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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졸음운 은 사고발생 확률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심각도가 높기 때문에 효율 인 졸음운  단 시스템이 필요하다 . 그러

나 생체 신호나 비 을 이용한 졸음운  단시스템은 비용 측면에서 활용되기가 어렵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추가 인 비용 

없이 부분의 차량에 기본 장착되어 있는 조향각 센서(steering angle sensor)와 차량정보(brake switch, throttle position 

signal, vehicle speed)를 이용하여 졸음운 자의 조향패턴  하나인 킹 단을 이용한 졸음운  단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임계값을 제시하고, HILS(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에서 CAN을 통해 취득한 차량의 데이

터와 Matlab 로그램을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평가한다.  

Abstract

 An effective drowsy driver detection system is needed, because the probability of accident is high for drowsy driving 

and its severity is high at the time of accident. However, the drowsy driver detection system that uses bio-signals or 

vision is difficult to be utilized due to high cost. Thus, this paper proposes a drowsy driver detection algorithm by using 

steering angle sensor, which is attached to the most of vehicles at no additional cost, and vehicle information such as 

brake switch, throttle position signal, and vehicle speed. The proposed algorithm is based on jerk criterion, which is one of 

drowsy driver's steering patterns. In this paper, threshold value of each variable is presented and the proposed algorithm 

is evaluated by using acquired vehicle data from 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HILS) through CAN communication and 

MATLAB program.

      Keywords : Drowsy driving(졸음 운 ), Steering angle sensor(조향각 센서), Jerking( 킹), Steering wheel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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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양한 교통사고의 원인  운 자의 피로·졸음에 의

한 교통사고는 사고발생 순간 운 자의 인지능력이 크

게 떨어짐에 따라 차량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험성이 더 크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발

생하는 교통사고의 약 23.1%가 피로·졸음에 의한 것이

며, 체 사망사고  약 30%가 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1]
. 한 졸음운 으로 인한 사고 발

생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고발

생 확률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심각도가 높다. 따라서  

졸음운 에 한 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2]
.

기존의 졸음운  단에 한 연구 에서 운 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연구는 1990년  부터 본격 으로 시

작되었다. 1995년에 졸음운  방지를 하여 운 자의 

각성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실제 고속도로

를 주행하면서 뇌 도(Electroencephalogram: EEG), 

피부 임피던스 변화(Skin, Impedance Change: SIC), 

심박변이도(HeartRateVariability: HRV), 안구활동 

(Electrooculography: EOG) 등의 생체 신호와 함께  

깜박임과 하품 등의 운 자의 행동을 측정하여 분석하

는 연구가 진행되었다[3～4]. 1997년엔 SIC만을 통해 운

자의 각성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5], 

2003년엔 고속도로 주행  발생하는 운 자의 피로도

를 측정하기 해 근 도(Electromyography : EMG)와 

리커치(Flicker), KSS(Karolinska Sleepiness Scale)

를 사용하여 운 자의 피로도를 단하는 연구를 진행

하 다[6]. 

카메라를 활용한 운 자의 상태 측정 기술도 진행되

었다. 1999년에는 차선추종 능력의 분석을 통해 운 자

의 상태를 분류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7]. 2003년에는 

싱  카메라를 활용하여 운 자의 동자를 추 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8]
. 2005년도에 운 자 상태 측정을 

하여 동자 검출과 안구 운동 추 을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9], 2006년에는 운 자 모니터링 카메라를 

이용하여 안구 운동과 더불어 운 자의 표정, 머리의 

움직임 등을 통해 운 자의 상태를 측정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10-13]. 2007년도에는 얼굴의 특징을 

추출하여 안면의 동작을 인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14]. 이후 차량시뮬 이터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다양한 운 자 지원시스템의 신뢰도 평가와 함

