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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얼굴인식과 Harr Cascade 분류기를 이용한 눈인식, 스마트워치를 매개로 

한 심박수 측정을 활용하여 운전자 졸음운전 경고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PERCLOS 방

법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눈 감은 시간을 누적시켜 졸음 상태 유무를 판단하고, 스마트워치의 HR센서를 활용

한 운전자의 심박수 값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졸음 발생 시 경고음을 발생시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를 예방할 수 있다.

키워드: 딥러닝(deep learning), 얼굴인식(face recognition), 

안구인식(eye recognition), 졸음경고(drowsness w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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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한국도로공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에서의 졸음운전 

사고는 전체 사고 유형 중 67.6%로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1]. 

이처럼 높은 비율의 졸음운전을 판단하는 방법에는 안구 인식을 

통한 졸음판단, 뇌파 분석, 심박수 측정 등이 연구되고 있다. 그 

중에서 운전에 방해가 적은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한 영상인식 기반의 

안구 인식과 스마트 워치 심박수 측정을 활용한 졸음운전 경고 시스템

을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영상인식 기반의 안구 인식을 통한 졸음 상태 판단 기준으로는 

NHTSA에서 제안한 PERCLOS 공식을 사용하였다[1]. PERCLOS

를 계산하는 방법은 식 1과 같다.

 누적을 위한 측정 시간

눈 감은 시간의 누적
……(1)

상태 PERCLOS 수치

깨어있는 상태 0 < P < 0.074

졸음이 의심되는 상태 0.075 ≤ P < 0.149

졸음 상태 0.15 ≤ P

Table 1. Status according to PERCLOS values

표1과 같이 0.15 이상 나오는 경우를 졸음으로 판단한다. 심박수를 

통한 졸음 판단 기준으로는 졸음과 심박수 간의 관계를 참고하였다[1]. 

또한, 졸음에 따른 심박수 변화는 운전을 시작한 뒤 20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약간의 졸음 상태의 경우 2~3% 내외의 심박수 

감소가 발생하고, 강한 졸음 상태의 경우 4~7% 내외의 심박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평균 심박수 BPM에서 4% 이상 감소하면 

졸음으로 판단한다[2].

III. Implementation

1. System configuration

시스템 구성은 스마트 워치인 샤오미 미밴드4와 NVIDIA사 Je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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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vier NX로 구성하였으며 Ubuntu 18.04과 Python3를 사용하였다. 

얼굴인식 구현은 OpenCV의 DNN 모듈을 사용하여 Caffe 프레임워

크를 통해 학습된 모델을 로드하여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안구 

인식은 Harr Cascade 분류기를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2. System algorithm

Fig. 1. System demonstration and configuration

구현한 시스템은 운전자가 각성한 상태의 평균 심박수 데이터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각성상태

의 평균 심박수를 측정한다. 이후 스마트 워치의 HR센서와 카메라 

초기화를 수행하고, 얼굴인식과 눈인식을 위한 모델을 로드한 뒤 

영상인식을 통한 졸음 판단 스레드와 실시간 심박수 측정 스레드를 

생성한다.

영상인식을 통한 졸음 판단 스레드는 눈 감은 시간을 누적하는 

측정을 하고, 얼굴을 인식하여 운전자 얼굴 영역을 ROI로 지정하고, 

ROI 안에서 안구 인식을 수행한다. 눈을 뜬 경우 측정시간이 20초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눈을 감은 경우 시간을 누적하여 측정시간을 

확인한다. 누적된 눈 감은 시간에서 누적을 위한 측정시간을 나누어 

결괏값이 0.15 이상이 나오면 졸음 단계를 증가시켜 경고음을 출력하

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단계를 감소시킨다.

Fig. 2. Algorithm flow chart 

이후 시간이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측정시간

과 눈감은 시간을 초기화 하고 과정을 반복한다. 실시간 심박수 측정 

스레드는 스마트워치로부터 운전자의 심박수 값을 전송받아 현재 

심박수가 각성 상태에서 측정했던 심박수에서 4%이상 감소하면, 

졸음 상태로 판단하여 안내음성을 출력하고 다시 심박수를 전송받는 

과정을 반복한다.

표2와 같이 심박수 측정과 눈깜빡임 인식에 따른 비수면, 수면 

상태에 따라 경고 발생 조건을 설정하였다. 안구 인식 비수면 상태이고 

심박수 수면 상태의 경우 심박수가 낮아져 졸음이 예측되어 주의 

안내음성 발생으로 설정하였고, 경고음은 5단계로 구성한다.

안구

심박수
비수면 상태 수면 상태

비수면 상태 동작 없음 졸음 경고

수면 상태 졸음 주의 졸음 경고

Table 2. Warning conditions

3. 안구 인식에 대한 정확도 측정

구현한 시스템의 안구 인식에 대한 정확도 측정을 위하여 밝은 

환경과 어두운 환경에서 1,000장의 프레임을 캡쳐하여 눈을 뜨고 

있어도 감고 있다고 인식된 프레임과 반대 경우 프레임과 같이 오인식

된 결과에 대해 분류하여 정확도 측정을 수행하였다. 실내가 밝은 

환경에서 82%의 정확도가 측정되었고, 밤과 같이 어두운 환경에서 

72%의 정확도가 측정되었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안구 인식을 통한 눈 감은 시간의 누적과 심박수 

측정을 활용하여 졸음운전을 판단하고 경고하는 시스템을 제시하였

다. 차량에 장착하여 졸음 발생 시 경고하여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향후 향상된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으로 최적화

하여 눈깜빡임 인식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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