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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운 자 졸음 인식 시스템의 구  방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소개한다. 상 입력 장치로는 시

에 매되는 웹캠 카메라를 사용하 다. 얼굴 검출 방법으로는 Haar 변환 기법을 이용하 으며, 다양한 조명 

환경에 강건하게 응하도록 조명정규화를 수행하 다. 조명정규화를 거친 얼굴 상은 특징값 추출에 용이하다. 

조명정규화를 통한  후보 역은 인체측정학 정보를 이용하여 후보 역을 인 이후에 PCA와 Circle 

Mask의 혼합 모델을 용했다.  방법을 통해 차량 내부의 복잡한 조명 환경 속에서 강건히  역을 추출

한다. 검출된  역은 고해상도의 조명 정규화 상과 간단한 연산을 통하여 졸음 여부를 별한다. 졸음 상

태가 1단계로 단 될 경우에는 통합 모니터링 인터페이스에서 운 자에게 경고음을 울리며 2단계일 경우에는 

CAN(Controller Area Network)를 통하여 안 벨트를 진동하게 함으로써 운 자에게 경고를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졸음 인식 시스템은 낮은 계산 복잡도를 만족하는 동시에 높은 인식률을 보여 다. 실험 결

과 차량 내에서 97%의 인식률이 나타났다.

Key Words : Driver fatigue monitering system, Face detection, 졸음 인식, 안 운  보조 시스템  

ABSTRACT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implementation of driver fatigue monitering system and its result. Input video 

device is selected commercially available web-cam camera. Haar transform is used to face detection and adopted 

illumination normalization is used for arbitrary illumination conditions. Facial image through illumination 

normalization is extracted using Haar face features easily. Eye candidate area through illumination normalization 

can be reduced by anthropometric measurement and eye detection is performed by PCA and Circle Mask 

mixture model. This methods achieve robust eye detection on arbitrary illumination changing conditions.  

Drowsiness state is determined by the level on illumination normalize eye images by a simple calculation. Our 

system alarms and operates seatbelt on vibration through controller area network(CAN) when the driver’s doze 

level is detected. Our algorithm is implemented with low computation complexity and high recognition rate. We 

achieve 97% of correct detection rate through in-car environment experiments. 

※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정보통신기반구축산업의 일환으로 수행하 음. [b1120-0901-0002, IT특화연구소 설립]
주 자：최진모 자부품연구원 소 트웨어디바이스연구센터, choijm@keti.re.kr, 정회원

° 교신 자：송  자부품연구원 멀티미디어IP연구센터, hsong@keti.re.kr, 정회원  

* 자부품연구원 소 트웨어디바이스연구센터, shpark@keti.re.kr, 정회원,  leecd@keti.re.kr, 정회원

  논문번호：KICS2012-04-223, 수일자：2012년 4월 29일, 최종논문 수일자：2012년 8월 6일

Ⅰ. 서  론

  차량용 장기술의 발 과 지능형자동차 개발 요구

사항 증가에 따라 지능형 자동차기술이 기, 자, 

통신, 기계, IT등 각기 분야의 기술과 융합되어 개발

되고 있다. 지능형자동차의 기술 분류는 크게 차량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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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과 운 자 편의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차량 안 시스템 기술은 주행 안 성 향상 제어기술, 

사고 방  회피 기술, 상해치 경감기술, 자율주행

기술 등이 있으며 운 자 편의시스템은 운 자 정보 

제공 기술(DIS, Dirver Information System), HVI 

(Human Vehicle Interface) 기술 등이 있다
[1]

.

지능형자동차는 차량 간의 통신정보, 차량과 인

라 간의 통신정보, 이더정보, 외선정보, 지리

정보, 카메라를 통한 상정보 등 다양한 방법을 사

용하여 자동차 내․외부 상황을 인지하고 첨단 지

능형 안 /편의 시스템에 응한다. 그  상정보

는 자동주차, 표지  인식, 방 차량감지, 차선감

지, 차량 간 거리감지, 보행자  차량 충돌 방지, 

사각인지 등에 사용되며 이를 해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자동차 련회사는 내장된 카

메라를 이용하여 차선검출  이탈 방지시스템이나 

 방  시야감지 AVM (Around-View Monitoring) 

시스템 등을 개발하 다. 