께 운 자 상태 측정에 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

다. 2001년에 간단한 형태의 시뮬 이터를 활용하여 장

시간 운 시 나타나는 운 자의 피로 상태를 시트에 장

착된 압력 측정기와 뇌  신호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연

구가 진행되었으며[15], 2005년도에 수면을 박탈한 후 차

량 시뮬 이터를 장시간 주행하게 하여 뇌  신호의 변

화를 측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16]
, 2007년에는 운

자의 졸음단계를 구분하기 하여 뇌  신호와 함께 

특정 태스크에 한 반응시간을 측정하 다[17]. 2008년

에 풀스 일 차량 시뮬 이터를 활용하여 정상상태일 

때와 피로상태일 때 나타나는 차량의 조정능력의 변화

와 함께 PERCLOS의 측정을 통해 피로 시 나타나는 

차량의 조정능력의 감소와 PERCLOS의 상  계를 

분석하 다[18]. 2009년도에는 차량 시뮬 이터 환경에서 

운 자의 졸음상태를 측정하기 해 차량의 거동과 함

께 스티어링 휠과 가속페달에 부착한 압력센서를 이용

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선추  장비를 통해 시스템

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9]. 

이처럼 운 자 상태측정에 한 연구는 생체신호 측

정 장비나 시선 추  장비, 혹은 단일 측정 센서를 활용

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차량의 거

동 특성의 분석을 통한 운 자 상태 단에 한 연구는 

개별 이고 산발 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졸음운

 검출 시스템은 기존의 연구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그 

효용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생체 신호나 비젼을 이용

한 졸음운  단시스템은 비용 비 효과의 측면에서 

활용되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가 인 비용 없이 부분의 차

량에 기본 장착되어있는 조향각 센서(Steering angle 

sensor)와 이크 스 치(), 스로틀 포지션 신호

(), 차속()를 이용하여 졸음운 자의 조향패턴  

하나인 킹(Jerking) 단을 통한 졸음운  단 알고

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실험 환

경  시험 방법에 한 소개, Ⅲ장에서는 킹 단을 

이용한 졸음운  단 알고리즘을 제시하며, Ⅳ장에서

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평가 하고, Ⅴ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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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험 환경 및 시험 방법

1. 시험 환경

졸음운 과 같은 사고발생의 험이 높은 상황을 시

험하기 해선 최 한 안 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 와 같은 상황

을 재 하면서 시험을 진행하게 되면 상황 재 과 안  

확보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험을 진행하기 

어렵게 된다
[20]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그림1과 같

은 HILS(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을 통해 실

제와 유사한 도로 상황을 재 하여 안 한 환경에서 시

험을 진행하 다. 

그림 1. HILS 시스템

Fig. 1. HILS(Hardware in the Loop Simulation) System.

2. 데이터 선정 및 획득 방법

조향각 센서와 차량의 상태정보를 이용하여 졸음운 자

의 조향패턴  하나인 킹 패턴을 분석하기 해 

이크 스 치(), 스로틀 포지션 신호(), 차속()과 조

향각 센서의 상태정보(), 조향각(), 조향각속도

()를 라미터로 선정하 다. 차속()을 라미터로 

선정한 이유는 주정차상태나 속에서 운 자가 핸들을 

킹 패턴과 유사하게 움직일 경우, 졸음운 에 한 잘

못된 단을 방지하기 함이다. 조향각 센서의 상태정

보()는 센서가 오작동 상태이거나 고장상태에서는 

졸음운 에 한 경고를 운 자에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사 에 운 자에게 알려주기 해서이다. 이크 

스 치()와 스로틀 포지션 신호()를 라미터로 선

정한 이유는 일반 으로 운 자가 제동을 하거나, 격한 

그림 2. HILS 시뮬 이터 구성

Fig. 2. Configuration of HILS Simulator.

감가속을 한 상황에서는 이후의 일정시간동안 졸지 않기 

때문이다. 와 는 킹 패턴을 단하기 한 라

미터이다. 이러한 라미터는 HILS에서 차량 CAN 정보

를 CANoe장비를 이용하여 획득하 다. 이러한 시뮬 이

터의 간략한 구성도는 그림 2와 같다.

3. 시험 방법

운 자가 고속도로와 같이 고속으로 단조로운 구간

을 주행할 경우에 졸음운 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따

라서, 아래의 표 1과 같은 시험 시나리오를 구성하 다. 

