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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운전자의

졸음 상태 체크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Drowsiness Checking System
for Drivers using Eyes Image His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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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roximately 23% of traffic accidents appear to be caused by drowsiness while driving. This fact shows that drowsy 
driving is a big factor in many traffic accident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a drowsiness checking system is necessary to 
prevent drowsy driving. In this paper, we analyse the changes of the histogram of eye region images which are acquired using 
a CCD camera. We develop a drowsiness checking system using this histogram change informa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our proposed method enhances the accuracy of checking drowsiness by nearly 98%, and can be used to prevent 
vehicle accidents due to the drowsiness of a dr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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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졸음은 각성과 수면의 중간상태에서 의식이 사라지면서 

수면으로 진행 과정으로 정의한다. 특히 운전과 같은 특수

한 상황에서는 상당한 위험 요인들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

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졸음운

전으로 인한 사고는 총 321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하루 평균 약 7건의 교통사고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사고 피해의 심

각성을 나타내는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을 보

더라도 졸음 운전사고는 5.0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4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속도로에서의 

경우는 17.9로 7.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졸

음이 운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느린 반응속

도, 정확한 상황판단력의 부족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위험성을 가지는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의 

졸음 상태를 파악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해줌으로서 사고를 

방지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4]. 이러한 시

스템들은 운전자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직

접 부착하거나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때 운전자에게 시스템으로 인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

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CCD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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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영상을 획득한 후 이를 처리하

여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졸음 상태 체크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기존의 졸음 감지 방법

기존의 졸음운전 방지 시스템에서 운전자의 졸음을 감지

하는 방법은 운전자의 생리신호 변화를 측정하여 운전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 운전자의 핸들조작 패턴과 핸

들에 가해지는 손의 악력 변화, 그리고 운전 지속 시간 등

을 측정하여 판단하는 방법, 영상처리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얼굴을 분석하여 졸음 상태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을 적용한 예로는 “AR
계수와 SVM을 이용한 뇌파 기반 운전자의 졸음 감지 시스

템” [5]등이 있으며 이 방법은 매우 높은 졸음 판단의 정확

성을 가지는 것이 장점이나 운전자로부터 여러 가지 생체

신호를 측정하기 위하여 몸에 전극 패치 등을 부착하는 접

촉식 방식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초

래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두 번째 방법은 운전자 고

유의 운전습관과 특징에 맞는 졸음운전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나 이를 위한 패턴들의 갯수가 무한대에 가깝

기 때문에 정규화가 힘들어 범용적인 시스템에 적용하기에

는 부적절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방법을 적용

한 예로는 “눈 움직임 검출 및 눈 폐쇄 상태 인지 기반의 

운전자 졸음 감지 시스템” [6]등이 있으며 이 방법은 비접

촉적인 방법으로 90% 이상의 졸음판단 정확도를 가지며 

실제 운전자에게 적용함에 있어 매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수행하기 위한 영상처리 과정에서 특징점들을 

추출하여, 운자자의 졸음상태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 특징점



Development of Drowsiness Checking System for Drivers using Eyes Image Histogram 331

 

그림 1. 전체적인 시스템의 알고리즘 구성도.
Fig. 1. The algorithm configuration of the system.

그림 2. Haar-like 특징의 프로토타입.
Fig. 2. Prototype of Haar-like feature.

그림 3. 프로토타입의 증가 블록도.
Fig. 3. Increase Block diagram of prototype.

들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일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본 논문

에서는 비접촉식 방법인 영상처리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

여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특징점 추출 방식의 어려움을 극

복하기 위하여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한다

[10-12].
III.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졸음 감지 방법

제안하는 졸음 체크 시스템은 아래 그림 1과 같은 알고

리즘을 통하여 운전자의 졸음을 체크하게 된다.
위 구성도에서 나타난것과 같이 우선 입력되는 영상에서 

얼굴부분중 눈 영역을 추출하기 위하여 그레이 변환을 적

용한 후 Haar-like 특징과 adaboos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얼

굴 및 눈 영역을 인식하고, 인식된 영역만을 추출하여 그레

이 변환 및 히스토그램 균일화를 이용하여 전처리를 수행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졸