자동차 사고의 원인 에 가장 사망률이 높은 사

고는 운 자 피로에 의한 졸음운 으로 조사되었다. 

재 지능형자동차 기술 에 안  시스템 분야에

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운 자의 졸음을 

미리 감지하고 사고를 방하는 사고 방 보조 시

스템이다. 그러나 상을 이용한 운 자 졸음 인식

시스템은 차량 내의 복잡한 조명환경으로 인하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하여 상 처리 과정과, 얼굴 조명 

정규화 과정,  조명 정규화 과정을 수행하 다. 

한 운 자 졸음 인식 시스템을 임베디드시스템에 

용하기 하여 낮은 연산 처리를 요구하는 알고

리즘을 개발하 다. 덧붙여 상용화를 목표로 일반 

가형 카메라를 상 입력장치로 사용하 다. 상

을 통해  깜박임  졸음이 별되면 본 논문에

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세 단계로 험수 을 구분

하여 경보신호를 달해 다. 운 자의 졸음 정도

가 낮다고 별되면 알람을 울려 운 자에게 경보

를 주고 운 자의 졸음 정도가 간정도일 경우에

는 차량 네트워크인 CAN 기반 동 시스벨트를 연

동시켜 운 자에게 경보를 달한다. 운 자의 졸음 

정도가 최고 수 이고, 방의 추돌 험이라고 

별될 경우에는 차량 안 제어 시스템에서 제동을 

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 다.

본 논문은 II 장에서 운 자 졸음 인식 기술에 

한 체 인 흐름을 간략히 설명하고 상 처

리, 얼굴 역 검출, 조명 정규화, 동자   검

출, 깜박임 검출에 하여 소개한다. III 장에서는 

안 운  보조 시스템의 모듈별 구성을 소개한다. 

IV 장에서는 외선 동 상과 차량 내의 동 상을 

활용한 실험 결과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

는 본 논문의 결과에 한 요약과 향후 계획에 

해 소개한다.

Ⅱ. 운 자 졸음 인식 기법

  본 논문의 운 자 졸음 인식 시스템은 그림 1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깜박임  졸음 별을 해서는 

 정보를 검출하고  정보는 얼굴에 속해 있으므로 

얼굴 검출, 동자   검출, 깜박임  졸음 별 

순으로 수행된다. 한 각 단계의 성능향상을 하여 

상 처리, 조명 정규화 과정이 삽입된다. 상 

처리는 색상계 변환, 노이즈 제거, 상 평활화, 

임 간의 좌표 값을 이용한 오류 추출 등을 말하며 조

명 정규화는 차량 내부의 복잡한 조명 환경에 응하

기 하여 조명 정보를 정규화 시키는 과정을 뜻한다. 

 과정을 거친 얼굴 상은 얼굴 특징값 추출이 용이

하다는 장 이 있다. 깜박임  졸음 별은 정해진 

시간 구간 동안 을 감은 시간을 계산하여 구분한다. 

을 감은 시간에 따라 험 수 을 달리 측정하며 

험 수 이 낮을 경우에는 알람으로 경고하고 험 수

이 높을 경우에는 벨트 진동으로 경고한다. 마지막

으로 안 벨트 진동에도 운 자가 깨어나지 않는 경

우에는 차량 안  시스템에 제동 신호를 보낸다. 

그림 1. 졸음 인식 흐름도
Fig. 1. Flow chart of fatigue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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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 처리

차량은 날씨와 원의 방향성, 빛의 종류 (직  

반사  확산 ) 등에 의해 복잡한 조명 환경에 노출

된다. 이와 같은 조명에 응하기 하여 본 논문은 

상 체의 화질을 개선하는 상 처리 과정과 

얼굴의 조명을 보정하는 조명 정규화 과정을 수행

한다. 본 장에서는 상 처리 과정에 하여 설명

한다. 