주행로는 직진로, 우커 , 좌커 로 선정하 고, 3 의 

내용과 같이 차속이 72KPH 이상인 경우에서만 킹 

단을 수행하므로 는 80KPH, 100KPH, 120KPH로 

선정하 다. 핸들이 조작되는 방향은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 방향이므로, 그림 3의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왼쪽 

킹과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오른쪽 킹으로 구분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표 1의 좌커 와 우커  같은 곡선

주행로는 ISO 17361 for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s
[21]
에서 4.2 System classification 의 Class I을 

참조하여 곡율 반경(Curve of radius)을 600m로 선정하

다. 

그림 3. 왼쪽 킹과 오른쪽 킹의 

Fig. 3. Examples of left jerking and right jerking.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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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로 차속 킹방향 시험횟수

직선로

80KPH
오른쪽

각 10회

왼쪽

100KPH
오른쪽

왼쪽

120KPH
오른쪽

왼쪽

우커

80KPH
오른쪽

왼쪽

100KPH
오른쪽

왼쪽

120KPH
오른쪽

왼쪽

좌커

80KPH
오른쪽

왼쪽

100KPH
오른쪽

왼쪽

120KPH
오른쪽

왼쪽

표 1. 졸음운  시험 시나리오

Table 1. Experiment scenario of drowsy driving.

Ⅲ. 졸음운전 판단 알고리즘 

졸음운  단알고리즘은 그림 4에 나타난 것과 같

이 크게 3가지 단계로 분류된다. Step 1에서는 차량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단계로  , , 와  ,  , 

그림 4. 졸음운  단 알고리즘

Fig. 4. Algorithm of drowsy driving detection.

를 차량의 CAN 신호를 통해서 취득한다. 

Step 2는 조향각 센서를 이용한 킹 단 이 에 차

량 상태와 운 자의 상태를 단하는 단계이다. 를 

확인하여 조향각 센서가 오작동 상태이거나 고장상태인 

경우에는 졸음운 에 한 경고를 운 자에게 할 수 없

다. 따라서, 조향각 센서가 고장인 경우에는 이를 운

자에게 알려 다. 고속도로와 같이 고속으로 단조로운 

구간을 주행할 경우에 졸음운 이 빈번하게 발생하므

로, 차속이 72KPH 이상인 경우에서만 킹 단을 수

그림 5. 조향각 센서를 이용한 킹 단 알고리즘

Fig. 5. Algorithm of jerking detection using steering 

angle sensor.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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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차속을 72KPH로 선정한 이유는 ISO 17361 for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s에서 4.2 System 

classification 의 Class I을 참조하여 선정하 다. 운

자가 제동을 하거나, 격한 감가속을 한 이후에는 일

정시간 동안 졸지 않기 때문에 운 자가 이크 페달

을 1분 이상 밟지 않고, 이 1분 이상 동안 격한 변화

가 없는 경우에만 킹 단을 수행한다. 

              (1)

Step 3는 그림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와 를 이용

하여 킹을 단하는 단계이다. 

1. 조향각 센서를 이용한 저킹 판단 알고리즘

일반 인 운 자들의 킹 패턴을 살펴보면, 운 자

가 한쪽방향으로 일정시간 동안 핸들을 빠르게 조작하

고, 잠시 동안 핸들의 움직임이 멈춰진다. 이후에 기

에 조향한 방향과 반 의 방향으로 일정시간 동안 핸들

을 빠르게 조작한다. 이러한 운 자의 킹 패턴을 검

출하기 한 알고리즘(그림 4의 step 3)을 그림 5과 같

이 순서도로 표 하 다. 

그림 5에서 나타난 순서도를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 

를 단한 이후에, 가 한쪽 방향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기 해 재의 조향각( ) 과 이 의 

조향각( )의 크기를 비교한 후에, 킹 방향

()이 오른쪽 킹 경우에는 TRight, 왼쪽 킹 경우에

는 TLeft로 나뉘어 진다.   

