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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x of Electrocardiography(LF/HF) and the 
occurrence of drowsiness driving while driving in a simulated situation. Participants were 31 undergraduate students with an experience 
in driving and they participated 30 minutes driving under enough sleep condition and 1 hour under the sleep deprivation condition. The 
Euro Truck Simulator Ⅱ was used for driving simulation task and ECG and perceived drowsiness of each participants were measured 
during two driving conditions. Perceived sleepiness recorded by the checklist every 10 minutes and ECG data extracted before and after 
15 seconds of every 10 minute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evel of perceived sleepiness 
under sleep deprivation condition was higher than that under the enough sleep condition, and the level of LF/HF under sleep deprivation 
condition was lower than that under the enough sleep condition. In addition, the result of analysis of repeated measure ANOVA for ECG 
indicated that authentic sleepiness revealed in 20 minutes after the start of driving under the sleep deprivation condition. However, the 
result of perceived drowsiness indicated that authentic sleepiness revealed in 30 minutes after the start of driving. These result suggest 
that the time difference between biological and perceived response on drowsiness may be exist. Finally, th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LF/HF level and perceived drowsiness was observe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CG(LF/HF) can be an 
possible index to measure drowsiness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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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동차 사용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

는 교통사고이다. 2012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자는 5,392명이고 부상자는 1,777,604명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

실 등을 고려할 경우 인적피해 비용은 약 13조 6776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2년 전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와 소방, 경찰 등 사회기관 비용을 모

두 합하면 23조 5900억여 원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1).
특히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큰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경우 졸음운전이 가장 큰 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2012)에 따르면 2010년 고속도로에서 교

통사고로 사망한 353명 가운데, 34%인 119명이 졸음운

전 등 전방 주시 태만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가장 높은 원인

(37.83%)이 졸음운전으로 나타났다2). 
미국 고속도로 안전관리국의 2009년도 보고에서도 

치명적인 단독 차량 교통사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운전자의 졸음이며3), 심각한 교통사고의 

20%는 졸음운전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4). 그리고 

졸음운전으로 인해 연간 100,000건 이상의 사고가 발

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40,000건의 부상, 1,550명의 사

망자가 발생하고 있다5).
졸음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대상으

로 인터뷰를 한 결과, 운전자들은 사고를 낼 당시 평소

보다 오랫동안 운전을 하고 있었고, 밤에 운전을 했으

며, 5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했다고 보고했다6,7). 졸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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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로감은 각성, 반응시간, 기억, 정보처리, 그리고 

의사결정 저하를 야기 한다8). 따라서 피곤하거나 졸린 

운전자는 도로 및 교통에 대한 주의가 저하되어 운전 

수행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사고로 이어지

는 경우가 많다9).
이에 따라 졸음 탐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

다. 졸음 탐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생리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졸음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었다(예; 
뇌파, 심전도, 근전도, 피부전도반응, 호흡 등). 그 중

에서도 심전도(Electrocardiography, ECG)는 선행연구에

서 생리적 지표 중에서 졸음을 가장 정확히 탐지해내

는 것으로 밝혀졌다10-13). 졸음은 부교감 신경계가 활

성화된 상태로 심전도 측정으로 얻어지는 심박변이도

(HRV, Heart Rate Variability)가 사람의 졸음정도(각성

정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12). 
특히 사람이 졸릴수록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

의 활동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인 LF/HF비율이 감소한

다고 알려져 있다14). 이처럼 졸음탐지를 위한 생리적

인 지표들에 관한 연구는 있었지만, 졸음운전과 ECG
의 관련성에 대한 국내에서의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

었다15,16). 
이외에도 졸음 탐지와 함께 실제 실험 참가자의 수

면박탈 여부에 따라 참가자가 지각하는 졸림 정도와 

관련하여 측정한 연구는 없었다. 특히, 운전 상황에서

는 운전자가 자신의 졸림 정도를 정확하게 지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운전자가 졸림을 지각하여 휴식을 취함