상 처리는 표 으로 히스토그램 평활화

(Histogram Equalization) 기법과 EER(Entropy 

Error Rate)기법이 있다
[2]

. 본 논문에서는 표 인 

방법인 히스토그램 평활화 방법을 응용하 다. 히스

토그램 평활화는 조(Contrast)를 증가시켜 화질을 

개선하는 기법이다. 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의 특징을 이용하여 화소 값

(Intensity)을 선형 으로 재배치함으로써 화소 값이 

몰려있는 상을 해결한다.  

이와 같은 처리 방법은 얼굴과 같은 분석 객체

의 특징 값을 부각시키는 이 이 있으나 분석 상

의 특징 값만이 아니라 잡음 역시 부각시키는 특징

이 있다. 화소 값이 일부 역에 몰려서 분포할 경

우, 이를 정규화 시키면 이산 인 분포 형태를 가지

게 되는데 이는 상 내에서 계단 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본 논

문은 히스토그램 평활화 과정 이후에 4-이웃화소

(4-Neighbour) 간에 Gaussian Blur 방법을 용했

다.

2.2. 얼굴 역 검출

그림 2. Haar-like 특징 값
Fig. 2. Haar-like features

얼굴 검출 기법은 다양한 기법이 연구되어왔으며 

그 에는 얼굴 특징 값을 이용한 방법, 템 릿 매

칭을 이용한 방법, PCA를 이용한 방법, Fisher-Face

를 이용한 방법,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법, 

SVM(Support Vector Machine)을 이용한 방법 등

이 있다[3]. 본 논문에서는 Haar-like Feature를 기반

으로 한 Cascade Classifier방법을 사용한다
[4]

. 이 

방법은 여러 단계의 약분류기를 이용하여 강분류기

를 구성한 Paul Viola의 Boosted Cascade 방법
[5]
을 

변형한 것으로 기울어진 얼굴 정보를 추출하기 

하여 그림 2와 같이 회 된 Haar-like Feature를 추

가로 용했다. 

2.3. 조명 정규화

처리 후 검출된 얼굴 상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차량 내의 조명환경을 고려할 때 어

려운 이 많다. 이는 주행 방향에 따라 원의 방

향이 바뀔 뿐만 아니라 직 , 반사 , 확산  등, 

빛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얼굴의 조명 정보를 정규

화하고 의 검출률을 높이기 해 조명 정규화를 

수행한다. 

일반 으로 조명 정규화는 조명 정보가 주 에 

집 되어 있다는 과 특징 값이 고주 에 집 되

어 있다는 을 이용하여 주 의 특징을 감쇠시

키고 고주 의 특징을 증폭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주 수 분리를 해 FFT를 사용하

고 주  감쇠와 고주  증폭을 해 

Homomorphic Filter를 사용하 다. 한 조명 정규

화를 하여 히스토그램 합화(Histogram Fitting)

를 사용하 다[6]. 

주 수 감쇠와 증폭에 사용되는 Homomorphic 

Filter는 응용 분야에 따라 감쇠 정도와 증폭 정도

가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체 측정학을 기반으

로 의 크기가 얼굴의 크기와 비례하고 의 정보

가 얼굴 상에서 고주 에 몰려있다는 을 이용

하여 의 정보를 최 한 살려주면서 조명 정보를 

감쇠시켰다.

Homomorphic Filter는 주 를 심으로 한 원

형형태의 필터이다. 식 (1)의 은 주  역 필

터 값이고 는 고주  역의 필터 값으로 은 1

보다 작은 값이 할당되며 는 1보다 큰 값이 할당

된다. 즉, 주  역은 1보다 작은 값과 곱하여 

연산되고 고주  역은 1보다 큰 값과 곱하여 연

산되는 것이다. 는 필터의 심으로부터 거

리이며 는 필터의 거리를 정규화하는 상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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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명 정규화 흐름도
Fig. 3. Flowchart of illumination 
normalization

   








     (1)

        (a)       (b)        (c) 
(a) 원본 얼굴 동 상, (b) 처리 후, (c) 조명 정규화

(a) Input face image, (b)Preprocessing, 
(c) Illumination normalization 

 
그림 4. 조명 정규화 (차량동 상2.avi)
Fig. 4. Illumination normalization 

조명의 정보를 감쇠시킨 상은 주  성분의 

크기 값 차이 때문에 화소 값이 정규화가 이 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히스토그램 

합화를 수행한다. 