음을 판단하기 위한 값인 DDV를 계산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운전자의 졸음 상태를 체크하여 각성기를 구동시

키는 방식이다. 
1. 얼굴과 눈 검출 방법

1.1 Haar-like 특징의 프로토타입

Haar-like 특징을 사용하는 이유는 얼굴과 눈 검출에 있

어서 pixel 을 이용한 연산이 아닌 얼굴과 눈의 특징을 이

용하여 각 영역 안에 있는 픽셀들의 값을 더하여 영역의 

합을 구하고 그 값들에 가중치(weight)를 곱한 합만을 계산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지 영상이 아닌 동영상으로의 

적용이 용이하다. 그림 2는 Haar like 특징들의 prototype 들
로써 윈도우에서 특정에 맞게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이 가

능해진다[4,6].
1.2 AdaBoost를 이용한 인식률 향상

본 논문에서는 Boost 알고리즘 중에서 단순하고 효율적

인 AdaBoost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얼굴과 눈으로 

판단 할 확률을 높인다. 이 알고리즘은 장점은 classifier 하
는 stage가 올라갈수록 각 Haar-like feature의 프로토타입들

의 위치가 얼굴의 미세한 정보까지도 나타내는 장점을 가

지고 있다. AdaBoost 학습 알고리즘으로 얻은 특정값들은 

그림 3과 같이 단계(stage) 별로 그룹화(classifier) 한다.
이러한 그룹화는 더 강력한 인식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단계를 거듭할수록 전 단 계보다 더 많은 수

의 특정값을 만들어서 그룹화를 하며 본 논문에서는 얼굴

은 30단계, 눈은 20 단계로 그룹화를 하여 실험하였다[3,4].
1.3 Haar–like 특징을 이용한 얼굴 및 눈 검출

얼굴과 눈의 영상 이미지 데이터를 받아 얼굴과 눈 부분

에 윈도우를 씌운 후 그 영역에 대해서 Haar -like 특징값을 

구한다. 그 다음 AdaBoost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선택된 

Haar-like 특징을 그룹화하여 저장한다. 이 때 첫 번째 단계

의 그룹에서는 가장 적은 9개의 Haar-like 특징이 들어간다. 
단계는 총 30단 계로 그룹화 되고 이때에는 200개 의 프로

토 타입이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그룹화한 데이터들은 텍

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어 얼굴 검출과 눈 검출 에 있어서 

hidden cascade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얼굴 검출의 경

우 24*24 크기의 윈도우로 정해졌고 30개의 단계로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Haar-like 특징의 개수도 증가하고 각각

의 프로토타입들도 세밀한 부분까지 위치하게 된다. 또한 

눈 검출의 경우 16*16 크기의 윈도우로 20단계로 구현하였

다. 그림 4는 얼굴 및 눈 영역 검출을 수행한 결과 이미지

이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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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aar-like & adaboost를 이용한 얼굴 및 눈 영역을 검출.
Fig. 4. Face and eyes detection using Haar-like & adaboost.

2. 히스토그램 균일화

히스토그램은 이미지나 영상의 명암 값의 빈도수를 나타

내며 히스토그램 값은 외부 밝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
지만 값이 변한다면, 졸음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잡기 어

렵다. 따라서 전처리 및 영상 처리 기법 중 기본적인 방법

인 히스토그램 균일화를 사용한다. 히스토그램 균일화는 영

상의 히스토그램이 평탄하게 되도록 명암값의 재분배를 통

해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히스토그램은 2차원 함수 

Y=H(X)로 표현될 수 있다. 히스토그램에서 보이는 연속된 

두 local maxima사이에는 한 개의 local minima가 존재하며 

두 local maxima사이 혹은 두 local minima사이는 이미지에

서 같은 특성을 갖는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히스토그램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local maxima와 local 
minima를 찾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히스토그램에서 너

무 많은 local maxima와 local minima가 존재했을 때 이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특성을 구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1
차원 저역통과 필터를(Low-pass filter) 이용하여 히스토그램 

