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in a driver’s workload between using a driving simulator and field driving in tunnel,
highway.

METHODS :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it was found that a driver’s workload could be quantified using biosignals. This study analyzed
the biosignal data of 30 participants using data collected while they were using a driving simulator and during a field test involving tunnel
driving. Relative energy parameter was used for biosignal analysis. 

RESULTS : The driver’s workload was different between the driving simulator and field driving in tunnels, highway. Compared with the
driving simulator test, the driver’s workload exhibited high value in field driving. This result wa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The same result was
observed before the tunnel entrance section and 200 m after the entrance section.

CONCLUSIONS: This study demonstrates the driving simulator effect that drivers feel safer and more comfortable  using a driving simulator
than during a field test. Future studies  should be designed considering the result of this study, age, type of simulator, study site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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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로분야에서는 도로설계요소 평가, 도로안전시설 평

가, 지능형 자동차 장치에 대한 운전자 수용성 평가 등

을 수행할 때 주행 시뮬레이터 기반의 주행실험을 진행

해 오고 있다. 실제 도로주행 실험이 곤란한 교통사고

상황의 재현 등 실차 실험으로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도로, 교통환경에서 운전자와 차량, 도로의 상호관계분

석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을 주

지 않으면서 다양한 도로교통환경을 재현하여 도로계획

과 설계, 경관, 교통안전, ITS, Human factor 등의 분

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도로주행

시뮬레이터이다.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BAS(Brake

Assist System), FCW(Forward Collision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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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첨단차량시스템의 효과분석 및 운전자 적응₩수용도

평가와 첨단 차량제어 시스템의 새로운 인터페이스에

대한운전자평가에도다양하게활용되고있다.

실제 도로현장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험

은 여러 가지 제약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이 시행되

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ITS기반시설이나 도로

안전 시설간에 운전자의 반응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를

위해 주행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평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도로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일

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다. 다만, 실제 도로현

장에서 주행하는 경우보다 주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운전자가 더 안전하게 느끼거나 덜 위험하게 느낀

다고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

지만 국내에서는 관련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주행환경에 기반한 3D 시뮬레이

터 주행환경과 실제 도로 주행환경에서 피실험자를 대

상으로 주행 중인 운전자의 반응을 뇌파계측장치를 이

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운전자 설명변수를 적용하여

주행 시뮬레이터 주행과 현장주행 시의 운전자의 운전

부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운전자가 시뮬레이터 실험에

서 더 안락하게 느끼는 시뮬레이터 효과를 보이는지 검

증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분석하 다. 

이를 통해 실제 도로 주행현장에서 운전자의 운전부

하량이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주행과 어느 정도의 차이

가 있는지 파악해 봄으로써 도로주행환경에 대한 운전

자 수용성 등 운전자 반응평가 연구에 활용하는데 본 연

구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용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각성수준(workload)̀:̀작업부하라고도 하며 외부작업

시, 한 사람이 감수해야 할 능력을 의미하며 인적능력

과 작업에서 요구하는 정도와 관련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어느 작업에서 요구되는 자원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많아질수록 작업부하량은 증가되고 작업의

수행도는 떨어진다.

시각 각성수준:̀̀두뇌의 각 부분은 인간의 지각 및 반

응에 대해 고유한 역을 갖는데, 시각정보처리

(visual information)를 위한 작업부하를 의미한다.

시지각(Visual Perception)̀:̀시각을 통해 수용한 시

각적 자극에 대해 인식, 변별, 해석하는 두뇌활동을

의미한다.

수행능력:̀̀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하는데 필요한 운

전자의 운전능력을 의미한다.

2. 기존 문헌 고찰
2.1. 뇌파와 운전자 반응

운전자의 상태 변화가 생체신호인 뇌파에 반 되기 때

문에 운전자의 뇌파를 측정하여“운전자의 각성수준”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으며 운전수행능력

의 저하는 각성수준과 상관이 높다(Beatty, J. et al.,

1974). 뇌파측정과 관련된 연구로 외부자극의 복잡성 정

도가 뇌파활성화에 관여하여 결국 지각에도 향을 미치

는데 자극이 복잡할수록 긴장이완과 상관이 높은 유형의

뇌파 활성화는 차단되고, 각성수준의 향상과 관련이 높

은 뇌파의 활성화는 증가된다. 이러한 현상은 운전자의

과부하(Overload)를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운전행동을

하는데 있어 외부자극이 많은 경우에는, 정보를 처리하

기 위한 주의집중력이 요구되고 그에 따라 각성수준은

증가하게된다(Christie, B. et al., 1972).

