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 The desire of drivers to increase their driving speeds is increasing in response to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 vehicles
and roads. Therefore, studies are being conducted to increase the maximum design speed in Korea to 140 km/h. The stopping sight distance
(SSD) is an important criterion for acquiring sustained road safety in road design. Moreover, although the perception-reaction time (PRT) is a
critical variable in the calculation of the SSD, there are not many current studies on PRT. Prior to increasing the design speed, it is necessary to
confirm whether the domestic PRT standard (2.5 s) is applicable to high-speed driving. Thus,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high-speed driving on PRT.

METHODS : A driving simulator was used to record the PRT of drivers. A virtual driving map was composed using UC-Win/Road
softwar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at speeds of 100, 120, and 140 km/h while assuming the following three driving scenarios according to
driver expectation: Expected, Unexpected, and Surprised. Lastly, we analyzed the gaze position of the driver as they drove in the simulated
environment using Smarteye. 

RESULTS : Driving simulator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PRT of drivers decreased as driving speed increased from 100 km/h to 140
km/h. Furthermore, the gaze position analysis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decrease in PRT of drivers as the driving speed increased was directly
related to their level of concentration.

CONCLUSIONS : In the experimental results, 85% of drivers responded within 2.0 s at a driving speed of 140 km/h. Thus, the results
obtained here verify that the current domestic standard of 2.5 s can be applied in the highways designated to have 140 km/h maximum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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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로의 평면선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주행의 안전성,

쾌적성 및 연속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들 중 안전

성은주로정지시거등여러가지선형설계요소에의해서

충족된다. 정지시거(Stopping Sight Distance)란 운전

자가 같은 차로 위에 있는 고장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하

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리(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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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로도로설계단계에서운전자의안전성을확보하기

위한가장기본적이고중요한기준이다. 국내정지시거에

관한 기준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

시되어 있으며, 해당 도로의 설계속도에 따라서 제시된

길이 이상을 전 구간에 걸쳐서 확보해야 한다. 정지시거

는 반응시간 동안의 주행거리인 공주거리(Brake

Reaction Distance)와 제동거리(Braking Distance)의

합으로계산된다. 공주거리의계산은주로운전자의인적

요인들 중 하나인 인지₩반응시간(Perception-reaction

time)에 의해서 향을 받으며, 제동거리는 주로 도로노

면(Pavement)과타이어의관계에의해서산정되는종방

향미끄럼마찰계수에 향을받는다. 

여기서, :정지시거 (m)

:공주거리 (m)

:제동거리 (m)

:주행속도 (km/h)

:인지₩반응시간 (초)

:노면습윤상태에서의 종방향미끄럼

마찰계수

한편, 고속주행 시에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고성

능 차량의 등장 및 ITS 기술의 발달은 더 빠르게 주행하

고자 하는 운전자들의 욕구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

러한 운전자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고

속도로의 최대 설계속도를 기존 120km/h에서 140km/h

까지 상향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설계속도는

도로의 선형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속도로

곡선반지름, 편경사, 시거와 같은 대부분의 선형요소는

설계속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며, 설계속도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 값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설계

속도를 140km/h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설계속도의 상향

이 120~140km/h의 속도범위에서 도로 기하구조 요소

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대한 세 한 연구가 선행되

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기하구조 측면에서 운전자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인 정지시거를 산정하는 과정

에서 공주거리 계산에 가장 중요한 변수인 인지₩반응시

간이 도로의 최대 설계속도가 증가하면 어떠한 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다. 인지₩반응시간은 운

전자의 기대심리, 연령, 성별, 시야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향을 받으며(Green. M., 2009), 개개인의 운

전경험, 위기대처능력 등에 따라서 다양한 범위에 분포

한다. 운전자 반응시간의 범위는 일정하지 않으나 보통

0.4~0.7초 정도로 나타나며, 혼잡한 도로상황, 예기치

못한 상황 등에 의해서 증가한다(국토교통부, 2013). 인

지₩반응시간 기준은 실험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을 가미

하여 산출된 값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행속도에 관

계없이 2.0초 또는 2.5초의 일정한 값을 사용하고 있

다. 국내기준에서는 위험요소를 판단하는 시간(인지시

간, Perception time) 1.5초에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시간(반응시간, Reaction time) 1.0초를 더하여 총 2.5

