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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전도를 통한 졸음운전 예측 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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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졸음운전의 지표로 예상되는 심전도의 LF/HF 비율이 효과적으로 졸음운

전을 예측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총 31명이 참가하였으며, 가상 운전

시뮬레이션 과제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수면박탈이 운전 중 LF/HF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충분한 수면을 취한 조건과 수면이 박탈된 조건으로 실험

을 실시하였다. 충분한 수면을 취한 조건에서 참가자는 전날 6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

한 후 30분동안 진행되는 가상 운전과제를 수행하였다. 수면이 박탈된 조건에서는 실

험에 참여하기 전날에 참가자가 5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도록 유도한 후 60분 동안

진행되는 가상 운전 과제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는 두 조건 모두에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가상 운전 과제를 수행하였다. LF/HF 비율과

지각된 졸음운전과의 관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가자가 가상 운전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10분간격으로 주관적 졸림정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충분한 수면을 취한 조

건보다 수면박탈 조건에서 참가자의 LF/HF 비율이 감소하였으며, 동일하게 주관적 졸

림정도는 증가하였다. 또한 주관적 졸림정도가 LF/HF비율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LF/HF 비율을 통한 졸음 운전 예측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서 론

최근 졸음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관리국의

2009년도 보고에 따르면 치명적인 단독 차량 교통사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운전자의 졸음이며(Liu & Subramanian, 2009), 심각한 교통사고의 20%는 졸음운

전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Horne & Reyner, 1995).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교통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시간의 운전, 야간운전, 수면부족 등이 졸음운전

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nnor et al., 2002; Stutts, Wilkins, & Vaughn, 1999).

이러한 졸음이나 피로감은 각성, 반응시간, 기억, 정보처리, 의사결정 저하를 야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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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Lyznicki, Doege, Davis, & Williams, 1998), 피곤하거나 졸린 운전자는 도로

및 교통에 대한 주의가 저하되어 운전 수행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Brown, 1994).

따라서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

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생리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졸음을 예측하는 연

구들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예; 뇌파, 심전도, 근전도, 피부전도반응). 하지만 대부분의

생리적 지표들은 측정의 부정확성과 운전 상황 중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졸음운

전을 예측하는 생리적 지표로 타당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심전도(Electrocardiography,

ECG)는 실제 운전상황에서 측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측정 정확도 역시 준수하였기

때문에 졸음을 예측하는 지표로 많이 활용하였다(Eoh, Chung & Kim, 2005; Kar,

Routray, & Nayak, 2011; Murata & Hiramatsu, 2008; Nikhil et al., 2009). 특히 심전

도의 측정치 중 LF/HF비율은 피로도가 증가하고 졸음운전이 나타나는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atel, Lal, Kavanagh, & Rossiter, 2011). 하지만 실제 졸음이 유발되

는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LF/HF비율이 졸음운전 수준을 어느정

도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실제 졸음운전을 유발하

는 상황에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졸음을 유발할

수 있도록 수면을 박탈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예측하는 지료로 LF/HF비율이 타당

한지 검증하였다.

2. 방 법

2.1 참가자 및 상황

실험 참가자는 C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1명으로, 이전에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으로 진단받은 적이 없는 건강한 사람

들이었다. 알코올이 졸음운전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며(Nguyen, Jauregui, & Dinges,

1998), 카페인과 낮잠이 졸음운전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De Valck, De Groot,

Cluydts, 2003; Horne & Reyner, 1995)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참조하여 참가자에게

실험하기 24시간 전부터는 알코올 섭취를 4시간 전부터는 커피나 차와 같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수를 섭취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5시 미만의 수면(Connor et al.,

2002; De Valck & Cluydts, 2001; Stutts, Wilkins, & Vaughn, 1999)이 졸음운전을 발

생시킬 확률을 높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수면 박탈 조건에서는 실험 시 졸

음이 발생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에게 실험 전날 5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하도록 요구

했다. 또한 실험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4시 사이에 이뤄졌

다(Pack, Pack, Rodgman, Cucchiara, Dinges, & Schwab, 1995;Stutts, Wilkins, &

Vaughn, 1999).