으로써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교적 졸음을 객관적으로 탐지하는 생리적인 지표들

이 실제 운전자가 지각하는 졸림 상태와 차이가 있다

면 실제 운전 상황에서 생리적인 지표를 활용하는 것

이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생리적 지표 관련 연

구들과 이러한 생리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알고리

즘 개발연구들은 주로 졸음이 시작되는 지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졸음이 시작되기 전 행동 변화나 

신체 변화 특징에 대한 탐색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실
제로 졸음이 시작된 경우에는 1-2초 내에 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졸음이 시작되기 전에 나타

나는 생리적 변화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졸

음을 예방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졸음운전 탐지의 생리적 지표로 

예상되는 심전도의 LF/HF 밴드에서의 파워비(이하 

LF/HF비로 표기)가 참가자들이 실제로 지각하는 주관

적인 졸림 정도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

로 심전도 자료를 바탕으로 졸음운전을 예측할 수 있

는지를 탐색해보았다.

2. 연구 방법

2.1. 참가자 및 상황

실험 참가자는 C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1명(남 

16명, 여 15명)으로 모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운전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평균나이 24.1세
(SD=2.33)이었고, 이전에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으로 진단

받은 적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이었다. 알코올이 졸음

운전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며17), 카페인과 낮잠이 졸음

운전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18)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참조하여 참가자에게 실험하기 24시간 전부터는 알코

올 섭취를, 4시간 전부터는 커피나 차와 같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수를 섭취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그 전날 5시
간 미만의 수면을 취했다고 보고하였으며6), 불충분한 

수면이 운전 시뮬레이션 수행을 감소시킨다19,20)는 선

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수면 박탈 조건에서 졸음이 

발생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에게 실험 전날 5시간 이하

의 수면을 취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새

벽 2시, 3시에 연구자에게 문자를 보내게 하였다. 또한 

실험은 졸음운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간대인 

오후 2시~4시 사이에 이뤄졌다7,21).
실험은 대학의 한 실험실에서 이뤄졌으며 실험실 내

부에는 운전 시뮬레이션을 위한 스크린, 컴퓨터, 자동

차 핸들, 페달, Poly G-I 측정 장비가 비치되었다. 실험 

중 졸음운전을 유발하기 위해 암막 커튼을 사용하여 

실험실 내부를 어둡게 만들어두었으며, 실내 온도 역

시 24℃~26℃를 유지했다. 

2.2. 실험 및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졸음을 측정하기 위해 생리적 지표로 

ECG를 측정하였으며, 졸음의 주관적 지표로써 참가자

가 보고하는 주관적 졸림 정도를 측정했다. ECG는 

LAXHA사의 Poly G-I(WEEG-32)를 활용하여 피험자의 

양쪽 손목에 2개의 전극을 부착하여 측정하였다(Fig. 1 
참조). ECG 전극을 손목에 부착하면 EMG 신호가 혼

입될 수 있지만, 주행도로가 대부분 직선도로 구성되

어 있었고, 개인별 측정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R 첨두

(peak)가 잘 측정되었으며 분석대상으로 하는 주파수 

대역의 파워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어 잡음신호를 제

거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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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oly G-I and measurement of ECG.

주관적 졸림에 대해서는 10분마다 참가자에게 구두

로 “지금 현재 얼마나 졸리십니까?”라고 물음으로써, 
참가자의 주관적 졸림 정도를 7점 척도(1점: 전혀 졸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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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Euro Truck Simulator Ⅱ)라는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

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컴퓨터 키보드가 아닌 게임용 

핸들을 사용하여 플레이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운전 과

제와 유사하게 운전 수행을 보이도록 하였으며, 주행 

도로는 졸음운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직선도

로17) 위주로 구성되었다(Fig. 2 참조).

