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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을 위한 히스토그램 이용 졸음 감지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 Drowsiness Detection System using a
Histogram for Vehicl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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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technique of drowsiness detection using a histogram for vehicle safety. The drowsiness of 
vehicle drivers is often the main cause of many vehicle accidents. Therefore, the checking of eye images in order to detect the 
drowsiness status of a driver is very important for preventing accidents. In our suggested method, we analyse the changes of a 
histogram of eye region images which are acquired using a CCD camera. We develop a drowsiness detection system using this 
histogram change informa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enhances the accuracy of detecting 
drowsiness to nearly 97%, and can be used to prevent accidents due to driver drow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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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국 도로공사에서 최근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년동

안 국내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교통사고 현황은 사고건수 

3967건으로 이 사고들 중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건수가 

83%, 차량결함에 의한 사고건수가 12%였다. 또한 운전자 

과실의 원인으로는 졸음운전이 23%를 차지하고있어 교통

사고 발생요인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의 

졸음 상태를 파악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해줌으로서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는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CCD 카메라

에서 얻어진 영상을 처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히스토그램을 

분석함으로써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경고음

을 발생시키는 졸음운전 방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연구 배경

1. 기존의 졸음 감지 방법

졸음 운전 방지 시스템에서 운전자의 졸음을 감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1-3]. 첫
째로 운전자의 생리신호 변화를 측정하여 운전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뇌파전위, 얼굴 

근육의 긴장도, 심장 박동의 변화, 눈의 움직임 등을 이용

하는 방법으로 졸음 판단 여부에 매우 높은 정확성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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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특징이다. 두번째로 운전자의 핸들조작 패턴과 핸

들에 가해지는 손의 악력 변화, 그리고 운전 지속 시간 등

을 측정하여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개개인에 따

른 특수한 운전 패턴이나 습관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

개인의 특징에 맞는 졸음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

다. 세번째로 영상처리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얼굴을 분석하

여 졸음 상태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접촉적인 

방법으로서 졸음시 나타나는 얼굴의 변화(눈 깜박임, 하품, 
표정변화등)를 측정하여 판단하는 방식으로 첫번째 방법보

다는 졸음 판단의 정확성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실제 운전자

에게 적용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2. 기존 방법의 문제점

운전자의 졸음을 판단하기 위한 세가지 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운전자의 생리신호 

변화를 측정하여 졸음을 판단하는 방법은 운전자로부터 여

러가지 생체신호를 측정하기위하여 몸에 전극 패치 등을 

부착하는 접촉식 방식이다. 이 방식은 운전자에게 여러 가

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다[1,4]. 두번째로 운전자의 핸들 조작 패턴과 핸들에 가

해지는 손의 악력 변화, 그리고 운전 지속 시간들을 측정하

여 판단하는 방법은 개개인의 특징에 따른 비교적 정확한 

졸음 감지가 가능하나, 이를 위한 패턴들의 갯수가 무한대

에 가깝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정규화가 힘들어 범용적

인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부적합한 방법이다[2,5]. 셋째로 영

상처리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얼굴을 분석하여 졸음을 판단

하는 방법은 영상처리 과정에서 특징점을 추출하여, 이를 

이용하여 운자자의 졸음상태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를 정확

하게 추적하는 일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또한 강인하게 처

리할 수 있는 대신, 계산량이 많아져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

는 단점도 존재한다[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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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상 내의 얼굴을 검출한 화면.
Fig. 1. Face detection in video frame.

그림 2. 눈 영역을 검출한 화면.
Fig. 2. Detection of eyes in video frame.

III.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졸음 감지 방법

1. 얼굴 및 눈 영역 검출 및 트래킹

얼굴 검출 방법의 종류로는 그 기반에 따라 지식 기반

(knowledge-based), 특징 기반(feature-based), 템플릿 기반

(template-based), 상태 기반(appearance-based)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도 상태 기반(appearance-based)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 방법은 Adaboost [1]등의 패턴 인식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학습함으로써 대상을 구분하는 분류기

(classifier)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3,8]. 먼저 학습시킬 얼

굴 영상을 수집하고 negative sample과 positive sample을 구

분한 후, positive 영상에 대하여 무작위로(randomly) 회전하

거나 이동시키거나 크기를 변형시켜 학습영상을 늘리면 에

러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서 positive sample이
란 인식을 해야 되는 영상으로 일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분류기가 인식할 수 있도록 positive 값을 분류기에 보내준