초를 설계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연구된 인지₩반응시간 측정실험의 대

부분은 설계속도 100km/h 이하의 일반도로에서 진행

되었으며, 실험 결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2.5초 이내

에 반응하 다. 그러나 해당 실험들은 고속주행상황에

서 수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km/h 이상의 고속주

행상황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고속주행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100km/h 이상의 고속주행상황에서 속도와 인

지₩반응시간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속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제

동상황에 대한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을 측정하여 주

행속도 100~140km/h에서 적용 가능한 인지₩반응시간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인지₩반응시간 측정 실험은 실제 고속도로에서 실차

(1) Table 1. Perception-reaction Time Criteria in Many 

Countries

Countries
Maximum design
speed (km/h)

Perception-
reaction time (s)

Austria 140

2.0

Britain 120

France 120

Germany 120

Greece 120

Sweden 110

Switzerland 120

Korea 120

2.5

Australia 130

Canada 130

South Africa 120

United States 120

2017.2논문-교통  2017.2.14 1:1 PM  페이지108   프린텍1 



한국도로학회 논문집·제19권 제1호 109

주행을 수행한다면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차량을 140km/h 이상의 속도로 주

행하다 급제동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여

일반적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Driving Simulator를 활용

한 가상주행실험으로 대체하여 수행되었다. 

본연구의내용은크게4가지단계로진행되었다. 첫번

째 단계에서는 운전자 인지₩반응시간에 대한 기존문헌을

고찰하 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운전자의 기대심리

(Expectation)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주행 시

나리오를가정하여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기반의

주행실험 상을 제작하 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령별

로피실험자를모집하여실내Driving Simulator 실험을

수행하 으며, 이를통해주행속도(100, 120, 140km/h)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령자(Older)와 비고령자(Younger)의

인지₩반응시간을측정하 다. 마지막단계에서는인지₩반

응시간에 향을미칠수있는요인중하나인전방주시에

대한 집중도(Concentration about forward gaze)가 주

행속도의 증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운전자의 주

시점(the gaze position) 변화를 통해서 분석하 다. 4단

계실험과정을요약하면Fig. 1과같다.

2. 기존 연구 고찰

George T. Taoka(1989)는 Gazis, Wortman,

Chang, Sivak이 기존에 수행한 인지₩반응시간 측정

실험을 종합하여 현재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지₩반

응시간 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 다. 실험은 신호교차

로에서 60~70km/h의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

로 실시되었으며, 85백분위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은

1.48~1.90초로 측정되었다. 그래서 현재 각국에서 적

용되는 기준인 2.0초와 2.5초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반

응할 수 있는 적정한 값임을 확인하 다.

오동섭(2001)은 운전자 행태도출을 위해서 인지₩반응

시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 다. 실험은 비디오 촬 을

통한 프레임 분석에 기초하여 진행되었으며, 신호교차

로에서 황색신호(change interval)에 따른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과 교차로 접근속도(40km/h 이상), 정지

선으로부터 차량거리의 관계를 연구하 다. 실험 결과

황색신호에 대한 85백분위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은

2.50초로 나타났다.

전진우 외(2008)는 차량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미리

돌발상황에대한정보를알고있는Alert한고령운전자

25명, 젊은 운전자 23명의 인지₩반응시간을 측정하 다.

피실험자의 위험물 발견 시의 주행속도는 12~14km/h

으며, 충돌까지의 여유시간은 3.0~4.0초로 설정하 다.

실험 결과 젊은 운전자 그룹의 평균 인지₩반응시간은

0.74초로측정되었고고령운전자그룹의인지₩반응시간

은 0.81초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05일 때의 t-검정 결

과, 두 연령 그룹간의 인지₩반응시간은 차이가 있다고 분

석되었다.

