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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운전자에게 각성뇌파를 생성할 수 있는 SSVEP기반의 졸음퇴치 도로시설물 시제품 개발을 위하여 실험

을 통한 표준 인터페이스 모델의 개발 및 실험 검증 자료를 구축하는데 있다. 먼저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으로 

SSVEP 자극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체커 보드의 자극패턴을 만들었고 SSVEP의 주파수를 베타파 영역(13~30Hz)

내에 설정하였다. 고속도로 졸음취약지점에서 설치하여 운전중에 SSVEP 광자극에 대한 효과검증에 관한 실험

결과 주간과 야간 모두 고속도로 운전 중 SSVEP 광자극을 받으면 순간 베타파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5

분 유지기 동안 보다 높은 각성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제어 : EEG, 운전자졸음예방, SSVEP, 반복시각자극, 각성상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the algorithm of human arousal inducing interface using 

steady-state visual evoked potential(SSVEP) and its verification through experiments. In order to develop the 

model, computer-based SSVEP program simulation is preliminary performed. From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stimulus pattern is decided to checkerboard and SSVEP frequency range is set into beta wave 

(13~30Hz). After the experiment on proving the effect of SSVEP flashing stimulation while driving by 

installing it at the location of people mostly falling asleep in the highway, the result confirms that both 

during the night and the day, after SSVEP flashing stimulation, a wave Beta immediately increases and the 

subjects keep high stimulation for the 5 minute maintaining stage

• Key Words : EEG, Driver Drowsiness Prevention, Steady-State Visual Evoked Potential(SSVEP), Repetitive 

Visual Stimulus, Arous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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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운전 인구의 증가와 자동차 보급률의 지속적인 증

가로 인하여 고속도로는 국가경제 발전 촉진, 지역경

제 활성화,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 간 교류확대

를 통한 국민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계속 감소 추세

이나, 2010년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졸음운

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평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졸음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

여 사회적 비용은 연간 527억 원(2010년 기준)에 이

르고 있다[1].

이러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졸음쉼터 확

충, 캠페인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운전자에게 선

택적 및 일시적인 효과를 주고 있으나 근본적인 졸

음방지 대책이 되지 않으며, 운전자에게 청각, 촉각

적인 자극을 주기 위하여 설치된 안전시설물의 경우

에도 설치구간 및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그 실

효성이 저하되고 있다[2].

지금까지의 졸음에 관한 연구는 “운전자의 졸음상

태”와 “졸음상태에서 운전자의 행동변화 현상”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3]. 그러나 실제로 운전자가 

졸음상태에 빠진다면 이미 교통사고는 발생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운전자가 졸음상태에 빠지기 전에 

운전자의 각성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중

요하며, 특히, 졸음운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생리적 신호를 다루는 인간공학

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신호를 이용하

여 운전자의 졸음상태를 각성상태로 변환시켜 줄 수 

있는 도로시설물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의 기본 가정은 반복적 패턴 주파수의 변

화로 시각을 광자극하면 후두엽에서 그와 동일한 주

파수, SSVEP가 유발되는데, 이 후두엽에서 발생한 

SSVEP가 인간의 사고를 관장하는 전두엽까지 영향

을 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SSVEP의 

영향이 전두엽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본 

연구의 가정을 뒷받침 해준다[4-7]. 

따라서, 본 연구진은 SSVEP를 이용한 각성뇌파유

도 모델을 세우고 자극 전후의 전두엽의 베타파를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14명의 피험자중 11명

의 피험자에서 평상시 뇌파와 비교하여 SSVEP 광자

극으로 인하여 평소보다 높은 각성상태를 5분 동안 

유지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다[8]. 본 연구는 앞

선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속도로 현장실험을 진

행하였고 앞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SSVEP 기반의 

LED 전광판을 고속도로 졸음취약지점에서 설치하여 

운전 중에 SSVEP 광자극에 대한 효과검증에 관한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주간과 야간 모두 고속도

로 운전 중 SSVEP 광자극을 받으면 순간 베타파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5분 유지기 동안 보다 

높은 각성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BCI와 

SSVEP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한다 III장은 제안

하는 모델을 고속도로 현장에서의 적용환경에 대해

서 설명한다. IV장은 실험에 따라 운전 시간에 따른 

베타영역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결론

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요약한다.

Ⅱ. 배 경 지 식

2.1. 뇌전도 기반 BCI 시스템

뇌전도는 1929년 독일의 Hans Berger에 의해 처

음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측정되었다[5]. 두부내에 같

은 방향으로 뻗어있는 수천/수만 뉴런들이 동시에 활

성화되어 이온 전류를 발생시키면, 전자기파가 발생

하여 두부밖에서 측정 가능하다. 