Bosurgi G.(2005)는 운전자가 운전 중 받아들이는 정

보의약80% 이상이시각정보일정도로운전자의시지각

활동의변화는매우중요한요소임을주장하며운전자행

동에 따른 눈동자의 움직임을 시각부하기준으로 표현하

여 운전자의 운전부하를 설명하고자 하 다(Bosurgi G.

et al., 2005). Brookhuis(1993)는운전자의뇌파분석을

통해 자동차를 오랜시간 운전하게 되면 운전자의 수행능

력이 감소함을 밝혔다(Brookhuis, K.A. et al., 1993).

Beatty(1974)는 수행능력저하는 각성수준의 저하와 상

관성이높으며이는뇌파의세타파의증가와관련이있다

고 하 다(Beatty, J. et al, 1974). Lal, SKL(2003)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뇌파신호를 조사하여 운전자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 으며 뇌파를 이용하는 것이 운전수행능

력을평가하는데적합함을증명하 다.

2.2. 주행 시뮬레이터와 운전자 반응

Kappler(1993)은 주행 시뮬레이터에서 실제로 위험

하지 않고 실제 운전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의 의

식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하 다(Kappler, W.D.,

1993). Blana, E(1996)은 리즈대학교의 주행시뮬레이

터를 이용한 실험에서 실제도로에서의 운전과 시뮬레이

터 운전에 차이가 있으며 둘 간에 의미있는 관계가 있음

을 주장하 다(Blana, E. 1996). Jan(1998)은 20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주행시뮬레이터 주행 중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조사하 는데 실제 주행과 차이가 있다고

하 다(Jan Tornros, 1998).

Motoyuki(2003)는 주행 시뮬레이터와 도로주행실험

을 통해 터널구간에서의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조사하

는데, 둘간에차이가있음을밝혔다(Motoyuki,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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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주행 시뮬레이터 환경실험

3.1.1. 피실험 운전자 선정

우리나라 운전자 연령별 분포상 많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는 30대를 대상으로 총 30명의 남성 운전자를 피

실험자로 선정하 다. 실험에 참가한 피실험자는 과거

에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색맹, 색약 등 시각 기능에 이상이 없는

신체 건강한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피실험자 배치에 있어 성별 및 연령에 대한 운전자의 반

응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

의 특성자료는 Table 1과 같다.

3.1.2. 주행구간 구현

주행대상구간은 최근에 개통된 동홍천-양양간 고속

도로 인제터널을 선정하 다. 터널은 도로주행구간 중

폐쇄적인 기하구조적 특성으로 운전자에게 높은 운전부

하량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선정하 다. 실제터널에서의

주행실험이 시₩공간적 제약이 많고 장시간 충분한 자료

의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인제터널의 기하구조, 표준단

면도, 부대시설에 맞추어 컴퓨터 3D 가상터널을 구현하

다. 구현된 인제터널은 진입부(2km), 터널부(10.9km)

등이며 곡선반경 2,000m 이상인 편도2차로로 구성되

어 있으며 터널진입부 형태, 터널내 방재시설 및 FAN

과 같은 각종 부대시설은 실제 설계안을 기본으로 구성

하여 실제 주행환경과 동일하게 구현하 다.

3.1.3. 자료수집

실험은 실제차량에 컴퓨터, 뇌파측정장비, 빔프로젝

터, 스크린을 연결하여 주행시뮬레이터를 구현하 다.

주행 중 실험차량 자체의 움직임은 발생되지 않으며 피

실험자가 차량을 조향하고 가₩감속함에 따라 스크린에

실제주행과 동일하게 주행화면이 변화되도록 하 다.

주변 차량으로 인한 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행구

간내 다른 차량은 표출되지 않았으며 주행속도에 따른

주행음향효과를 다르게 구현하 다. 터널내에는 운전자

의 시각 각성수준(Workload) 변화에 향을 미치는 표

지판, 사고발생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다. 2차로 중 바깥차로를 주행토록 하 으며 주행속도

는 100km/h로 주행토록 하 다. 터널진입전 지점, 터

널진입후 200미터 지점의 데이터를 수집하 다.

피실험자가 도착하면 먼저 피실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신호수집을 위한 센서를 부착한 뒤 운전자의

거부반응이 없도록 충분한 휴식시간과 주행 시뮬레이터

조작을 위한 적응시간을 주었다. 실험실시 전에는 약물

복용이나 흡연, 커피, 알코올(술)을 복용하지 않도록 하

으며, 피실험자는 피로가 누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Driving Simulator 

Experiment

Classification
Number of
subjects

Average
age

Eye sight
(left)

Eye sight
(right)

Characteristics 30people 35 1.0 1.0

Fig. 1 Experiment Site and Inje Tunnel in Driving 

Simulation

Fig. 2 Simulator Laboratory Setup and Biosignal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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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참여토록 하 다. 