다. 반대로 negative sample은 인식하지 말아야 할 영상으로

써 일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분류기가 인식하지 않도록 

negative 값을 분류기에 보내준다. 미리 얼굴이 학습된 

XML파일을 로드하면 Adaboost 방법의 경우 결정트리를 구

성하여 일정 depth 이상을 만족하면 positive 값을 분류기에 

보내준다[9].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분류기 중

에서도 본 논문에서는 Harrcascade_frontalface와 같은 XML 
파일을 이용하여 학습된 얼굴을 이용하여 그림 1과 같이 

사람의 얼굴을 검출한다.
추후, 검출된 얼굴 영역 내에서 눈 영역을 검출한다. 얼

굴 영역을 검출할 때, 포즈(pose), 부가적인 객체들(안경, 콧
수염), 부분적 얼굴, 카메라의 앵글에 따라 얼굴 검출에 문

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3,5,7]. 한편 눈의 위

치를 정하기 위하여 이전의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사이의 

차이 값을 구한 후, 경계값을 설정한다. 결과값으로 나온 

이진(binary) 이미지는 두 프레임 간에 발생했던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 다음 영상을 모폴로지 열림 연산을 수행하여 

조명 조건이나 카메라 해상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이즈를 

제거한다. 이 연산을 통하여 큰 연결도를 가지는 성분이 생

성된다. 다음 반복적인 라벨링(labeling) 작업을 통하여 이진

영상으로부터 연결된 구성성분을 모두 찾는다. 이때 연결된 

성분들이 두 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R,G,B 채널간의 색차를 구한다. 일반적으로 눈 영역은 피부 

영역에 비하여 R,G,B 간의 색차가 적다. 따라서 색차의 합

이 가장 적은 영역을 눈의 영역으로 검출한다.
위 과정을 통하여 그림 2와 같이 눈의 영역을 검출한 

다. 눈 영역에 템플릿이 생성된 후 시스템은 차후의 프레임

에서 사용자의 눈의 위치를 정하기 위하여 템플릿 매칭을 

사용한다. 한편 이 시스템은 사용자가 눈을 뜨고 있을 때를 

추적하도록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는 순간 템플

릿을 잘못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한번 눈의 위치가 정해

진 후 타이머를 통하여 무의식적인 깜빡임 후, 눈을 뜨게 

되는 대략적인 시간을 판단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무의식

적으로 눈을 깜박이는 것은 졸음 감지를 하지 않도록 설정

한다.
2. 그레이 이미지 변환 및 졸음 판단 영역 

선택되어진 얼굴 영역과 눈 영역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식 (1)을 이용하여, 그레이 이미지로 변환하게 된다. 물론 

이렇게 변환하는 식들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본 논

문에서는 그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그레이 이미지에서의 그레이 레벨(GL)은

 
   (1)

로 계산된다. 여기서, R, G, B는 각 픽셀이 가지는 red, 
green, blue 성분 값이고, 식 (1)에 의해서 계산되는 값이 그 

픽셀이 그레이 이미지로 변환되었을 때 가지는 값이다. 아
래 그림 3은 얼굴 및 눈 영역을 그레이 이미지로 변환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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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각성기의 회로도.
Fig. 4. Circuit diagram of awaken machine.

 

 

그림 3. 얼굴과 눈 영역을 변환한 결과.
Fig. 3. Conversion result of face and eyes in video frame.

그런 후, 변환된 그레이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을 식 (2)를 

이용하여 졸음 판정값(DDV: Drowsiness-Determined Value)을 

구하였다. 히스토그램의 DDV 값은 전체 이미지의 구성 성

분 중 졸음 판정 영역안의 값을 가지는 픽셀의 백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눈 영상의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되고, 이것

은 졸음 판정을 하는데 유용한 데이터로 사용된다[9,10].

 


  



  ×  


 



  ×  

×  (2)

식 (2)에서 h는 눈 영역 이미지 전체의 명도값을 나타내

는 것으로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며, s는 졸음 판

정 영역으로 설정한 명도값으로 190부터 240까지의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는 눈 영역 이미지 중 명도값이 h인 

픽셀의 갯수를 나타내며, 는 졸음 판정 영역 중 명도값

이 s인 픽셀의 갯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입력영상의 DDV 
값이 구해지게 되면, 이 값을 이용하여 졸음 상태를 판정하

게 된다. 이때 구해지는 DDV는 우안과 좌안을 각각 판별

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수식이다.
3. 졸음 판단 및 각성기 구동

위에서 구해진 DDV 값은 식 (3)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졸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졸린 눈 판정값  
 ≤   정상 눈 판정값   (3)

식 (3)을 이용하여 졸린 상태와 정상 상태를 판정하게 

된다. 판정에 사용되는 20이라는 기준값은 정상적인 운전자

와 졸린 상태의 운저자의 이미지를 각각 100장 정도 비교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이때 DDV의 판정은 우안과 우

안을 각각 따로 판정하게 된다. 이렇게 우안 DDV값 

(DDVR)과 좌안 DDV 값(DDVL)이 정해지면, 아래 식 (4)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졸음 상태 판정을 하게 된다. 