 















    (2)

 















    (3)

식 (2)와 식 (3)의 와 는 각각 히스토그

램 평활화를 나타낸 것이다. 원하는 조명 정규 상

을 라고 정의할 때 히스토그램 합화는 다음

과 같이 이 진다. 

                 (4)

  식 (4)의 는 의 역 히스토그램 평활

화(Inverse Histogram Equalization)이다. 를 

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맵핑되지 않는 히스토그

램 테이블 값은 선형 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으

로 해결한다[6]. 조명 정규화를 통한 상은 짧은 구간

에서 다양한 조명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그림 4와 같

이 조명 정규화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2.4. 동자   검출

얼굴에서 의 역을 찾기 해 인체측정학과 

조명 정규화의 화소 값을 이용하여  후보 역을 

다. 인체측정학을 이용한  후보 역은 얼굴

의 심으로부터 상단 부 까지 비교  넓은 역

을 할당했으며 화소 값에 의한 후보 역은 을 

못 찾는 일이 없도록 넓은 분포 값으로 설정하 다. 

을 검출하는 기법은 템 릿 매칭 방법
[7]

, 컬러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윤곽선을 이용하는 방법 등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Eigen-eye
[8]
와 Circle Mask

를 융합한 방법을 사용한다. Eigen-eye는 추출된 얼

굴 크기에 비례하여 의 크기를 측하고 데이터

베이스의  크기에 맞도록 변환하는 Adaptive 

PCA방법이다[9]. Circle Mask는 동자 정보를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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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원형 템 릿으로 낮은 연산만으로 동자의 

심을 찾을 수 있다. 

그림 5. 피부에 eigen-eye를 투사한 값
Fig. 5. Projection of eigen-eye to the skin

을 검출하는 단계에서 사용하는 PCA는 동자

의 활동성 때문에 동자 역의 고유 값

(Eigen-value)이 작다. 즉 평균 상(Average 

Image)에서 동자의 윤곽은 흰자와 잘 구별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의 상에 투사(Projection)

한 결과 값에는 동자의 형상이 렷이 맺히지만, 

그 지 않은 상에서는 그림 5와 같이 동자의 

형상이 맺히지 않는다. 그러나 동자의 유무는 

을 별하는데 요한 특징 값 에 하나이며 피부

에 드리워진 음 에 따라 매와 비슷한 윤곽이 생

성되어 오검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을 해결하기 

해서 Eigen-eye와 Circle Mask를 융합하 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Circle Mask는 원의 심

보다 외곽 값을 더 높게 설정하는데 이는 동자라

고 측되는 부분이 다른 역보다 좀 더 큰 값을 

가지게 만들기 해서다. Circle Mask는 얼굴의 크

기에 비례하여 상되는 동자 크기보다 조  더 

작게 설계한다. Circle Mask의 반지름은 식 (5)와 

같다.

                   (5)

  
 




     

(6)

   i f  ≤ 
 i f       (7)

Circle Mask 는 ,  치에 용될 값이

다. , 은 가 치로 그림 6의 (b)와 같이 

은 기  가 치이고, 는 Circle Mask 내부의 최

치와 최 치를 결정하는 가 치이다. 는 

Circle Mask의 심으로부터의 거리이다. 는 

Circle Mask 내부의 편차를 조 하는 변수이다.

그림 6. Circle Mask와 Coefficient 값
Fig. 6. Circle Mask and Coefficients

이 게 만들어진 Circle Mask는 동자 후보 

역 내에서 유사도를 검사하고 Eigen-eye값과 합쳐

져 가 치 지도를 형성한다.