생체신호는 뇌파측정 장비를 이용하 고 수집 자료는

생체신호(뇌의 후두엽 뇌파)를 수집하 다. 운전자가 취

득하는 정보의 90% 이상이 시각정보이며 뇌의 후두엽

은 시각적인 정보처리 감각령으로 알려져 있어(R.

Cooper, 1980; Leonard Evans, 1991) 본 실험의 목

적에 부합되어 선정하 다.

3.2. 현장 주행환경실험

3.2.1. 피실험 운전자 선정

현장 주행환경 실험은 30명의 남성 피실험자를 대상

으로 실시하 다.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서 계측장비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교통

안전상 위험요인이 될 수 있어 피실험자는 과거의 사고

나 운전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 다. 피실험자 배치

에 있어 성별 및 연령에 대한 운전자의 반응차이를 고려

하지 않았으며,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의 특성자료는

Table 2와 같다.

3.2.2. 주행구간 선정

연구기간 중 인제터널이 시공중인 관계로 현장주행

실험을 위한 대상구간은 대전통 고속도로 내 1km 이

상의 연장을 가진 3개의 터널인 오두재터널, 육십령터

널, 함양터널을 대상으로 운전자의 뇌파자료를 수집하

다. 선정된 터널들은 시뮬레이터내 인제터널이 갖는

기하구조 특성인 곡선반경 2,000m 이상의 평면선형을

가지며 방재시설, 비상전화, Jet Fan 등 시설물이 유사

하게 설치되어 있고 표지판, 경고시설 등이 없어 주행환

경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 다.

3.2.3. 자료수집

실험은 주행조건이 양호한 맑은날 평일 14:00~

18:00 시간대에 수행되었으며 자료수집 시 교통량은 서

비스수준‘C’수준으로 실험에 주변차량의 향을 받지

않도록 하 다. 실험차량은 총 2차로 중에서 주행차로

인 바깥차로로 주행토록 하 으며, 주행속도는 최고제

한속도인 100km/h로 주행토록 하 다. 실험은 무주IC

에서 출발하여 실험대상터널들을 지나 지곡IC에서 복귀

하는 과정으로 진행하 으며, 터널진입전 지점, 터널진

입후 200미터 지점의 데이터를 수집하 다. 시뮬레이

터 실험과 동일한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을 거쳤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Field Experiment

Classification
Number of
subjects

Average
age

Eye sight
(left)

Eye sight
(right)

Characteristics 30people 33 1.1 1.1

Table 3. Characteristics of Tunnel in Field Experiment

Classification
Horizontal
alignment

Vertical
grade(%)

Tunnel picture

Yuksimnyeong
Tunnel

Straight
(L=3,170m)

±0.8

Oduje
Tunnel

Straight
(L=1,148m)

±1.7

Hamyang
Tunnel

Straight
(L=1,505m)
curve

(R＞2,300m)

±0.5

Fig. 4 Experiment Site in Field Experiment

Fig. 5 Subject in Field Driving Experiment

Fig. 3 Subject in Driving Simulato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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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생체신호의 정량화 방법은

FFT(Fast Fourier Transform)분석을 통하여 뇌파의

주파수 대역별로 상대 파워스펙트럼 값(Eq. (1))을 구하

고 분석 파라메터로는 상대 파워스펙트럼 분석에서 얻

어진 값을 정규화(Normalization)분석하여 얻어진 값

(Eq. (2))을 사용하 다. Eq. (2)에서 보듯이 무자극 시

의 뇌파측정값을 이용하여 정규화(Normalization)과

정을 통해 피실험자들의 특성차이를 제거할 수 있다.

수집된 자료는 비디오 화면의 탐색을 통하여 정확한

위치지점의 파악 및 시간체크를 하 으며, 해당 신호수

집구간별 자료를 전체 실험데이터에서 분리해낸 후 분

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량화하 다. 자료수집 및 분

석과정에서 최대값 및 최소값을 제거하는 노이즈 필터

링을 포함하 다. 

여기서,  : 상대 파워스펙트럼 값

: 특정 파워스펙트럼 값

: 모든 파워스펙트럼 값

여기서, :̀ Normalization 값

:̀ 운전상황 생체신호 값

:̀ 무자극 시(안정상태) 생체신호 값

여기서,  :̀ 상대 에너지 계수 값

: ̀세타파 값

:̀ 알파파 값

:̀ 베타파 값

본 연구에서는 주행 중인 운전자의 부하를 설명하기

위한 변수로 상대에너지계수 값을 사용하 다. 이 변수

는 국내₩외 운전자 특성연구(Brookhuis, 1993;

TAMIL SELVAN N, 2015)에서 운전자의 운전부하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사용하 다.