주재홍 외(2010)는 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체험센터

의 위험회피코스 교육생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주행

속도 40km/h와 50km/h일 때의 인지₩반응시간을 측정

하여 주행속도와 인지₩반응시간의 관계를 확인하 다.

실험은 도로 주행 중 전방 20m 지점에 돌발 상황이 생

겨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Unalerted 조건

에서 85백분위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 분석 결과 주행

속도가 40km/h일 경우에는 0.84초로 나타났으나,

50km/h일 경우에는 0.80초로 감소하여 주행속도가 증

가할수록 인지₩반응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인지₩반응시간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본 결

과 대부분의 실험이 70km/h 이하 저속주행상황에서 수

행되었으며, 100km/h 이상고속주행상황에서수행된실

험은 미미하 다. 그리고 대부분의 실험 결과 저속상황

에서 주행속도와 인지₩반응시간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속주행 상황에서 인지₩반응시간을

측정하여주행속도와의관계를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3. 고속주행상황에서 인지·반응시간 측정
실험

3.1. 실험 방법

Fig. 1 Flow Chart fo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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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실험 계획

실제 도로에서 10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돌발제동상황을 발생시키고 이에 대한 운전자의 인지

₩반응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많은 위험성이 존재하여 다

양한 상황을 가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가상주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UC-win/Road

software와 드라이빙시뮬레이터 I-drive 3ch 2DOF

MP 기종을 사용하여 3가지 다른 제동상황이 발생하

을 때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을측정하 다.

실험은 연령 65세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고

령자 35명, 비고령자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또

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측값, 최솟값, 최댓값의

실험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60명에 대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 다.

3.1.2. 시나리오별 세부 내용

UC-win/Road software에 적용할 실험 시나리오

맵은 운전자 인지₩반응시간에 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 중 운전자 기대심리(Expectation)를 고려한 세

가지 시나리오(Scenarios)로 구성하 다. 

시나리오 1은 운전자가 전방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상황(Expected)에서 진행된 실험으로 교통신

호기 등화변경에 대한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을 측정

하 다. 

시나리오 2는 운전자가 전방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

황(Unexpected)에서진행된실험으로선두차량의갑작스

러운제동에대한운전자의인지₩반응시간을측정하 다. Fig. 2 UC/win-road Software & Driving Simulator

Table 3. Summary of Experimental Scenarios

Scenario 1 (Expected)                                           Signal Stop Test

Scenario 2 (Unexpected)                                      Car Follwing Test

Scenario 3 (Surprised)                                      Falling Roc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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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돌발 상황

(Surprised) 에서 진행된 실험으로 낙석발생에 대한 운

전자의 인지₩반응시간을 측정하 다.

모든 시나리오는 운전자들의 주행속도에 따라서 3단

계 (100→120→140km/h)로 구간을 나누어 구성하

다. 또한 지정된 주행속도구간에서 일정한 거리를 이동

하 을 때 제동상황(신호기 등화변경, 선두차량 제동,

낙석)이 발생하도록 하 다. 시나리오별 제동상황이 발

생하는 지점의 위치는 Table 2와 같다.

3.1.3. 실험데이터 분석방법

실험결과 분석에는 UC/win-road Software에서 제

공되는주행기록 log data를사용하 으며, 데이터상의

이동거리, 이동시간, RPM 변화, 제동력(Brake power)

변화를 통해서 인지시간 및 반응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합하여인지₩반응시간을측정하 다.

인지시간은 위험요소를 판단하는 시간으로 국내 기준

에서는 1.5초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동상황발생

지점(Braking situation occurrence point)에 차량이

도착한 시간과 상황발생을 인지하고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어 RPM(Revolutions Per Minute)이 감소하기 시

작하는 지점에서의 시간의 차이로 계산하 다. 계산식

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인지시간(초)

:가속페달에서 발을 뗀 시간

(RPM이 감소하기 시작한 시간)(초)

:시나리오별 제동상황발생 시간(초)

반응시간은 제동장치를 작동하는 시간으로 국내 기준

에서는 1초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뗀 시간과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 시간의 차이로

계산하 다. 계산식은 Eq. (3)과 같다.