  ∘
          

     (8)

            

(9)

식 (8)은 동자 후보 역의 반  화소 값인 

와 Circle Mask 를 상 계

(Correlation)해  것이다. 식 (9)의  , 는 각각 

PCA와 Circle Mask의 가 치이다. Circle Mask는 

그림 7과 같이 해상도 입력 상에서도 동자의 

심을 찾아주는데, 이러한 특징은 운 자의 방 

주시, 비주시를 별하는데도 도움을 다.

그림 7. Circle Mask에 의한 동자 심
Fig. 7. Circle Mask estimates center of pupil

검색 역 내에서 동자 후보 역으로 별되

는 역은 썹 역과  역 등이 있다. 식 (9)

에 의해 추출된 심 역은 그림 8과 같이 라벨링

을 통하여  역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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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썹 제거 흐름도
Fig. 8. Flow chart of eyebrow erasure 

2.5. 깜박임 별

깜박임 검출에 사용되는 기법은 Multiple Gabor 

Wave Response를 이용한 방법
[10]

, 동공 검출을 이

용한 방법
[7]
등이 있다. MGWR을 이용한 방법은 개

인별로 한 Response Wave를 선정해야 한다는 

단 이 있으며, 동공을 이용한 방법은 주시 방향 변

화에 취약하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은 각 기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 조명 정규화를 통해 조명 

잡음에 응한 후, 의 윤곽을 추출하여 깜박임  

졸음 별에 사용하 다. 

그림 9. 이진  추출에 한 흐름도
Fig. 9. Flow chart of binary eye extraction 

조명으로 인한 피부 역의 노이즈 혹은 반사

의  고주  성분은  역을 추출할 때 오류를 발

생시킬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후보 역의 

고주  성분을 제거한 후 이진화하여  윤곽 정보

를 추출한다. 고주  성분을 제거하는 방법은 양방

향 보간법으로 상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축소된 상은  정보의 윤곽을 손실시키는 효과

가 있기 때문에 원본 상의  정보를 병렬 으로 

추출하여  정보를 보완한다. 축소된 상은 원본 

상과 합 연산을 하기 에 모폴로지 팽창을 이용

하여  후보 역을 확 시킨다.  과정은 그림 9

와 같다. 이진화 된  정보는 장축에 하여 정규

화 시킨 후,  역의 비와 높이를 계산하여 비

율로 의 깜박임을 별한다.

       

(10)

 ≥  
  

     (11)

의 비인 는 그림 10과 같이 붉은 

두  사이의 거리이다. 의 높이인 는 

의 역을 ,  , 와 같이 구간으로 분할한 이

후, 구간들 에서 가장 큰 높이 값을 가지는 구간

의 값을 선택한다. 

그림 10. 깜박임 별 
Fig. 10. Blink recognition 

식 (11)은 동공 검출을 이용한 방법
[7]
이나 PCA 

기반의 MSE(mean square error) 방법
[8]
보다 안정

인 깜박임 별을 수행한다. 동공 검출을 이용한 방

법은 동자의 역 크기로 깜박임을 별하는 방

법으로, 동자를 , 아래, 양 으로 돌릴 경우에 

정상 인 깜박임 별이 불가능하다. PCA를 이용한 

깜박임 별 방법은 감은 과 뜬 의 데이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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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임

비교 

논문[7]

비교 

논문[8]

제안

방법

실내동 상1 238 92.85% 68.06% 100%

실내동 상2 637 90.73% 81.78% 99.05%

실내동 상3 392 61.22% 75.25% 98.72%

스를 분류하여 별 상과 데이터베이스 상 사

이의 MSE를 구하는 방법으로 매칭 치에 민감하

여 낮은 별 능력을 보여 다. 이는 얼굴을 으로 

로 돌릴 경우와 같이 측하기 힘든 의 정보

가 들어올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 성능 하향을 나타

낸다.