실험은 C대학의 한 실험실에서 이뤄졌으며 실험실 내부에는 운전 시뮬레이션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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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크린, 컴퓨터, 자동차 핸들, 페달, Poly G-I 측정 장비가 비치되어 있었다. 실험

중 졸음운전을 유발하기 위해 암막 커튼을 사용하여 실험실 내부를 어둡게 만들어두

었으며, 실내 온도 역시 24℃~26℃를 유지했다.

2.2. 측정 및 도구

본 연구에서는 졸음을 측정하기 위해 생리적 지표로 ECG를 측정하였으며, 졸음의

주관적 지표로써 참가자가 보고하는 주관적 졸림 정도를 측정했다. ECG는 LAXHA사

의 Poly G-I를 활용하여 피험자의 양쪽 손목에 2개의 전극을 부착하여 측정하였으며,

Telesca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10분마다 참가자에게 구두로 “지금 현재 얼마나 졸리십니까?”라고 물음으로써,

참가자의 주관적 졸림 정도를 7점 척도(1점: 전혀 졸리지 않음~7점: 매우 졸림까지)로

측정하였다. 참가자가 보고한 주관적 피로도 및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움직임은

실험자의 체크리스트에 별도로 기록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 과제로는 ‘유로트럭2’라는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실제 운전과 유사하도록 핸들을 사용하여

운전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주행 도로는 졸음운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직선도로(Nguyen, Jauregui, & Dinges, 1998) 위주로 구성하였다.

2.3. 연구 절차

실험은 2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충분한 수면 조건에서 실험 전날 6시간 이상 충

분히 수면을 취한 후 실험에 참가하게 하였으며 수면 박탈 조건에서 실험전날 5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도록 요청한 후 실험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충분한 수면 조건에서

는 30분 동안, 수면박탈 조건에서는 1시간 동안 가상 운전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각 실험 조건에서는 참가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먼저 수면시간을 잘 지켰는지, 알

코올 및 음료수 섭취를 잘 조절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참가자에게 연구 목적 및 실

험의 전반적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참가자의 성별과 연령을 비롯한 인구통계학적 설문

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참가자가 실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것을 확인한 뒤 참가자로

부터 실험 참가 동의서를 받았으며, 5분 동안 실험자가 본 실험의 과제인 운전 게임을

조작하는 방법을 설명·시연하였다. 이후 5분 동안 참가자가 직접 조작하면서 게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게임을 설명하면서 참가자가 최대한 숨을 고르게

쉬고, 핸들을 일정하게 잡고 불필요한 신체 움직임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ECG 전극을 정해진 위치에 부착하였으며, 측정을 시작하기 전 참가자에게 구두로 주

관적 피로도를 물었다. 이후 10분마다 참가자의 주관적 피로도를 측정하여 체크리스트

에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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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 분석

ECG 분석은 LAXHA사의 Telesca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LF/HF 비율을 구하였다.

데이터는 주관적 졸림 정도를 묻는 시점과 같은 10분 간격으로 15초씩, 30초 길이로

분절하여 개별적으로 분석되었다.

ECG 데이터는 R-R Interval로 변환한 뒤,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의 상대적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LF/HF 비율을 계산하였다. LF(Low Frequency: 0.04~0.15

Hz)가 상대적으로 교감 신경계의 활동을 많이 반영한다면, HF(High Frequency: 0.15

~0.4 Hz)는 부교감 신경계의 활동을 많이 반영한다(Bezerianos, Papadimitriou, &

Alexopoulos, 1999; Patel, Lal, Kavanagh, & Rossiter, 2011).