상대에너지계수 값(Eq. (3))은 Brookhuis가 운전자

의 운전부하를 정의하기 위해 만든 파라메터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뇌파를 측정하여 졸음, 이완상태와

관련이 있는 세타파, 알파파, 주의집중 활동과 관련이

있는 베타파를 추출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정

신적 부하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운전자의 운전부하가

늘어날수록 상대에너지계수 값은 감소한다.

4. 분석결과
4.1. 터널진입전 구간의 운전부하

시뮬레이터환경실험과현장주행환경에서의수집자료

중 데이터 미수집 지점과 이상자료를 제외하고 분석하

다.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상대에너지 계수값은 2.937,

현장 주행환경에서의 상대에너지 계수값은 2.102로 나

타나 현장 주행환경에서의 상대에너지 계수값이 0.835

더 적게 분석되었다. 상대에너지 계수값이 적은 것은 운

전자의 운전부하가 더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2. 터널진입후 구간의 운전부하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상대에너지 계수값은 2.507, 현

장 주행환경에서의 상대에너지 계수값은 2.050으로 나

타나 현장 주행환경에서의 상대에너지 계수값이 0.457

더 적게 분석되어 터널진입전의 결과와 동일하게 현장

주행환경에서의 운전자 운전부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4.3. 주행 시뮬레이터와 현장 주행환경의 운전부하

비교

시뮬레이션 실험과 현장주행실험의 계측결과 차이를

(1)

(2)

(3)

Table 4. Subject’s Average Workload in Before-

Enterance Section

Classification Relative energy parameter

Simulator driving experiment 2.937

Field driving experiment 2.102

Table 5. Subject’s Average Workload in 200Meter 

After Tunnel Entrance

Classification Relative energy parameter

Simulator driving experiment 2.507

Field driving experiment 2.050



살펴보면, 터널 진입전 구간과 터널 진입후 구간 각각에

대해 현장주행실험에서의 상대에너지계수 값이 시뮬레

이터 주행의 경우보다 더 적게 나타났다. 이는 운전자가

시뮬레이터 주행실험 시 더 안정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시뮬레이터 실

험관련 문헌(Blana, E, 1996 ; Kappler, W.D., 1993 ;

Motoyuki, et al., 2003 ; Park, J. et al., 2015)과 유

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

인지 분석하기 위해 시뮬레이터 주행실험값과 현장주행

실험값에 대해 터널진입전 구간과 터널진입후 구간에 대

해각각통계분석을수행하 다. 

터널 진입전 구간의 경우에는 Table 6에서 보듯이 두

집단인 시뮬레이터 환경과 현장 주행환경에서 계측된

값들의 분산에 대한 F-검정결과(Pr F)가 0.05보다 작

게 나타나 신뢰수준 95%에서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터널 진입후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집단간의 분산에 대한 F-검정결과(Pr

F)가 0.05보다 작게 나타나 신뢰수준 95%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는 실제 도로주행 실험이 곤란한

교통사고 상황의 재현 등 실차 실험으로 수행할 수 없는

다양한 도로, 교통환경에서 운전자와 차량, 도로의 상호

관계 분석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도로현장에서의 주행과 주행시뮬레이터

에서의 주행에는 운전자가 느끼는 정도가 차이를 보인

다. 실제 도로현장에서 주행하는 경우보다 주행 시뮬레

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운전자가 더 안전하게 느끼거나

덜 위험하게 느낀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

러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주행환경에 기반한 3D 시뮬레이

터 주행환경과 실제 도로 주행환경에서 피실험자를 대

상으로 주행 중 운전자의 반응자료를 뇌파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수집하고 운전자 설명변수를 적용하여 주행

시뮬레이터 주행과 현장주행 시의 운전자의 운전부하를

비교₩분석하여 운전자가 시뮬레이터 실험에서 더 안락

하게 느끼는 시뮬레이터 효과를 검증하 다. 분석결과,

운전자는 시뮬레이터 주행실험 시 더 안정적으로 느끼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 다. 이

러한 결과는 국외 관련문헌과 유사한 결과로 운전자가

시뮬레이터 실험에서 더 안락하게 느끼는 시뮬레이터

효과를 생체신호 데이터에 기반하여 검증한 것에 의미

를 가진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초보운전자 및

고령운전자, 여성운전자 등으로 다양한 운전자를 대상

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

연구에서 천여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과 같이 다

양한 연령대 및 성별로 피실험자를 구성하여 분석값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비모수검정 방법 등 다양

한 분석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추후 다양한 시뮬레이터

유형별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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