표 1. 깜박임 검출률 비교

Table 1. The Comparison of blink recognition rate 

실험 결과, PCA 기반의 MSE 방법은 체 으

로 성능이 낮았다. 동공 검출을 이용한 방법은 PCA 

기반보다 높은 성능을 보 지만 실내동 상3과 같

이 가늘게 을 뜬 경우나 동자를 정면 외에 다

른 방향으로 돌린 경우, 성능 하락을 나타냈다. 표 

1은 정확한 비교를 하여 상 논문의 조건에 맞

춰 실내 환경으로 제한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상 축소, 이진화, 

모폴로지 팽창,  AND 연산 등, 낮은 연산을 요구

하는 기술이 주를 이룬다. 조명 정규화의 경우는 

FFT와 IFFT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높은 연산

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하드웨어 처리로 해결할 

수 있다. 제안 방법은 그림 11의 (a), (b), (c)와 같

이 ×의 해상도에서 왼쪽 의 윤곽을 매

끄럽게 추출했다. 

그림 11의 (d)와 같은 외선 상의 경우는 

외선 산란 때문에 피부에 고주  성분이 분포되어 

의 윤곽이 매끄럽게 추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깜

박임을 별하는 식 (10)의 임계값이 을 떴을 때

와 감았을 때의 양쪽 값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

끄럽게 추출되지 않은 의 윤곽임에도 비교  강

건한  깜박임 별 능력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에

서 나타낸 그림 11의 (a), (b), (c)의 의 윤곽 

상은 조명 정규화 상수를 동일하게 설정한 것이지

만 (d)의 경우에는 외선 상에 맞추어 다르게 설

정하 다. 본 논문은 맑은 날, 흐린 날과 같은 다양

한 날씨와, 측면 직 , 후면 직 , 정면 직  

등 다양한 빛의 방향에 하여 실험하 다.  

그림 11. 이진  추출에 한 결과
Fig. 11. Extraction of binary eye result

Ⅲ. 안  운  보조시스템

운 자의 졸음 여부를 별하기 하여 심장 박

동, 뇌 , 호흡, 핸들링 조작, 의 개폐여부 등 다

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처

리를 통해 얻어진 의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 네트

워크인 CAN(Controller Area Network)으로 운 자에

게 경보를 주는 안 운  보조시스템을 구 하 다.

경보는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 운 자가 짧은 시

간동안 을 감고 있을 때는 알람으로 경보를 주고 

지속 으로 을 감고 있을 때는 차량 네트워크를 

통해 안 벨트가 진동되어 운 자에게 경보를 달

하도록 설계되었다. 마지막으로 안 벨트가 진동되

는데도 운 자가 졸고 있다고 단되면 차량 안

제어 시스템에서 제동을 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 

다. 각 단계를 결정하는 시간 기  값은 사용자에 

의해 조 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그림 12와 같이 카메라에 의해 상

을 획득하는 모듈, 알고리즘에 의해 졸음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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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임

얼굴 

검출률

깜박임

검출률

차량동 상1 414 100% 100%

차량동 상2 840 100% 99.76%

차량동 상3 500 100% 100%

차량동 상4 600 100% 99.50%

차량동 상5 523 88% 100%

차량동 상6 463 95.24% 100%

차량동 상7 281 90.03% 100%

차량동 상8 311 98.07% 100%

차량동 상9 310 100% 95.48%

차량동 상10 528 100% 98.10%

총 

임

얼굴 

검출률

깜박임 

검출률

외선동 상1 295 100% 98.98%

외선동 상2 518 100% 99.61%

별하는 모듈, 차량네트워크를 통해 안 벨트 진동의 

경보를 주는 모듈로 구성되었다.

Ⅳ. 실험 결과

본 연구는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되었기에 가형 

웹캠을 사용하 으며, 임베디드 시스템의 고속 처리

를 하여 각 알고리즘에 맞게 다양한 해상도를 사

용하 다. 

실험 환경은 실험실과 차량 내부이며 두 환경에

서 좋은 성능을 보 다. 차량에서의 실험은 맑은 날,

Fig. 12. Driving safety assistance system
그림 12. 안 운  보조시스템

흐린 날 등 다양한 날씨 환경에서 실험했으며 원

은 방향이나 성질 등을 고려해서 실험하 다. 외

선 실험은 실험실 내부에서만 이루어졌다. 안경을 쓴 

상의  깜박임 별 방법은 추후에 확장될 정

이다. 깜박임 검출률은 얼굴이 검출된 경우에만 계산

했다. 그림 11의 (a), (b), (c), (d)는 각각 차량동 상

2, 차량동 상6, 차량동 상9, 외선 상1이다.

