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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을 통해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은 이산화탄

소 농도 측정 센서를 연결한 아두이노 보드를 차량 내부에 부착하여 측정된 수치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분석된 수치를 운전자, 

탑승자에게 전송하여 자발적으로 졸음 방지를 유도한다. 또한 설정된 수치 이상인 경우 차량 내 사용자와 차량 외 보호자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차량 내 공기 상태를 알린다. 추후 차량 내 환경과 운전 시간, 탑승자 정보 등을 활용하여 전송된 수치

를 분석하면 운전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키워드: 졸음(Drowsniess), 졸음운전(Drowsiness driving), 이산화탄소 농도(Carbon dioxide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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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원인 1위는 졸음운전이다. 대부분 

교통사고의 사망 원인을 과속이나 음주 운전으로 추측하지만 실제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졸음운전이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의하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

어 있으나, 졸음운전과 과로를 특정할 수 있는 조건 혹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단속하거나 예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1].

졸음운전의 원인으로는 수면부족, 만성피로가 있으며 차량 내 이산

화탄소 증가도 원인이 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버스에서 승차 정원이 70%일 때, 90분 이상 주행을 하면 차량 

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평균 3422ppm이며 최대 6765ppm으로 측정되

었다[2]. 이산화탄소 농도 2000ppm 초과 시 두통이나 졸음을 유발하

며 5000ppm 초과 시 산소부족으로 뇌손상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른 잠재적 건강 문제는 다음과 같다.

� 250-350 ppm : 정상적인 실외 공기 수준

� 350-1,000 ppm : 공기의 순환이 좋은 실내 공간에서의 일반적인 

공기 수준

� 1,000-2,000 ppm : 좋지 않은 공기에 대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

� 2,000-5,000ppm : 두통, 졸음과 집중력 저하, 주의력 상실, 

심박수 증가 및 약간의 메스꺼움 증상이 발생 가능한 공기 수준

� 〉5,000 ppm : 비정상적인 공기 상태. 독성 또는 산소 결핍 

발생 가능. 일일 작업장 노출에 허용되는 노출 한도

위의 이산화탄소 농도 수준으로 고속버스 내에서 70%의 승차 

정원만으로도 90분 이상 주행 시 졸음운전을 유발하며 인체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산화

탄소 수치를 운전자와 탑승자들에게 알려주는 모델을 제안한다.

II. Related works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기존 실험 및 연구들은 운전자의 인지적 

주의분산을 주로 연구하였다. 운전 행동 패턴을 파악[3]하여 운전자의 

심리적, 생리적 상황을 유추한다. 이 연구에서는 차량조작 정보 추출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분산을 분석한다. [4]의 연구에서는 시각적 정보를 

기반으로 운전자 졸음을 감지하였다. 운전자의 얼굴과 눈을 탐지하고 

추적, 관찰, 분석을 통해 졸음 지수를 계산하였다. [5]의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졸음을 분석하기 위해 차량조작 정보와 운전자의 시각적 

특징을 모두 활용하였다. 시각적 특징으로 얼굴, 눈, 입을 분석하고 

차량조작 정보로는 운전자 신체적 특징, 자동차 척도를 분석하여 

운전자의 졸음이나 주의분산을 측정하였다. 이 외에도 운전자의 졸음

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현재 차량 내 실내 공기의 상황을 인지시켜주는 

연구는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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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Fig. 1. 졸음운전 예방 모델 설계

Fig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졸음운전 예방 모델의 설계도이다. 

차량 내부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아두이노(Arduino) 

보드를 부착한다. 실험을 위해 사용한 보드는 아두이노 호환 보드인 

WeMos D1 mini이다.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은 MQ-135 센서을 

사용한다. 부착된 보드는 측정된 이산화탄소 농도 값을 파이어베이스

(Firebase)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이산화탄소 농도 수치를 위험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설정한 뒤, 전송된 값이 수치를 넘어가면 LED와 

소리 센서를 활용하여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알려주고 경고한다. 일반 

사용자들에 비해 고령자나 유아는 이산화탄소에 더욱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정보에 따라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차량 내 탑승자 외 각 사용자들이 설정한 다른 사용자들에게 

차량 환경 상황을 전송할 수 있게 하여 안전 경고망을 구축한다.

제안된 모델을 차량 내에서 활용하면 이산화탄소 농도 수치에 

따라 출력되는 <안전, 경고, 위험> 경고 메시지를 통해 졸음운전을 

경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설정해 놓은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차량 내 공기 상태를 전송하여 차량 내 탑승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하여 운전자의 졸음 방지를 유도할 수 있다. 나아가 대형 버스나 

택시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회사에 전송함으로 차량 전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은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한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운전자, 탑승자, 그 외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전송하여 

현재 차량 내 공기 상태를 알려 졸음 방지를 유도한다. 추후 시간과 

상황에 따른 이산화탄소 수치를 분석하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기 

위한 장치를 추가하여 운전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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