2.3 실험 절차

참가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먼저 전날 수면시간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였고, 실험 당일 알코올 및 음료수 

섭취를 잘 조절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참가자에게 

연구 목적 및 실험의 전반적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참
가자의 성별과 연령을 비롯한 인구통계학적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참가자가 실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

한 것을 확인한 뒤 참가자로부터 실험 참가 동의서를 

받았으며, 5분 동안 실험자가 본 실험의 과제인 운전 

게임을 조작하는 방법을 설명․시연하였다. 이후 5분 

동안 참가자가 Euro Truck Simulator Ⅱ를 직접 조작하

면서 게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운전 

과제를 설명하면서 참가자가 최대한 숨을 고르게 쉬고, 
핸들을 일정하게 잡고 불필요한 신체 움직임을 최소화

Fig. 2. Euro Truck Simulator Ⅱ and driving situation.

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ECG 전극을 정해진 위치에 

부착하였으며, 측정을 시작하기 전 참가자에게 구두로 

주관적 피로도를 물었다. 이후 10분마다 참가자의 주

관적 졸림 수준 측정하여 체크리스트에 기록하였다. 
실험은 충분한 수면 조건에서 30분, 수면 박탈 조건에

서 1시간동안 진행되었다.

2.4. 자료분석

ECG 분석은 LAXHA사의 Telescan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원자료를 R-R interval variability 데이터로 변환한 

뒤, 다시 LF(Low Frequency)/HF(High Frequency) 비를 

구하였다. LF가 상대적으로 교감 신경계의 활동을 많이 

반영한다면, HF는 부교감 신경계의 활동을 많이 반영

한다14,22). 졸음이나 수면은 상대적으로 부교감 신경계

가 활성화되면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상황이므로 졸릴

수록 LF/HF 비율은 감소하게 된다14). LF와 HF의 주파

수 범위는 기존 국외 연구들과 국내 선행 연구들에서도 

사용되었던 값을 기준으로 각각 LF(Low Frequency: 
0.04 ~ 0.15 Hz), HF(High Frequency: 0.15 ~ 0.4 Hz)로 

설정하였다12,14,15,16).
전체 측정 자료 중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주관적 졸

림 정도를 묻는 시점과 같은 10분 간격 전후 15초씩, 30
초 길이로 분절하여 각 참가자들의 자료를 추출한 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paired t검증,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그리고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자료 분포

의 정상성(normality)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의 

LF/HF 비 자료의 경우 정적편포를 보여 자료의 분포가 

정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곱근(square root)을 통해 

변환한 후 분석하였다. 통계 검증은 SPSS 21.0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3. 결 과 

Table 1에는 사전(충분한 수면) 측정과 사후(수면 박

탈) 측정에서 시작과 시간대 별로 측정한 주관적 졸림 

정도와 ECG의 평균과 표준편차 값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Fig. 3에는 사전과 사후 측정에서 주관적 졸림 

정도와 ECG의 평균 값이 시간대 별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주관적 졸림 정도는 정상적으

로 취침을 했던 사전보다, 수면 박탈을 했던 사후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ECG는 사전보다는 수면 박탈 

조건인 사후에 좀 더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수

면발탈 조건에서 주관적 졸림 수준은 30분까지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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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perceived 

drowsiness and ECG by flow of experimental time.

Variable
Pre-test Post-test

Start 10M 20M 30M Start 10M 20M 30M 40M 50M 60M

PD
M 2.13 2.71 3.23 3.58 3.06 4.65 5.29 5.71 5.39 5.32 5.40 

SD .85 1.13 1.31 1.31 1.21 1.40 1.30 1.01 1.28 1.17 1.28 

ECG
(LF/HF)

M 1.71 1.47 1.38 1.45 1.66 1.36 1.07 .94 1.04 1.01 .98 

SD .63 .58 .56 .58 .55 .53 .45 .40 .40 .50 .52 

Note. PD: Perceived Drowsiness, ECG: Electrocardiography

Fig. 3. The mean level of perceived drowsiness and ECG in 
the pre-post test.