균일화를 수행한다. 우선, 각 픽셀의 intensity 값에 대한 

histogram, distribution을 만든다. 단순화해서, intensity가 0부
터 15 (실제론 보통 0~255), 4*4크기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

이 histogram이 만들어져 있다.
intensity가 8인 값이 2개, 9인 값이 3개, 11인 값이 6개, 

12인 값이 3개, 13인 값이 2개이다. 이것을 누적분포함수, 
즉 CDF로 바꾸면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다. 현재 CDF는 높

은 Intensity 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이다. 붉은색 점선은 

Ideal distribution (이상적 분포)이다. 이 선으로 따라 분포가 

이루어져 있을수록 안정적이다. 따라서 점선에 맞춰 intensity 
증가할수록 CDF도 증가하도록 재설정해준다. 점선에 맞춰 

intensity 증가할수록 CDF도 증가하도록 재설정해준다[7].
3. 졸음 판단

앞에서 얼굴 추적과 눈 영역을 얼굴에서 따로 추출한 후 

전처리과정을 거쳐 입력 영상의 히스토그램을 얻었다. 이제 

구해진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졸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DDV (Drowsiness Determined Value) 값을 계산한다. 히스토

그램에서의 DDV값은 전체 이미지의 구성 성분중 졸음 판

정 영역으로 설정한 명암도를 가지는 픽셀의 백분율을 나

타내는 것으로 눈 영상의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되고, 졸음판

정을 하는데 유용한 데이터로 사용된다[7].

그림 5. 히스토그램의 분포.
Fig. 5. Distribution of the histogram.

그림 6. 히스토그램의 누적분포함수.
Fig. 6. CDF of the histogram.

그림 7. 재분포된 히스토그램의 누적합.
Fig. 7. The re-distribution of the histogram.

(a) Darkness condition.

(b) Normal condition.

(c) Brightness condition.

그림 8. 조명상태에 따른 추적된 눈 이미지.
Fig. 8. Tracking eye image according to the ligh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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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각성기의 회로.
Fig. 10. Circuit of awaken machine.

그림11. 실험 시스템 구성.
Fig. 11. The experimental system configuration.

(a) Darkness condition.

(b) Normal condition.

 

(c) Brightness condition.

그림 9. 추적된 이미지의 균일화 결과.
Fig. 9. Equalization result of the trackin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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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h는 눈 영역 이미지 전체의 명도값을 나타내

는 것으로 0에서 255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며, s는 졸음 판

정 영역으로 설정한 명도값으로 0에서 74까지의 값을 가지

게 된다. 또한, Ph는 눈 영역 이미지 중 명도값이 h인 픽셀

의 개수를 나타내며 PS는 졸음 판정 영역 중 명도값이 s인 

픽셀의 개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입력된 눈 이미지의 DDV 
값이 구하고, 이를 식 (2)에 적용하여 현재 입력되어지는 

눈 이미지의 상태를 나타내는 값 DV (Decision Value)를 구

하게 된다[8-11].

 








정상눈 i f  
 졸린눈 i f ≤  (2)

이때 DV의 판정의 기준값인 29는 정상적인 운전자의 눈 

이미지와 졸린 상태의 운전자의 눈 이미지를 비교분석하여 

얻어진 값이다. 또한 판정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각각 

따로 판정한다. 이렇게 오른쪽 눈 DV값 (DVR)과 왼쪽 눈 

DV값 (DVL)이 정해지면 아래 식 (4)를 이용해서 최종적인 

졸음 상태 판정(RV: Result Value)을 수행한다.

 









정상상태 i f ≦
졸린상태 i f   

(3)

최종적은 RV값이 나오게 되면 이를 블루투스를 통하여 

각성기로 전송하게 된다.
4. 각성기

운전자에게 간단한 방식으로 경고음을 주기 위해 마이크

로프로세서 모듈, 블루투스(FB155bc), 스피커를 연결한 각

성기를 구성하였다. 또한, 운전자가 각성기를 블루투스 통

신이 가능한 거리에서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면, 마
이크로프로세서 인가되는 전압과 블루투스에 인가되는 전

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블루투스 모

듈에는 LD1117을 사용하여 전압을 보정하였다. 각성기의 

동작은 최종 판정 값인 RV값이 블루투스를 통하여 입력되

면, 1의 신호가 도착할 경우, 스피커를 통해서 졸음 경보음

을 발생하며, 0의 신호가 도착할 경우, 대기모드로 동작하

게 된다.