표 2. 차량 내 얼굴 검출률 과 깜박임 검출률

Table 2. Face detection rate and Blink recognition rate in 

car

제안하는 방법은 표2의 차량동 상 1∼4에서 보

듯이 높은 얼굴 검출률과 깜박임 검출률을 보인다. 

차량동 상 5∼8은 차량동 상 1∼4에 비하여 낮

은 얼굴 검출률을 보이는데 이는 열악한 조명 환경

에서 얼굴 입력 상 크기가 작게 들어온 경우이다. 

본 연구는 운 자의 차량 내 자세를 고려하여 입력 

상내의 얼굴 크기가 작은 경우를 고려하여 다양

한 크기의 얼굴 상을 사용하 다. 차량동 상 9∼

10의 경우는 깜박임 검출률이 차량동 상 1∼4에 

비하여 낮게 나왔는데 이는 깜박임 검출 알고리즘

보다는  검출 알고리즘의 성능이 낮게 나와서 발

생한 경우이다. 10개의 동 상 임을 이용하여 

테스트하 을 때 체 임은 총 4770 임이

며 이  4668 임의 얼굴이 검출되어 97.86%의 

얼굴 검출률이 나왔다. 체 임에서 깜박임 검

출률은 97.25%이며 얼굴 검출이 성공한 임에서

의 깜박임 검출률은 99.37%이다.  

그림 13. 외선동 상1과 외선동 상2
Fig. 13. Infra-red video 1 and Infra-red video 2

표 3. 외선 카메라를 사용한 얼굴 검출률 과 깜박임 검출

률

Table 3. Face detection rate and Blink recognition rate on 

infra-red camera

외선동 상1과 외선동 상2는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선 램 의 빛의 양을 달리하여 

용한 상으로 외선동 상2 상이 외선동

상1 상보다 밝은 상이다 외선에 용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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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화 상수는 가시 선과 다르게 설정하 다. 실험 

결과 외선동 상2가 의 윤곽을 더 렷하게 잡

았으나  역의 오검출이 발견되었다. 외선 동

상의 경우 조명이 일정하여 얼굴 검출률은 100%

로 높게 나왔으며 총 임에서 깜박임 검출률은 

99.38%이다. 

Ⅴ. 결  론

  본 논문의 II장에서는 색상 계 변환부터 시작하여 

상 처리, 얼굴 검출, 조명 정규화, 동자  

 검출, 깜박임  졸음 별 등의 상처리 기술

과 차량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한 경보 시스템까지 

반 인 운 자 졸음 인식 시스템에 하여 소개

하고, 조명정규화 기술을 응용하여 안정된 이진  

윤곽 추출을 실 시켰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Circle 

Mask의 경우, 안경정보를 감쇠시키는 효과가 있어 

의 검출률을 높일 수 있었으나 두꺼운 테를 가진 

안경에는 효과가 없음이 증명되어 다른 기술을 개

발 이다. 재 Circle Mask 기술은 의 역  

동자를 검출하는데 사용된다. PCA기술은 만족스

러운 검출률을 보이지 않아, 체할 새로운 기술을 

개발 이다. 앞서 제시한 문제  보완기술이 완료

되면 추  기술과 얼굴 특징 값 구조체 기술을 연

동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임베디드시스템

에 용하기 합하며 향후 하드웨어 가속기술과 

연동되면 더욱 좋은 속도 향상을 수행할 것으로 기

하고 있다. 

  운 자 졸음 인식 임베디드 시스템기술은 졸음 

인식 알고리즘을 상용화 하드웨어에 맞게 연산 처

리 최 화 과정을 수행하여 운 자 졸음에 한 인

식률을 개선하는 기술이다. 향후 본 논문에서 개발

된 운 자 졸음 인식 알고리즘을 임베디드화 하여 

상용화에 용할 정이다. 