다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ECG의 경우는 20분
까지 감소한 후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수면 박탈에 따라 주관적 졸림 정도와 심전도(ECG) 

LF/HF 비율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사

후 t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2 참조). 충분한 수면을 

취한 조건의 주관적 졸림정도(M=3.17, SD=1.02)와 수

면 박탈 조건의 주관적 졸림정도(M=5.30, SD=.81) 간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12.58, p<.01). 또한 

충분한 수면 조건의 심전도(M=2.38, SD=1.29)와 수면 

박탈 조건의 심전도(M=1.37, SD=.77) 역시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냈다(t=3.79, p<.01). 이는 5시간 이하의 수면

을 취한 수면 박탈 상태의 경우 충분한 수면을 취했을 

때보다 참가자들이 운전 시 더 많은 졸음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for ECG and 

perceived drowsiness and the results of paired t-test.

Variables
Pre Post

df t p
M SD M SD

PD 3.17 1.02 5.30 .81 30 -12.584** .000

ECG
(LF/HF) 1.43 .44 1.07 .29 30 3.793** .001  

Note. PD: Perceived Drowsiness, ECG: Electrocardiography
**: p < .01

본 연구에서는 수면 박탈 조건에서 심전도와 주관적 

졸림 정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 측정 구간에서 반복

측정 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른 심전도 

값의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었으며(F(6, 174) = 27.72, 
p < .01), 주관적 졸림 정도의 변화 또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F(6, 174) = 11.75, p < .01). 구체적으로 몇 

분의 시간이 지난 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증(Bonferroni Test)을 실시하였고 그 결

과는 Table 4와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주관적 졸림 

정도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시작과 10분, 20분 구간은 

다른 모든 구간과 평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30분 구간 이후부터는 시작과 10분 20분 구간을 제외

하고는 평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주

관적 졸림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는 수면 부족 조

건에서 30분 이후 본격적인 졸음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Table 4 참조).
심전도에 대한 사후검증 결과 과제 시작 구간과 10

분 구간에서 다른 모든 시간 구간과 평균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20분 이후 구간들은 시작과 10
분 구간을 제외하고는 평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 따라서 심전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는 수면 부족 

Table 3. The results of repeated measure ANOVA for PD and 
ECG(LF/HF)

Variable Source SS df MS F p

PD
Time 11.83 6 1.97

11.75** .000
Error 29.18 174 .17

ECG
(LF/HF)

Time 152.36 6 25.39
24.72** .000

Error 178.78 174 1.03

Note. PD: Perceived Drowsiness, ECG: Electrocardiography
**: p < .01

Table 4. The results of post-hoc analysis for perceived 
drowsiness in post-test

Comparison MD SE p

Start vs. 10M -1.567** .228 .000

10M vs. 20M -.667** .227 .006

20M vs. 30M -.433* .196 .035

30M vs. 40M .233 .266 .387

40M vs. 50M .167 .180 .362

50M vs. 60M -.133 .178 .459

Note. *: p < .05, **: p < .01, M: min



문광수⋅황경인⋅최은주⋅오세진

Journal of the KOSOS, Vol. 30, No. 2, 201560

Table 5. The results of post-hoc analysis for ECG(LF/HF) in 
post-test

Comparison MD SE p

Start vs. 10M .291** .088 .003

10M vs. 20M .253* .104 .021

20M vs. 30M .175 .101 .093

30M vs. 40M -.115 .094 .233

40M vs. 50M .034 .089 .707

50M vs. 60M .011 .104 .920

Note. *: p < .05, **: p < .01, M: min

조건에서 20분 이후 본격적인 졸음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Table 5 참조). 
운전자가 지각하는 졸림 정도가 실제 생리적 졸음 

정도간에 관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면조건에서는 가장 LF/HF비가 높고 주관적 졸림 정

도가 낮은 10분대와 수면박탈 조건 중에서 가장 LF/HF
비가 낮고 주관적 졸림 정도가 높은 50분대의 수치를 

바탕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r = -.464(p 
< .01)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졸음의 생리적 지표로 예상되는 ECG(심전도 LF/HF 밴
드에서의 파워비)가 효과적으로 지각된 졸음을 예측하