Table 2. Braking Situation Occurrence Point

Braking situation occurrence point

Driving speed 100km/h 120km/h 140km/h

Scenario 1 5,400m 6,900m 11,400m

Scenario 2 3,900m 6,900m 9,900m

Scenario 3 2,400m 4,400m 6,400m

Fig. 3 Log Data Analysis Process

(2)

Occurrence time( ) measurement

Time when RPM Starts to reduce( ) measurement

Time whe Brake power starts to increase( ) measurment

Fig. 4 , , Measurement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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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반응시간(초)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 시간(초)

:가속페달에서 발을 뗀 시간

(RPM이 감소하기 시작한 시간)(초)

인지₩반응시간은 인지시간과 반응시간의 합으로 국내

기준에서는 2.5초(인지시간 1.5초+반응시간 1초)를 사

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시간과 반응시간 계산식에

의해서 제동상황발생시간과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 시

간의 차이로 계산된다.

여기서, :인지₩반응시간(초)

3.2. 실험결과

3.2.1. 인지·반응시간 측정 실험 결과

시나리오 1, 2, 3에서 주행속도에 따른 인지₩반응시간

측정실험을 진행한 결과 85백분위 운전자의 인지시간은

0.91~1.38초로 나타났으며, 반응시간은 0.37~0.64초

로나타났다.

실험결과를 주행속도에 따라서 살펴보면 속도가 증가

(100→120→140km/h)할수록 인지시간 및 반응시간 모

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따라서 고속주행 상황에서

도 현재 국내의 기준(인지시간 1.5초, 반응시간 1.0초)

을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인지시간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가장자주접할수있는상황인시나리오2 (Unexpected)

에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선두차량과의거리감으로인해서브레이크등을확인하는

것과 자신의 차량을 감속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시

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응시간의 경우

낙석발생상황인시나리오3(Surprised)에서가장짧게나

타났다. 이러한결과가나타난이유는운전자가놀람과동

시에 무의식적으로 긴급하게 반응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85백분위운전자의인지시간및반응시간측정

결과는Table 5와같다.

본실험결과를인지시간과반응시간의합인인지₩반응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9 No.1112

(3)

(4)

Table 4. Experiment Result

Scenario
Speed
(km/h)

Average
85th

percentile
Standard
deviation

MinimumMaximum

Perception time (s)

1

100 0.91 1.07 0.23 0.34 1.78

120 0.80 0.96 0.19 0.24 1.42

140 0.77 0.91 0.21 0.23 1.60

2

100 1.13 1.38 0.29 0.52 2.28

120 1.09 1.31 0.24 0.55 1.95

140 1.01 1.23 0.25 0.57 1.70

3

100 1.04 1.25 0.27 0.16 1.78

120 1.01 1.24 0.24 0.59 1.93

140 0.94 1.06 0.19 0.32 1.58

Reaction time (s)

1

100 0.48 0.63 0.15 0.12 0.80

120 0.44 0.58 0.15 0.21 0.97

140 0.42 0.60 0.15 0.21 0.84

2

100 0.45 0.64 0.46 0.20 0.81

120 0.39 0.53 0.14 0.10 0.77

140 0.35 0.50 0.14 0.10 0.83

3

100 0.37 0.55 0.10 0.14 1.12

120 0.29 0.38 0.09 0.11 0.52

140 0.28 0.37 0.09 0.11 0.05

85th percentile driver’s perception time

85th percentile driver’s reaction time

Fig. 5 Experimental Results of 85th Percentile Driver

Table 5. 85th  Percentile Perception Time&Reaction 

Time Per Scenario

Scenario
85th percentile

perception time (s)
85th percentile

reaction time (s)