뇌전도 데이터는 BCI 시스템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BCI 시스템은 기계 학습법(machine learning) 

의 단계와 비슷하게 크게 훈련 단계(Calibration Phase) 

와 시험 단계(Feedback Phase)로 나뉜다. 훈련 단계

에서는 사용자로부터 반복된 뇌 신호를 대량으로 측

정해서 전처리(Preprocessing)를 통해 불필요한 데이

터를 제거하고, 뇌 신호 데이터에 두드러진 특징을 

추출(Feature Extraction)한 다음, 특징적인 뇌 신호

를 구별하는 분류기(Classifier)를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분류기는 시험 단계에 서 실시간으로 들어오

는 사용자의 뇌 신호를 분류하고, 분류된 결과는 로

봇 팔, 단말기, 휠체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명령

으로 입력될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의 피드백을 통

해서 사용자는 자신의 의도가 전달되었음을 확인한

다. 최근 뇌전도 기반 BCI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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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표 1과 같이 뇌파(brain wave), ERP(event 

related potential), SSEP(steady-state evoked potential) 

가 있다. 대표적인 뇌파로는 SMR(sensorimotor rhythm, 

혹은 mu rhythm으로 불림)가 있고, ERP에서는 P300 

(자극 제시 이후 300ms에서 나타나는 양의 피크)와 

Error Potential, 그리고 SSEP에서는 SSVEP(steady- 

state visual evoked potential), SSSEP(steady-state 

sensory evoked potential)등이 있다. 

2.1. 뇌전도 기반 BCI 시스템

SSVEP는 사람의 안구에 일정한 주파수의 섬광 자

극을 주게 되면, 후두엽 시각피질의 뉴런들도 그와 

동일한 주파수로 반응하게 되며, 이러한 뇌 활동이 

뇌전도를 통해서 측정되게 되는데, 측정된 뇌전도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확인해보면 안구에 제시한 주파

수 값에 피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6]. 4가지 심

볼을 서로 다른 주파수로 깜빡이며 안구에 자극을 

주게 되면, 4개의 피크가 뇌전도의 주파수 도메인에

서 측정되는데, 원하는 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심볼에 

집중하게 되면, 현재 집중하고 있는 심볼의 주파수 

피크가 다른 주파수 피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지

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서 내

가 대화하고 있는 가게 주인의 말만 듣는 것과 마찬

가지로, 사용자가 주시하고 있는 심볼의 주파수를 구

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SSVEP BCI는 2000

년에 Middendorf 등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각성상태에서 주로 차지하게 되는 베타파 영역(13~ 

30Hz)에서 SSVEP 자극을 받았을 경우 각성을 유도

할수 있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이러한 가정을 바

탕으로 실험을 설계 하였다.

Ⅲ. 고속도로 현장적용

3.1 고속도로 현장 실물 적용안

앞서 진행한 실내, 실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실질

적으로 효과를 내기 위하여 고속도로 현장에 실물을 

적용해 보기로 한다.

• 도로조건은 편도 2차로 구간 및 제한속도 100km/h 

로 시인성을 위하여 직선 또는 좌로 굽은 도로의 갓

길 측에 설치하기로 한다.

• 30초간 광 자극시 5분간 각성상태를 유지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분석

한 결과 표1과 같이 졸음취약지점 3곳을 선정하여 

실험구간 내에 졸음취약지점이 위치하도록 하고, 휴

게시설이 있는 경우 실험구간 종점에 휴게시설이 위

치하도록 설계한다.

Table 1. 졸음취약지점 선정

(최근 5년간 반경 200m 내 2건 이상 졸음사고 발생지점)

우선

순위
노선명 이정 방향

사고

건수

인명 피해
비고

사망 부상

1
중부

내륙선

62.8k 창원 4 0 1 고령분기점

2 73.2k 양평 3 0 0 남성주IC 부근

3 85.6k 창원 2 0 1 성주IC 부근

• LED 전광판으로 이번 실험에서 중요한 30Hz 

주파수의 체크무늬를 구현함에 있어 무늬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가시거리를 약 300m로 정의하였다. 

고속도로에서 100km/h로 주행할 경우 초당 약 30m

를 주행하게 되므로 LED 전광판 하나당 약 10초의 

노출시간을 갖게 된다. 따라서 그림 1에서와 같이 30

초간의 노출시간을 구현하기 위하여 LED 전광판을 

300m 간격으로 3개를 연속하여 설치한다.

Fig. 1. 고속도로 현장 실물 적용 설치 개요도

• 실험적용구간에 대한 노선도를 그림 2에 나타내

었다.