            

          
(2)

그림 6과 이 오른쪽 킹의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는 

First Step Second Step

그림 6. 우커 에서 오른쪽 킹 at 100KPH

Fig. 6. The right jerking of the right curve at 100KPH.

First Step
Second Step

그림 7. 좌커 에서 왼쪽 킹 at 100KPH

Fig. 7. The left jerking of the left curve at 100KPH.

이 증가하므로,  이  보다 크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 감소하므로,  이 

 보다 작다.

       

    
(3)

왼쪽 방향 킹의 경우에는 그림 7과 같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 감소하므로,  이  보

다 작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 증가하므로, 

 이  보다 크다.

       

    
(4)

TRight과 TLeft는 운 자의 조향행 가 일정시간 이상 

한쪽 방향으로 연속으로 동작하는지를 단하기 한 

변수이다. SRight와 SLeft는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된 상태

를 표시하는 변수로 가 임계치()보다 큰 상태로 

한쪽 방향으로 일정시간 이상 조향했을 때 '1'로 설정

한다.

     ≥  ≥ 

 
(5)

     ≥   ≥  
(6)

SRight나 SLeft이 1로 설정된 이후에 두 번째 단계로 진

행한다. WTRight과 WTLeft은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

계를 구분하기 한 변수이다. 그림 6, 7과 같이 첫 번

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사이에는 가 임계치 이하

이고, 가 정지된 상태가 있다. 이때, WTRight와 

WTLeft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림 8에 나타난 인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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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Right

> Threshold

그림 8. 오른쪽방향의 격한 인 체인지 at 100KPH

Fig. 8. Sudden lane change of the right side at 

100KPH.

(Lane Change)의 조향패턴과 같다. 이에, WTRight와 

WTLeft가 임계치를 과하는 경우에는 모든 카운터를 

클리어하고, 킹 단 알고리즘을 다시 시작한다.

킹 단 알고리즘이 계속 수행되는 경우는 WTRight

과 WTLeft이 임계치보다 작을 때 이다. 그리고, 가 

임계치보다 크고, 가 첫 번째 단계에서 조향한 방향

과 반 의 방향으로 TRight이나 TLeft 이상 동작하면, 운

자에게 경고  알람을 알려 다.

2. 저킹 판단 알고리즘의 임계치 선정 

그림 9의 정속 주행 시 와 에서 보면 차속은 

100KPH를 유지하고 있을 때, 는 20% 정도를 유지하

고 있다. 그리고, 그림 10의 가감속 주행 시 와 에

서 보면 차속이 70KPH부근에서 기어변속을 해 운

자가 가속페달을 변화를 주어서 이 격하게 증감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후의 가속구간에서는 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6  부근에서 운 자가 감속을 해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서, 가 0%로 떨어진다. 이에 정속 주행 시

그림 9. 정속 주행시 와   

Fig. 9.   and   at constant vehicle speed.

와 가감속 주행 시의 구분을 한 의 임계치는 

20%/min으로 선정하 다.  

그림 11의 완만한 인 체인지에서 보면 는 20이

하 이고, 그림 12의 운 자가 핸들을 놓았을 때는

(hands off) 가 8 이하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그림 6, 7과 같은 킹 상태에서는 의 최

값이 100 이상 이다. 이에 평상시 주행과 킹 상태의 

구분을 한 의 임계치는 30으로 선정하 다. 

가 임계치보다 크고, 가 한쪽 방향으로 지속

그림 10. 가감속 주행시 와 
Fig. 10.   and   at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vehicle speed.

그림 11. 오른쪽방향의 완만한 인 체인지 at 100KPH 

Fig. 11. Slight lane change of the right side at 100KPH.

그림 12. 핸들을 놓은 상태 at 120KPH

Fig. 12. Hands off state at 120K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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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증가할 때의 시간인 TRight이나 TLeft의 임계치는 

그림 6, 7의 킹 시험결과 등을 이용하여 200ms로 선

정하 다. WTRight과 WTLeft은 킹의 조향패턴과 가장 

유사한 격한 인 체인지 패턴과의 구분을 한 변수

이다. 그림 8에서 보면 격한 인 체인지시에는 

WTRight나 WTLeft의 시간이 400ms이상이고, 그림 6, 7

의 킹 패턴에서는 150ms이므로,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서 250ms로 선정하 다.