1 1.01 0.61

2 1.30 0.55

3 1.19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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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종합하여 분석하 다. 분석 결과 85백분위 운

전자의 인지₩반응시간은 1.38~1.83초로 측정되었다. 또

한 시나리오 2의 인지₩반응시간은 1.54~1.83초로 가장

길었으며, 시나리오 1의 인지₩반응시간은 1.40~1.60초

로 가장 짧게 측정되어 인지시간과 같은 경향을 나타냈

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의 기대심리(Expected,

Unexpected, Surprised)가 다른 상황에서 인지₩반응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반응시간보다 인지시간

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계기준 측

면에서실험결과를살펴보면현재국내의인지₩반응시간

기준(인지₩반응시간 2.5초) 역시 고속주행 상황(속도

140km/h)에서도적용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3.2.2. 연령(Age)에 따른 인지·반응시간 비교

주행속도별 고령자그룹(30명)과 비고령자그룹(30명)의

평균 인지₩반응시간 측정 결과, 모든 시나리오 및 주행속

도에서고령자그룹의측정값이비고령자그룹보다더길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나리오 1(Expected)의

경우 0.15~0.18초, 시나리오 2(Unexpected)의 경우

0.14~0.18초, 시나리오 3(Surprised)의 경우 0.14~0.19

초의차이가발생하 다. 본실험결과에따르면주행속도

가 증가하더라도 고령자그룹과 비고령자그룹간의 인지반

응시간의차이는거의일정한것으로판단된다.

고령자그룹과 비고령자그룹의 평균 인지₩반응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T-test를 실시하 다. 통계적 검증에 사용된 가설은 다

음과 같다.

Fig. 6 85th Percentile Driver’s Perception-reaction Time

Fig. 7 Comparison of Older and Younger Group

Table 6. Comparison of Older and Younger Groups

Scenario
Speed
(km/h)

Average Dispersion
Standard
deviation

MinimumMaximum

Younger Group’s perception-reaction time (s)

1

100 1.33 0.05 0.21 1.01 1.82

120 1.21 0.03 0.17 1.02 1.93

140 1.15 0.04 0.19 0.48 1.53

2

100 1.50 0.06 0.25 1.10 2.03

120 1.40 0.06 0.24 0.90 2.07

140 1.28 0.03 0.18 0.90 1.63

3

100 1.33 0.05 0.21 1.01 1.82

120 1.21 0.03 0.17 1.02 1.93

140 1.15 0.04 0.19 0.48 1.53

Older Group’s perception-reaction time (s)

1

100 1.49 0.11 0.33 1.17 2.49

120 1.40 0.07 0.27 0.99 2.27

140 1.29 0.05 0.22 0.84 2.05

2

100 1.66 0.10 0.32 1.14 2.83

120 1.54 0.06 0.24 1.20 2.46

140 1.44 0.08 0.29 1.00 2.46

3

100 1.49 0.11 0.33 1.17 2.49

120 1.40 0.07 0.27 0.99 2.27

140 1.29 0.05 0.22 0.84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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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무가설( ) : 고령자그룹과 비고령자그룹의 인지

₩반응시간의평균은 같다.

- 대립가설( ) : 고령자그룹과 비고령자그룹의 인지

₩반응시간의평균은 같지 않다.

유의수준 5%일 때, 두 모집단의 평균 인지₩반응시간

의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 및 제

한속도에서 유의확률(양측)이 유의수준(0.05)보다 작게

산출되어 귀무가설을 기각하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평균 인지반응시간의 차이가 존재했다. 그러나 상대

적으로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고령자그룹의 인지₩반응

시간도 2.5초 이내에 측정되었다. 따라서 연령에 관계

없이 현행 기준인 2.5초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3.2.3 주행속도(Driving speed)에 따른 인지·반응

시간 비교

주행속도의 증가가 인지₩반응시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시나리오별 주행속도(100, 120,

140km/h)에 따른 인지₩반응시간을 비교하 다. 비교

변수로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85백분위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을 채택하 다. 주행