Fig. 2. 실험적용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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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LED 전광판은 그림 3에서와 같이 크기

는 가로 50cm, 세로 150cm로 백색 고휘도 LED를 

16×48 dots로 제작하고, 전력용량을 감안하여 태양

열 집열판으로 주간 밝기 80%, 야간 밝기 30%를 

적용하여 24시간 작동하게 하였다.

Fig. 3. SSVEP 구현을 위한 LED 전광판 설치사양

  

3.2 실험환경 및 방법

그림 4는 실제 고속도로 현장에 적용한 예를 보여

준다. 실물 적용안에서 제시한대로 300m 간격으로 

LED 전광판을 3개 연속으로 설치하였다.

Fig. 4. 고속도로 실물 적용 사진

(중부내륙선 창원방향 88km 지점)

• LED 전광판은 가로 3개×세로 8개의 격자로 형

성된 흑백의 체크무늬 패턴을 30Hz의 속도로 반복 

표출하였다.

• 태양열 집열방식으로 구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

력 용량을 감안하여 주간의 경우 LED의 밝기는 최

대의 80%로 제한하였고, 최대 밝기 때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실험은 주간 및 야간으로 각각 2회에 걸쳐 진행하

였고, 실험장비는 주행 중 실험의 편의성을 위하여 2

채널 밴드타입의 뇌파측정장비를 사용하였다.

• 그림 4의 실험적용구간에서 실험대상은 중부내

륙선 창원방향 72km 지점과 양평방향 67km 지점으

로 하였다.

• 평상시 대비 자극기와 유지기 때의 뇌파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실험은 대상지점의 2~3km 이전부

터 진행하여 약 2~3분 정도의 평상시에 해당하는 뇌

파를 측정하고, 이후 유지기는 5분간 뇌파를 측정하

기로 한다.

• 실험을 시작하기 전 휴게소 또는 지사 마당에서 

2채널 밴드 뇌파측정장비를 10-20 국제표준에 의거 

Fp1과 Fp2에 위치하도록 피험자에게 장착을 하였다. 

이 때 차량에는 에어컨의 시동을 켜 노이즈의 발생

을 최소화하였다.

Ⅳ. 실험결과 

 그림 5과 그림 5는 72k 지역에서의 베타파를 그

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 SSVEP LED 자극은 200프레임 전후방에서 일

어났으며 그래프를 보면 200프레임 이후로부터 베타

파가 상승(1.5에서 3.5)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이때는 명절을 앞두고 교통량이 평소보다 많아 

LED 전광판을 계속 주시하는 것이 힘든 환경이었음

에도 불구하고 자극기부터 350프레임까지는 베타파

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 여기서 1 프레임은 파워스펙트럼의 중첩으로 길

이는 1초에 해당한다. 따라서 150초 동안 각성

상태가 지속이 되어 주행거리는 약 4km에 해당

한다. 

- 피험자의 평상시 뇌파에서 알파블락킹의 졸음 

현상은 찾아볼 수 없었기에 운전중 기본적인 각

성상태는 유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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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베타파 평균 그래프(72K 지역)

Fig. 6. 베타영역 스펙트럼(72K 지역)

 

그림 7와 그림 8은 67k 구간에서의 베타파를 그래

프로 표현한 것으로 앞서 72k 구간의 실험이 있은 

후의 실험 결과이다. 

Fig. 7. 베타파 평균 그래프(67K 지역)

Fig. 8. 베타영역 스펙트럼(67K 지역)

• 1차 실험때와 마찬가지로 72k 지점의 광자극의 

영향이 두 번째 실험대상인 67k 지점에 영향을 준다

는 점이 이번 실험에도 나타났다. 

• 그림 7을 보면 전 구간 베타파의 평균값이 높게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동영상 육안 검사결과 자

극기는 80프레임부터 발생하여 이후 유지기 동안 높

은 베타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8에서 단순히 베타 값만 높은 뿐만 아니라 

하이베타영역도 많이 검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안하는 LED 전광판이 피험자의 

각성상태를 유지 또는 향상 시키는 데 기여하였

다고 볼 수 있다. 

- 1차 실험과 동일하게 피험자의 뇌파를 분석한 

결과 알파블락킹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

험자는 운전 중 기본적인 각성상태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  

Ⅵ. 결  론

 

고속도로 졸음취약지점에서 설치하여 운전중에 

SSVEP 광자극에 대한 효과검증에 관한 실험결과 주

간과 야간 모두 고속도로 운전 중 SSVEP 광자극을 

받으면 순간 베타파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5

분 유지기 동안 보다 높은 각성상태를 유지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정상시각유발전위(SSVEP)를 이용한 

LED 체크보드가 운전자를 각성상태로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번 실험결과를 통해 검증 되

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뇌파를 이용한 

졸음퇴치 도로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고속도로 졸음

사고를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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