Ⅳ. 제안된 알고리즘 평가 

본 연구에서는 HILS에서 수집된 차량데이터를 

Matlab 로그램을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코딩하고 평

가하 다. 알고리즘 평가에 사용된 라미터들의 임계

치를 표 2에 제시하 다.

그림 13의 왼쪽방향의 격한 더블 체인지 at 

100KPH에서 보면 가 72KPH이상인 상태에서 이

크 페달을 밟지 않고, 이 임계치 이내에서 1분 이상 

유지하 으므로 킹 단 알고리즘이 진행된다. 가 

임계치보다 큰 상태로 왼쪽 방향으로 200ms이상 조향

하 으므로, SLeft이 1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WTLeft가 

임계치인 150ms를 과하여 킹 단 알고리즘이 종

료되고, 졸음운  단 알고리즘이 다시 시작 된다.

그림 14의 직진로 주행  왼쪽 킹 at 80KPH에서 

보면 75.2  이 의 상태에서 가 72KPH 이상인 상태

에서 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가 임계치 이내에

서 1분 이상 유지하 으므로 킹 단 알고리즘이 진

행된다. 75.2 부터 75.5 까지 가 임계치보다 큰 상

태로 한쪽 방향으로 200ms이상 조향하 으므로, SLeft가 

변수 임계치

 72KPH

 1

 20%/min

 30 NOP

TRight / TLeft 200ms

WTRight / WTLeft 250ms

표 2. 변수들의 임계치

Table 2. Threshold values for parameters.

그림 13. 왼쪽방향의 격한 더블 체인지 at 100KPH

Fig. 13. Sudden double lane change of the left side at 

100KPH.

그림 14. 직진로 주행  왼쪽 킹 at 80KPH 

Fig. 14. The left jerking of the straight at 80KPH

그림 15. 좌커  주행  오른쪽 킹 at 120KPH 

Fig. 15. The right jerking of the left curve at 120K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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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75.55  부근에서 WTLeft가 임

계치 이내인 상태에서 가 임계치보다 큰 상태로 

기와 반  방향으로 200ms이상 조향하 으므로, 75.75

에 졸음 운  상태를 검출하고, 운 자에게 경고와 

알람을 해주었다. 그림 15의 좌커  주행  오른쪽 

킹 at 120KPH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졸음운 을 

검지하여 69.2 에 운 자에게 경고와 알람을 해주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추가 인 비용 없이 부분의 차량에 

기본 장착되어있는 조향각 센서와 차량상태 ( , , 

)를 이용하여 졸음운 자의 조향패턴  하나인 킹 

패턴을 이용한 졸음운  단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조향각 센서를 이용한 졸음운  단알고리즘은 크게 3

가지 단계로 분류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차량의 데

이터를 취득하는 단계로  , , 와  ,  , 

를 CAN을 통해서 취득한다. 두 번째 단계는 조향각 센

서를 이용한 킹 단 이 에  , , 와 를 이

용하여 차량 상태와 운 자의 상태를 단하는 단계이

다. 세 번째 단계는 와 를 이용하여 킹 단하

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의 임계값을 제시하 고, 

HILS에서 CAN을 통해 취득한 차량의 데이터와 

Matlab 로그램을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평가하 다.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제안된 조향각 센서를 이용한 졸음

운  단알고리즘은 킹 패턴을 잘 검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조향각 센서만으로 모든 졸음운 을 검출할 수 는 없

지만, 추가 인 비용 없이 알고리즘만으로 졸음운  패

턴의 일부를 검출할 수 있으므로, 이 알고리즘의 비용

비 효과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보다 정확한 킹 단을 이용한 졸음운 을 

검지하기 해서는 보다 많은 자료 수집을 통한 임계치 

선정  다양한 주행환경을 고려한 알고리즘의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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