속도 증가에 따른 인지₩반응시간의 변화를 누적 백분위

수로 표현한 산포도를 통해서 그래프로 표현하 다. 분

석 결과 실험구간의 주행속도가 증가(100→120→

140km/h)할수록 85백분위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이

약 0~0.2초씩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속주행 상황에서는 주행속도가 증가(100→

120→140km/h)함에 따라 인지₩반응시간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나

타난 원인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인적요인

인 집중도에 의해서 인지₩반응시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하 다. 그리고 이를 공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드라이빙시뮬레이터 실험 중 피실험자가 장착하고 있었

던 Smart Eye를 활용하여 운전자의 주행 중 주시점을

분석하 다.

4. 주행속도 증가에 따른 주시점 분석
4.1. 분석 방법

주행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인지₩반응시간이 변화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실험 중 운전자의 주시점

(Gaze position) 변화를 측정하 다. 분석 장비로는 스

웨덴에서 개발된 Eye Tracking System인 Smart

Eye를 사용하 다. 본 장비는 전방, 좌측, 우측에 한 대

씩 설치된 3대의 카메라로 촬 된 평면 상을 3D형태

로 변환하여 하나의 얼굴로 인식하며, 얼굴에서 굴곡이

있는 눈, 코, 입의 위치를 기억한다. 또한 카메라 우측에

설치된 반사장치를 통해서 빛을 각막에 반사시켜 굴절

Table 7. Comparison of Older and Younger Groups

Scenario
Driving
speed
(km/h)

Average perception-reaction
time (s) P-value

Elderly Non-elderly

1

100 1.46 1.31 0.016

120 1.32 1.14 0.001

140 1.27 1.12 0.006

2

100 1.66 1.50 0.038

120 1.54 1.40 0.032

140 1.44 1.28 0.033

3

100 1.49 1.33 0.038

120 1.40 1.21 0.001

140 1.29 1.15 0.015

Average 1.43 1.27 -

Fig. 8 Cumulative Percentile Distribution of Perception-

reac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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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빛의 이동을 통해서 눈동자의 움직임을 추적한다.

피실험자가 바라보고 있는 주시점을 실시간으로 보여

주며, 실험 시 후방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촬 된

전방 화면을 9등분하여 0~1 사이의 (X,Y)좌표로 주시

점을 표현한다. 피실험자들이 한 지점을 0.5초 이상 바

라보게 되면 주시점들의 집합 그룹인 Fixation이 생성

되며, 이것이 생성된 시간을 통해 실험자가 특정 사물이

나 상황의 발생을 인지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들의 주행속도별 주시점의

(X,Y)좌표를 추출한 뒤 중심점을 (0,0)으로 평행 이동

하여 개인별 비교를 진행하 다.

(0,0)을 중심으로 측정된 주시점을 Fig. 12와 같이

5개의 구역(Section 1~5)으로 나눈 뒤 해당 구역

(Section)에 포함된 주시점의 수를 비교하 다. 이때

중심부근인 Section 1에 포함된 주시점의 비율이 높

을수록 전방상황에 더 집중하며 주행한 것으로 가정하

고 분석을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Section 1에 포

함된 주시점의 비율을 집중도(Concentration)라고

표현하 다. 집중도를 분석하기 위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주시점 분석 구간은 시나리오 및 제한속도별로 제동

상황이 발생하기 100m전 지점에 운전자의 차량이 도착

한 시점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 시점까

지로 하 다.

Fig. 9 Smart Eye Camera & Eye Tracking

Fig. 10 Creation of a Point of View

Fig. 11 Smart Eye Analysis Process & Law Data

집중도 =     ×100
Section1에 포함된 주시점의 수

전체 주시점의 수
(5)

Fig. 12 Gaze Position Area

Fig. 13 Selection of Analysis Targe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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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점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 기 때문에 피실

험자별로 분석시간이 다르게 측정되었으며, 시나리오별

로 총 분석시간의 차이가 존재했다. 운전자들의 주시점

분석시간은 Table 8과 같다.

