표 하고, 이를 다시 식 (2)

에 입하여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식 (3)으로 

표 할 수 있다. 

 


 



    


 



  (3)

식 (3)을 용한 결과 에 해당하는 경계부분이나 동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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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평균값과 행렬 값과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표 되며 이 상의 평균 값 한 동공에 해당

하는 부분에서 격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 (2)와 (3)의 용 결과는 그림 3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값이 격하게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부

분을 찾아 동공을 추출한다.

2.3  개폐 상태 단 

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개폐 상태 단 방법의 과

정은 그림 4와 같다. 앞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동공 역을 

추출하고 추출된 동공 역에서  개폐 상태를 단하기 

해 상을 역치값을 설정하여 이진화 (binarization)를 하

다. 을 뜬 상태에서의 동공 추출의 결과에 역치값에 따

른 상의 이진화 상의 black pixel의 개수와 을 감은 

상태에서의 동공 추출의 결과에 같은 역치값에 따른 상의 

이진화 상의 black pixel의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역치값을 가지고 이진화 했을 때 을 

뜬 상에서는 동공에 해당하는 어두운 부분, 즉 R,G,B 값

이 낮은 부분이 상에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을 감

은 상에서는 동공에 해당하는 부분보다 피부에 해당하는 

밝은 부분이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진화 결과

에서 차이가 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사

용하여  개폐 상태를 단하 다. 

그림 4  개폐 상태 단 과정의 흐름도

Fig. 4  Flowchart of identification eye state(open/close)

2.4 실험 결과 

실험은 Kinect와 MATLAB 2014버 을 사용하여 진행되

었다. 의 닫힘을 인식하도록 하고 총 150 임을 상으

로 실험을 진행하 다. 한 운  시의 상황과 비슷하게 연

출하여 진행 할 수 있도록 운 자와 카메라의 거리와 치

를 설정하 다. 이를 해 그림 5와 같이 본 연구실에서 실

내등과 자연 이 비치는 오 11시 ～ 오후4시 시 에 실험

을 진행하 다. 한 어두운 환경에서 촬 한 외선 상

에도 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기 해 오후 8시~10시에 실험

실 내부를 어둡게 하여 외선 상에의 용 결과도 함께 

살펴 보았다. 컬러 상과 외선 상 모두 약 150 임

의  상을 이용하여  개폐 여부에 한 성능을 측정하

으며 그 결과는 표1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실험 진행 

동안 피험자는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을 감고 뜰 수 

있도록 하 으며 표1에 실제  개폐 상태에 한 횟수와 

제안한 방법을 용한 로그램의 인식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 그림 6에는 black pixel의 수에 따른  개폐 상태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그림을 통해 을 

감은 상태 일수록 black pixel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black pixel수가 165이하인 경우에 이 닫힌 것으로 

단하도록 하 다. 이는 을 감은 상과 을 뜬 상의 

black pixel을 여러번 비교해본 결과 이 수치에서 가장 성능

이 좋았기 때문에 임계치를 정하 다.

(a) (b)

그림 5 실험 환경의 구성 (a) 촬  환경 (b) 키넥트 

Fig. 5  Experimental environment (a) Recording environment

(b) Kinect 

그림 6 Black pixel 수에 따른  개폐 상태의 분포 결과 

Fig. 6 The result of identification eye status according to 

number of black pixel

표 1 제안한 방법을 용한 실험 결과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실제 을 
감은 횟수 

 닫힘 
인식 횟수

정확도

[%]

실험 1

(150 frames, 컬러 상)
30 30 100

실험 2

(150 frames, 외선 상)
41 45 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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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의 결과를 보면 컬러 상에서의 실험 결과는 실제 

을 감은 횟수와 제안한 방법을 용한 결과인  닫힘 인

식 횟수가 일치하고 그 임 번호 한 일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외선 상의 경우 컬러 상과 달리 RGB 

값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어둡고 밝은 값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안한 방법이 용은 가능하지만 컬러 상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가지진 못했다. 하지만 외선 상의 실험 

결과 한 90%이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기 때문에 충분

히 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졸음 방지 시스템에서의  개폐 상태 

단에 한 방법을 제안하 다. 사람의 의식 수 과 상

계가 높은 을 가지고 졸음을 단하기 해서, 

viola-jones face detec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역을 

감지해내고 썹이나 다른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에 더 가까운 상을 상처리 과정을 통하여 얻어내었다. 

그 후  상에서 동공 역만을 추출해내기 해 각 행과 

열의 평균값, 각 요소와 평균값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동공을 추출해내었다. 그 후 추출한 동공 상의 

이진화를 통해  개폐 상태를 단하도록 하 고, Kinect를 

사용한 실험 결과는 컬러 상의 경우 100% 고 외선 

상은 90%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실제상황에 용되었을 때도 운

자의 졸음을 감지하기 한  개폐 상태 단에 있어 높은 

활용도를 보일 것으로 기 된다. 향후, 주의 산만을 검출해 

낼 수 있도록 시선을 감지 할 수 있는 연구가 함께 진행된

다면 더욱 극 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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