는지 검증하는 것이었다. 운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

집된 주관적 졸림 정도와 LF/HF비를 분석해 본 결과, 
수면 박탈 여부에 따른 운전자의 주관적 졸림정도와 

LF/HF비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주관적 

졸림정도는 30분 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30분까지 

증가하다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LF/HF비의 경

우는 20분까지 감소한 후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이 시간 전후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운전자의 주관적 졸림 정도와 실제 생리적 졸

음 지표인 LF/HF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

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졸림 정도와 심전도 간에 유

의미한 부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전날 수면박

탈의 정도가 실제 주행 시 느끼는 졸음 정도와 생리적 

졸음 지표인 심전도(ECG)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ECG가 졸음 운전을 예

측하기에 타당한 지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기존의 ECG와 졸음 간의 관련성을 연구한 선행 연

구들10-13,15,16)과 일치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운

전자가 느끼는 졸림 정도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

고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생리적 지표로 

졸음을 가장 잘 탐지하는 ECG(LF/HF비)을 살펴볼 때, 
졸음은 운전을 시작한 후 20분 이후부터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관적 졸림 정도의 보고를 보면 

30분 이후로 사람들은 졸음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사람들이 지각하는 졸림 정도

가 생리적인 지표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는 것을 알려준다. 즉 운전자들이 졸림을 지각한 시점

은 이미 생리적으로 피곤하고 졸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운전을 하는 것보다 바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려

할 수 있는 점은 충분한 수면 조건보다 졸음 박탈 조건

에서 유의미하게 지각된 졸음 수준이 높았고, LF/HF비
가 낮았기 때문에 전날 수면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

서는 평소 보다 좀 더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졸음운

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약간 졸립다고 지각된 상태가 신체적으로는 

이미 졸린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하품이 시작되거나 

졸리운 것 같다고 지각될 때 바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외에 추후 졸음운전을 예측하기 위한 생리 측정 

시스템을 개발된다면, ECG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수

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탐지했을 경우 잠을 깨울 수 

있는 다양한 피드백(e.g., 음악, 경고음, 향기, 진동)을 

제공한다면 교통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만으로는 이를 일반화하기에 어렵고, 

특히 생리적 자료와 지각된 자료 간의 시간 차이에 대

한 관련 연구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제한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 결과의 내적타당도를 저해

하는 요인으로 졸음 정도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졸음

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

각된 졸음 수준이 더 낮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5시간에 대한 정확한 수면시간을 주관적 보고

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수면 시간 보장을 위해 

새벽에 문자를 보내게 하였지만, 실험 전에 추가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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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후연

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외에 결과의 일반화를 저해

하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실험실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운전 

상황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졸음을 유도하기 위해 약간 어두운 조명과 

청각 자극이 없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실 상태는 일반 도로 운전과는 많

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운전 상황에서 실험을 진

행할 필요가 있고 특히 고속도로 운전과 시내 주행 간

에는 운전 상황이나 제시되는 자극의 차이가 크기 때

문에 이를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록 심전도(ECG)가 졸음을 가장 정확히 반영

한다고 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뇌전도(EEG), 근전도

(EMG), 호흡 등과 같은 다른 생리적 지표와 함께 측정

한다면 졸음 예측력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생리적 지표들이 지각된 졸음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에 대해 검증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예측 모델 개

발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대학생들로 연령대의 

분포가 한정되어 있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령

대에 따라 운전시간에 따른 피로도와 졸음 정도가 다

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실

험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졸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ECG의 기준 값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개인 내에서는 안정적

일 수 있지만 생리적 반응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차를 고려한 

분석방법이 필요하며 추후 시스템 개발에서도 이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ECG 측정방식이 여전히 

침습적인 방법이라는 점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침습적인 방법이 사용될 수밖에 없지만,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제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정방

안(e.g., 핸들 혹은 안전벨트 등)에 대한 모색과 이러한 

측정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ECG(LF/HF비)와 지각된 졸음 간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술한 보완점을 고려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졸음운전을 효과적으로 예

측, 감소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들에 도

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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