4.2. 분석결과

4.2.1. 인지·반응시간에 따른 집중도 비교

인지₩반응시간에 따라서 전방주시에 대한 집중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실험을 통해서 측

정된 시나리오별 평균 인지₩반응시간을 0.5초 범위로

그룹지어 배치하 다.

표본수가부족한두개의그룹(0.0~0.5초, 2.5초이상)

을제외한4개의그룹(0.5~1.0초, 1.0~1.5초, 1.5~2.0초,

2.0~2.5초)에 포함된 피실험자의 평균집중도를 계산하

다.

분석 결과를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시나리오 2에서의

집중도가가장높게측정되었는데이는피실험자가앞차

량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시하며 주행하 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인지₩반응시간 그룹별로 살펴보면 평균

인지₩반응시간이0.5~1.0초로측정된피실험자들의평균

집중도는 93.2~95.5%로 나타났으며, 2.0~2.5초로 측정

된피실험자들의평균집중도는82.7~87.4%로나타났다.

집중도 분석 결과 평균 인지₩반응시간이 길게 측정된

피실험자일수록 집중도는 낮게 나타나 인지₩반응시간과

집중도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2.2. 주행속도에 따른 집중도 비교

주시점 분석 결과를 산포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주행

속도가 증가할수록 중심점 (0,0) 인근으로 주시점이 모

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8. Driver’s Gaze Point Analysis Time

Gaze point analysis time (s)

Driver
Scenario 1 Scenario 2 Scenario 3

100kph 120kph 140kph 100kph 120kph 140kph 100kph 120kph 140kph

1 8.96 8.73 8.49 9.77 9.40 8.70 8.63 8.40 8.58

2 9.34 8.66 8.82 10.27 11.30 10.30 8.73 8.56 8.11

3 9.73 8.97 8.90 11.50 9.73 10.50 9.00 8.07 7.64

4 9.33 9.00 9.21 11.97 10.94 9.97 12.54 8.47 8.07

5 8.40 8.93 8.27 11.27 9.30 9.90 8.20 8.30 7.40

6 8.46 8.80 8.50 10.17 9.97 9.72 8.10 7.95 7.65

7 8.66 8.30 7.96 11.03 10.30 10.43 9.10 8.47 7.76

8 8.22 8.13 8.35 10.60 10.53 9.97 8.37 8.23 7.96

9 8.66 7.96 8.20 12.14 11.67 11.46 7.95 8.17 7.40

10 9.30 8.73 8.60 10.90 10.03 9.04 8.66 8.51 8.17

60 9.54 8.77 8.63 12.02 11.67 11.24 8.27 8.10 7.53

Ave. 9.16 8.81 8.59 10.77 10.40 10.03 8.87 8.35 7.97

… … … … … … … … … …

Table 9. Concentration Measurement Result

0.0-0.5 0.5-1.0 1.0-1.5 1.5-2.0 2.0-2.5 2.5-

Scenario1 0 15 135 26 4 0

Scenario2 0 4 106 62 7 1

Scenario3 1 3 146 25 5 0

sum 1 22 387 113 16 1

Fig. 14 Comparison of Concentration according to 

Average Perception-reac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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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주시점 수 분석 결과 주행속도가 증가할수

록 전방주시상황인 Section 1에 포함된 주시점의 비율

(집중도)이 증가하 으며, 속도계기판 등의 주변주시상

황인 Section 2, Section 3에 포함된 주시점의 비율이

감소하 다. 또한 주시점의 수를 살펴보면 주행속도가

높아질수록 주시점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

는 주행속도가 높을수록 주변지역보다는 전방상황에 집

중해서 운전하기 때문에 한 지점을 바라보는 주시시간

이 증가하여 주시점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인지₩반응시간 측정 결과와 종합해보

면 주시점분석 측면에서 주행속도가 증가할수록 인지

₩반응시간이 감소한 원인은 운전자의 전방주시에 대한

집중도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5.1.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속주행상황에서 운전자 인지₩반응시