References

[1] H. Chun, J. Moon, J. Park, C. Woo, "Analysis 

of the Fund Supported b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in the Field of Intelligent 

Vehicle Research" KSAE Auto Journal, Nov, 

2010

     형호, 문종덕, 박종만, 우창화, “지능형 자동

차 분야의 지식경제부 연구개발 지원 황, ” 한국

자동차공학회 Auto Journal, 2010년 11

월.

[2] L. Jin, S. Satoh and M. Sakauchi, "A Novel 

Adaptive Image Enhancement Algorithm for 

Face Detection," in Proc. of ICPR04, 

pp.843-848, Cambridge, UK, Aug. 2004. 

[3] M. H. Yang, D. J. Kriegman and N. Ahuja, 

“Detecting Faces in Images: A Survey,” IEEE 

PAMI, vol.24, no.1, pp.34–8, Jan. 2002.

[4] R. Lienhart and J. Maydt, “An Extended Set 

of Haar-like Features for Rapid Object 

Detection,” IEEE ICIP 2002, vol.1, pp.900-903, 

Sept. 2002.

[5] P. Viola and M. J. Jones, “Rapid Object 

Detection using a Boosted Cascade of Simple 

Features,” IEEE CVPR, vol.1, pp.I-511-I-518, 

Dec. 2001. 

[6] M. D. Levine, M. R. Handhi, and J. 

Bhattacharyya, “Image Normalization for 

Illumination Compensation in Facial Images,” 

Internal Report, McGill University, 2004.

[7] T. Miyakawa, H. Takano, and K. Nakamura, 

“Development of Non-contact Real-time Blink 

Detection System for Doze Alarm,“ SICE 

Annual Conference in Sapporo, vol..2, 

pp.1626-1631, Aug. 2004.

[8] Savas, Z, "Real-time Detection And 

Tracking of Human Eyes in Video Sequences", 

Master Thesis, Middle East Technical 

University Ankara, Turkey, 2005

[9] M. H. Yang, N. Ahuja, D. Kriegman, "Face 

recognition using kernel eigenfac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mage Processing 

Proceedings, Vol. 1, pp. 37-40, Sep, 2000. 

[10] J. W. Li, "Eye blink detection based on multiple 

Gabor response waves", Machine Learning and 

Cybernetics, 2008 International Conference, 

Vol. 5, pp. 2852-2856, Dec. 2008.



한국통신학회논문지 '12-08 Vol.37C No.08

720

최 진 모 (Jin-Mo Choi)

2003년 2월 한양 학교 자 

컴퓨터공학부 학사 졸업

2005년 6월 한양 학교 컴퓨 

터공학과 석사 졸업

2011년  8월～ 재 자부품연

구원 연구원

< 심분야> 상처리, 패턴인식

송  (Hyok Song)

1999년 2월 운 학교 제어

계측공학과 학사 졸업

2001년 2월 운 학교 자 

공학과 석사 졸업

2012년  2월 운 학교 자

공학과 박사 졸업

2000년 3월～ 재 자부품연

구원 멀티미디어 IP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심분야> 상인식, 3D 상처리, 보안시스템

박 상  (Sang Hyun Park)

2000년 2월 한국외국어 학교 

컴퓨터 정보통신 공학과 학

사 졸업

2002년 2월 한국외국어 학교  

컴퓨터 정보통신공학과 석

사 졸업

2005년 3월  한국외국어 학교 

컴퓨터 정보통신공학과 박사과정

2002년 1월～ 재 자부품연구원 소 트웨어   디

바이스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심분야> 차량용 임베디드 시스템, In-Vehicle 

Network

이 철 동 (Chul-Dong Lee)

1977년 2월 경북 학교 자  

공학과 학사 졸업

1986년 2월 한양 학교 자  

공학과 석사 졸업

1997년  2월 충북 학교 컴

퓨터공학과 박사 졸업

1977년～1984년 한국 자통

신연구원, 연구 원

1984년～ 재 자부품연구원, 수석연구원

< 심분야> 반도체, 임베디드시스템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