    ≤   정상 상태
       졸린 상태 (4)

만약, 졸린 상태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 졸린 상태를 나

타내는 신호값 {1}를 보내게 되며, 정상 상태 판정이 나왔

을 경우에 정상 상태 신호값 {0}을 보내게 된다. 이와 같은 

신호를 받은 각성기는 {1}의 신호가 도착하였을 경우,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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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실험 시스템 구성.
Fig. 5. The experimental system configuration.

커를 통하여 졸음 경보음을 발생하게 되고, {0}의 신호가 

도착하였을 때는 대기 상태로 있게 된다. 그림 4는 각성기

의 전체적인 회로도를 나타내고 있다.
4. 처리 속도의 장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특징점을 이용한 방식에서 눈

동자를 이용한 졸음 감지 방법은 입력되어지는 눈 이미지

에서 졸음 판별을 위한 특징점을 약 5~20개 정도를 추출해 

낸다. 이렇게 추출된 특징점들의 상관관계 및 위치에 대한 

계산을 하고, 이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값과 판별 기준값의 

비교를 통하여 졸음 상태를 최종적으로 판정하게 된다. 이 

방법은 눈 이미지가 새롭게 입력될 때마다, 다시 비교를 위

한 특징점들을 추출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처리속도에 

영향을 미쳐 처리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 비교를 위한 실험

은 그림 5와 같이 차량에 설치한 후, 특징점을 이용항 방법

과 제안한 방법을 번갈아 가면서 최종적인 판정까지 걸리

는 처리시간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특징점을 이용한 졸음 

감지 방법은 약 1초 내외의 처리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제안한 방법은 약 0.5초 내외의 처리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제안하는 방법은 입

력되어지는 눈 이미지에서 각 명암도 값에 해당하는 픽셀

수만을 추출하고, 이를 산술연산을 통하여 졸음을 판별하게 

된다. 또한 눈 이미지가 새롭게 들어오더라도 입력되어지는 

이미지 전체에 대한 한번의 처리과정과 산술계산만을 수행

하기 때문이다.

IV. 실험 결과 및 고찰

먼저 실제 실험 시스템의 실험 환경은 일반적인 모닝 차

종에서 수행되었으며, 아래 그림 5와 같이 설치하여 수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졸음 판정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실험들은 20회의 반복실험 결과 얻어지는 DDV 
값들의 평균을 최종적인 대상의 DDV 값으로 인식하여 졸

음 상태를 판정하였다. 다음 그림 6과 7은 각각 졸린 상태

와 정상 상태일때의 실험 대상 운전자 30명의 눈 히스토그

램을 나타낸다.
그림 6과 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졸린 상태와 정상 상

태의 히스토그램은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명암도 190~240
사이의 구간을 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이는 졸린 

상태가 되면 눈동자 부분이 사라지면서 어두운 명암도를 

가지는 부분이 작아지고, 밝은 명암도 부분이 증가하기 때

문이다.

(a) Right eye.

(b) Left eye.

그림 6. 졸린 상태의 눈 히스토그램.
Fig. 6. Eyes histogram of sleepy state.

(a) Right eye.

(b) Left eye.

그림 7. 정상 상태의 눈 히스토그램.
Fig. 7. Eyes histogram of norm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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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졸린 상태인 운전자들의 DDV 값.
Table 2. DDV value of sleepy state driver.

DDVR DDVL

대상1 65.65886 55.24798
대상2 20.86247 21.26584
대상3 52.83554 27.65369
대상4 30.19774 21.62385
대상5 29.13554 26.23289
대상6 31.55377 42.32669
대상7 23.10569 20.16879
대상8 30.03049 33.29848
대상9 23.21255 29.64112
대상10 29.17539 37.89562
대상11 29.14717 45.39895
대상12 28.33946 52.65221
대상13 35.56689 27.56999
대상14 28.22378 20.00123
대상15 35.26282 37.52623
대상16 57.45452 42.32218
대상17 68.23268 62.21325
대상18 43.21758 39.82126
대상19 21.65598 26.28495
대상20 27.89662 32.22226
대상21 20.00122 21.21789
대상22 27.25623 38.68992
대상23 38.21622 46.21854
대상24 21.53156 23.26874
대상25 25.29715 22.33694
대상26 32.65621 36.18924
대상27 38.65262 26.23248
대상28 23.65891 23.21584
대상29 17.62895 12.21148
대상30 35.62899 32.21081

표 1. 정상 상태인 운전자들의 DDV 값.
Table 1. DDV value of normal state driver.