IV. 실험 결과 및 고찰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은 모닝 차량에서 실행하였

으며, 카메라는 운전자와 거리 70cm 정도를 유지하여 촬영

하고 카메라의 위치는 운전자의 시야를 최대한 가리지 않

는 곳에 설치하였다. 아래 그림 11은 차량 내부에 설치된 

시스템의 전체적인 모습이다.
실험은 30명이 10시에서 15시 사이에 실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의 졸음 판정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실험들은 10회의 반복실험 결과 얻어지는 DDV 값들의 

평균을 최종적인 대상의 DDV 값으로 인식하여 졸음 상태

를 판정하였다. 다음 그림 12와 13은 정상 상태 실험대상 

운전자들의 전체적인 히스토그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2와 13을 비교하면 졸린 상태 히스토그램이 정상

상태보다 밝은 명암도 값을 가지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간격도 촘촘하며, 반대로 정상상태는 졸린 상태보다 

어두운 명암도 값을 가지는 부분이 많고 촘촘하다. 이는 사

람의 눈동자 부분에 있는 검은색, 즉 명암도 값이 낮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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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ft eye.

(b) Right eye.

그림12. 정상 상태의 눈 히스토그램.
Fig. 12. Eyes histogram of normal state.

(a) Left eye.

(b) Right eye.

그림13. 졸린 상태의 눈 히스토그램.
Fig. 13. Eyes histogram of sleepy state.

(a) Left eye.

(b) Right eye.

그림14. 정상 상태인 운전자들의 DDV 값.
Fig. 14. DDV value of normal state driver.

(a) Left eye.

(b) Right eye.

그림15. 졸린 상태인 운전자들의 DDV 값.
Fig. 15. DDV value of sleepy state driver.

분이 졸린 눈과 정상 눈과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을 나타

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 14와 15는 실험대상 30명
의 히스토그램을 식 (1)을 통하여 DDV 값으로 변환한 결

과를 나타낸다.
그림 14와 그림 15는 정상 상태인 운전자들과 졸린 상태

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DDV값의 결과이다. 우선 

정상 상태인 실험 대상 운전자들의 경우 그림 14와 같이 

평균 29정도의 DDV값이 측정되었다. 하지만 실험 대상 5
번의 좌안과 실험 대상 14번의 우안의 결과는 29를 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사람의 양쪽 눈의 크기가 서

로 같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졸린 상

태인 실험 대상 운전자들의 경우 그림 15와 같이 평균 28

정도의 DDV값이 측정되었다. 최종적인 졸음 상태의 판단

은 식 (2)와 식 (3)을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한 

쪽만 29가 넘는다면 정상상태로 판정하고, 양쪽 눈을 전부 

감은 상태만을 졸음으로 인식하였다. 그 결과 제안하는 시

스템의 최종적인 졸음 판정률은 98%를 나타내었다.

V. 결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졸음 상태 체

크 시스템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타당성을 보였다. 종래

의 졸음 상태 체크 시스템들은 운전자에게 전극패치 같은 

운전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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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식 방법인 영상처리를 이용한 방법에서도 눈썹, 입 

등의 특징 영역 검출을 통해 감지함으로 인해 검출 방법 

설계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제안한 히스토그램

을 이용한 졸음 상태 체크 시스템은, 입력되어지는 이미지

의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단순 계산을 통하여 졸음을 검

출하기 때문에 특징 영역 검출 방법 설계의 어려움을 상당

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특히 실시간으로 구

동되어야 하는 졸음 방지 시스템에 있어 산술계산만을 이

용한 처리 방법은 특징 영역 검출보다 처리과정이 간단하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아직 초기 연구 단계로서 

조명에 따른 히스토그램의 변화를 보정하는 방법과 졸음 

상태 체크를 위한 알고리즘에 많은 보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더욱 체계적인 히스토그램 보정 방법

과 졸음 체크를 위한 알고리즘을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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