LF/HF비율이 수면박탈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주관적 졸림정도

가 가장 낮은 충분한 수면조건의 10분 데이터(사전)와 주관적 졸림정도가 가장 높은

수면 박탈조건의 50분 데이터(사후)를 활용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LF/HF

비율 변화와 주관적 졸음정도의 변화량이 상관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전데이

터와 사후데이터의 차이값을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졸

음정도를 LF/HF비율이 예측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전체 데이

터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 과

본 실험 결과, 수면 박탈에 따라 주관적 졸림정도와 심전도(ECG) LF/HF 비율의 차

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

시되어 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한 조건의 주관적 졸림정도(M=2.71, SD=1.13)와 수면

박탈 조건의 주관적 졸림정도(M=5.32, SD=1.17) 간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11.58, p=.000). 또한 충분한 수면 조건의 심전도(M=2.50, SD=1.87)와 수면 박탈 조

건의 심전도(M=1.27, SD=1.23)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2.72, p=.011). 이는 5

시간 이하의 수면을 취한 수면 박탈 상태의 경우 충분한 수면을 취했을 때보다 참가

자들이 운전 시 더 많은 졸음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수면박탈에 따른 주관

적 졸음정도와 심전도의 변화량 간의 상관관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r=-.333, p=.067).

그리고 운전자가 느끼는 주관적 졸림 정도의 실제 생리적 졸음 예측 정도를 구하기

위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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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479 .229 .216 1.49

Model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39.77 1 39.77

17.84*** .000잔차 133.77 60 2.23

합계 173.53 61

Model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3.744 .480 7.801*** .000

주관적 졸음 -.464 .110 -.479 -4.223*** .000

사전 사후
df t p

M SD M SD

주관적

졸림

정도

2.71 1.13 5.32 1.17 30 -11.58*** .000

LF/HF 2.50 1.87 1.27 1.23 30 2.72** .011

<표 1> 심전도와 주관적 졸림 정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대응표본 t검증 결과

*: p < .05, **: p < .01, ***: p < .001

<표 2.1> 모형요약

<표 2.2> 분산분석

*: p < .05, **: p < .01, ***: p < .001

<표 2.3> 계수

*: p < .05, **: p < .01, ***: p < .001

회귀분석 결과, 주관적 졸림 정도가 심전도의 LF/HF비율을 예측하는 설명량은 수정

된 R제곱=21.6으로 약 22퍼센트 정도였으며 분산분석 결과 F=17.84, p=.000으로 유의

미한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관적 졸림 정도가 실제 생리적 졸음인 심전도

의 LF/HF비율을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전도를 통한 졸음운전 예측 타당성 검증
황 경 인․최 은 주․김 슬․김 현 정․엄 지 은

이 재 희․이 계 훈․문 광 수․오 세 진                                                                                        

566

4. 논 의

본 연구는 졸음운전의 지표로 예상되는 심전도의 LF/HF 비율이 효과적으로 졸음운

전을 예측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운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집된 주관적

졸림 정도와 심전도의 LF/HF수치를 분석해본 결과, 수면 박탈 여부에 따른 운전자의

주관적 졸림정도와 LF/HF비율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운전자의 주관적 졸림

정도가 실제 생리적 졸음 지표인 LF/HF비율을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

석을 한 결과 LF/HF 비율이 주관적 졸림정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실험실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운전 상황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운전상황에 도입하여

생리지표와 주관적 졸림 정도를 함께 측정하여 졸음을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심전도(ECG)와 주관적 졸림 정도만을 비교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뇌전도(EEG),

근전도(EMG)와 같은 다른 생리적 지표와 함께 측정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예측 수

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운전자의 전날 수면박탈의 정도가 실제 주행 시 느끼는 졸음 정도와 생

리적 졸음 지표인 심전도(ECG)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운전자가 느끼는 졸음의 정도가 실제 생리적 졸음을 예측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운

전자가 느끼는 주관적 졸음의 정도로 생리적 지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는 운전자

가 느끼는 졸림정도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데

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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