DDVR DDVL

대상1 33.13711 19.12246
대상2 0.031939 0.089623
대상3 40.32258 41.12567
대상4 0 0
대상5 0 0
대상6 0 0
대상7 0 20.15262
대상8 0 0.013520
대상9 0 0.000166
대상10 0 0.001123
대상11 0 0.008089
대상12 0.022857 26.18232
대상13 0.049285 0.021526
대상14 0.087662 0
대상15 22.96631 0
대상16 0.062788 0.000322
대상17 0 0
대상18 0 0
대상19 0.164799 30.26662
대상20 0.183486 0.165233
대상21 0 0.001050
대상22 8.995098 0
대상23 0.075873 7.726542
대상24 0 11.21654
대상25 37.476261 0.126555
대상26 0 0
대상27 0 0
대상28 6.649676 13.25652
대상29 57.12325 14.56526
대상30 0 1.125153

표 1은 정상 상태인 실험대상 운전자 30명의 우안 히스

토그램 처리 결과값(DDVR)와 좌안 히스토그램 처리 결과

값(DDVL)을 나타낸 것이다. 위 표에서 나타난것과 같이 

DDVR은 약 6.91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DDVL은 

약 6.17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정상 상태일 때

의 DDV 값은 약 6~7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실험데이터를 보면 그 값을 상회하는 데이터들도 존

재한다. 그 데이터들은 운전자가 순간적인 빛이나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졸음상태는 아니지만 우안이나 좌안을 감

거나 찡그린 표정으로 인하여 눈의 영역이 축소되어, 눈 

이미지중 눈동자의 영역이 작아지면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상 상태이나 히스토그램 데이터에서는 

졸음으로 판정하는 오류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 (4)를 통하여 최종적인 

졸음 판정을 하게 된다. 식 (4)를 이용한 판정을 하기 위해

서는 우선 식 (3)을 이용하여 우안과 좌안의 히스토그램 

처리값들을 판정값으로 변환한 후, 그 판정값을 식 (4)에 

적용하여 만들어지는 최종값을 이용하여 졸음 상태와 정상 

상태를 판별하게 된다. 정상 상태인 실험대상 운전자 30명
을 대상으로 하여 모두 20번씩의 반복적인 실험을 수행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1명씩의 오차가 발생하여 정상 상태

인 운전자의 판별력은 약 97%의 정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는 졸린 상태인 실험대상 운전자 30명의 우안 히스

토그램 처리 결과값(DDVR)와 좌안 히스토그램 처리 결과

값(DDVL)을 나타낸 것이다. 위 표에서 나타난것과 같이 

DDVR은 약 33.04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DDVL은 

약 32.77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졸린 상태일 

때의 DDV값은 약 32~33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험데이터를 보면 평균값보다 적게 측정된 데이터

들도 존재한다. 그 데이터들은 졸린 상태가 되더라도 눈이 

완전히 감기는 경우가 아닌 약간의 실눈을 뜨고 있는 경우

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운전자 개인의 특성에 

기인한다. 똑같이 실눈을 뜨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차이는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고려하여 

판정값으로 변환해주는 식 (3)의 경계값을 20으로 정하였

다. 졸음 상태인 실험대상 운전자 30명을 대상으로 하여 모

두 20번씩의 반복적인 실험을 수행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1명씩의 오차가 발생하여 졸린 상태인 운전자의 판별력은 

약 97%의 정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evelopment of a Drowsiness Detection System using a Histogram for Vehicle Safety 107

V. 결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졸음 방지 시

스템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타당성을 보였다. 종래의 졸

음 방지 시스템들의 졸음 감지방법은 눈썹, 입 등의 특징 

영역 검출을 통해 감지함으로 인해 검출 방법 설계의 어려

움이 있고, 그로 인하여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린

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제안한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졸음 방지 

시스템은, 이러한 어려움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

로 판단된다. 특히 실시간으로 구동되어야 하는 졸음 방지 

시스템에 있어 처리과정이 간단하여, 최종적인 졸음 판단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상당한 장점이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졸음 방지 시스템은 영상 

처리 시간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

을 얻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충분히 가치와 유용성이 크다

고 판단된다. 다만, 아직 초기 연구 단계로서 실용적이고 

심층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방법과 조명 환

경에 의한 영향의 최소화 방안 등을 계속 집중적으로 연구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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