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실험은 드라이빙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가상주행으로 진행되었으며, 돌발제동상황발생

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지₩반응시간을 측정하 다. 피실

험자는 연령별로 다르게 모집하여 65세를 기준으로 고

령자 30명, 비고령자 30명의 데이터를 추출하 다. 실

험 결과 고령자의 평균 인지₩반응시간은 1.43초로 나타

났으며, 비고령자의 평균 인지₩반응시간은 1.27초로 측

정되었다. 유의수준 0.05일 때 t-test결과 두 그룹간의

인지₩반응시간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속주행

상황에서 연령이 많아질수록 인지₩반응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행속도 100, 120, 140km/h에서

85th percentile 운전자의 인지₩반응시간 분석 결과 속

도가 100km/h일 때는 1.76초, 120km/h일 때는 1.56

초, 140km/h일 때는 1.44초로 측정되어 고속주행상황

에서는 주행속도가 증가할수록 인지₩반응시간이 오히

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시점을 측정하여 주

행속도와 인지₩반응시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행속

도가 증가할수록 중심점 인근에 포함된 주시점의 수가

증가하 으며, 전방집중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종합하면 주행속도 100~140km/h 구간에서는 속도

가 증가할수록 운전자의 집중도 증가로 인해서 오히려

인지₩반응시간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

Fig. 15 Gaze Position Scattering Graph

Table 10. View Position Analysis Result

Scenario
Driving speed

(km/h)
Section 1 Section 2 Section 3 Section 4 Section 5

Number of gaze positions

1

100 4,874 514 100 2 0

120 3,206 315 52 4 0

140 2,658 194 27 0 0

2

100 6,258 579 182 0 0

120 5,352 398 80 10 0

140 4,401 266 16 2 0

3

100 4,768 460 146 10 0

120 3,766 360 34 28 0

140 2,846 266 4 0 0

Percentile (%)

1

100 88.8 9.4 1.8 0.0 0.0 

120 89.6 8.8 1.5 0.1 0.0 

140 92.3 6.7 0.9 0.0 0.0 

2

100 89.2 8.2 2.6 0.0 0.0 

120 91.6 6.8 1.4 0.2 0.0 

140 93.9 5.7 0.3 0.0 0.0 

3

100 88.6 8.5 2.7 0.2 0.0 

120 89.9 8.6 0.8 0.7 0.0 

140 91.3 8.5 0.1 0.0 0.0

Fig. 16 Perception-reaction Time & Gaz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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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현재 국내의 고속도로보다 더 빠른 고속도로

의 설계를 위한 정지시거 산정 시 기존 인지₩반응시간

기준인 2.5초를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5.2. 향후연구과제

본 연구에서 진행된 실험은 모두 하나의 정보(제동상

황발생)에 대한 피실험자의 인지₩반응시간을 측정한 것

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고속도로의 경우 VMS, 표지판,

안내판 등 주변에 다양한 정보를 주는 시설이 존재하며,

운전자가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이 많다. 그래

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반응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속주행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제공

되는 정보의 수에 따른 인지₩반응시간의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선두차량이 존재하는

시나리오 2(Expected)에서 인지₩반응시간이 가장 길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선두차량과

피실험자 차량의 거리감에 의해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

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판단

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두 차량 간의 거리차이가

제동상황을 판단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요구하는지에 대

한 구체적인 분석은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지₩반응시간 기준으로 2.5초를 사

용하지만 유럽 여러 국가들의 경우 2.0초를 사용한다.

인지₩반응시간 기준이 높을 경우 안전 측면에서는 긍정

적일 수 있으나, 정지시거 길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사

비 등이 증가할 수 있다. 고규격도로의 경우 건설에 막

대한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

는 것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주행

속도가 증가할수록 인지₩반응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성 측면을 고려하여 운전자 인지

₩반응시간에 따른 정지시거 설계기준의 적정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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