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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동차와 운전자의 수는 많아졌고, 운전자가 운전하는 

시간은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첨단운전지원시스템(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이 개발되어 자동

차 내부에 장착되었고, 이는 운전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운전자

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10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할 때, 총 교통사고 비용은 약 17조 9천억원이었고 이는 

국내총생산의 1.53%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금액 가운

데 도로부문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비중이 약 

98.7%로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을 OECD 여러 국가와 비교

할 때, 2010년 현재 28~30위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개선속도

를 볼 때 OECD 국가와의 교통안전 격차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  

따라서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특히 도로부문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교통사고의 발생은 도로조건, 교통안전시설, 차량조

건 등에 의해 형성된 물리적인 교통상황에서 교통참가

자인 운전자와 보행자가 어떠한 교통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3]. 

이와 같은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사소한 실수를 하거

나 부적절한 운전행동을 하는 동시에 위험발견이나 판

단까지 잘못할 경우에 그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운전자

의 사소한 실수나 부적절한 운전행동을 야기하는 요인

으로는 과속운전, 음주(약물)운전, 피로와 부적절한 주

의행동 등의 요인이 있다[4]. 

따라서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획득해야 하고, 획득한 정

보들을 바탕으로 교통환경에 적합한 교통행동을 해야만 

한다. 

운전자는 운전과 관련한 정보 획득의 90%이상을 시

지각 활동으로 한다. 다른 감각으로는 가까운 거리나 좁

은 범위에 한정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에 반해, 시

각은 먼 거리의 범위까지 정보 획득이 가능할 뿐만 아니

라 방향, 형태, 속도 등에 관한 정보까지도 정확하게 획

득할 수 있어 운전자 시지각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5]. 

그러나 운전자의 운전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

동차 내에 장착된 정보제공 시스템들은 운전자의 시각 

분산을 유발하고, 운전자에게 다량의 정보를 무분별하

게 제공함으로써 인지부하를 높여 교통사고의 발생가능

성을 높이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밝

혀지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서는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운전자의 주의분산과 집중력 감소로 인해 발생

하였음을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운전 중 문자메시지

를 이용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23배 증가하고, 

이는 사물에 대한 운전자의 순간적인 반응시간이 30%

정도 늦어지면서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고 분

석하였다[6].  

또한, 2010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충돌 사고 가운데 

93%의 주된 원인이 운전자의 휴먼 에러인 것으로 나타

났다[7]. 

따라서 차량 내부뿐만 아니라, 차량 외부의 교통환경

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다량의 정보가 제공

되고 있는 현재의 교통환경에서 자동차 자체나 차량 내 

시스템들은 운전자에게 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쉽게 지각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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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여 운전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만 할 것이다. 이를 인간-자동차 인터랙션(HVI: 

Human-Vehicle Interaction)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HVI 기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운전을 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자원

(resource)을 활용하고 있는지, 가용한 자원이 어느 정

도인지 등에 관한 ‘운전부하’ 연구를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운전자의 운전부하를 정량화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면, 자동차 및 차량 내 시스템은 운전자의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운전자와 지능적인 인터랙

션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운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운전부하 관리 기술이란 

1. 정의 및 중요성 

작업부하(workload)는 과제수행에 필요한 정보처리 

능력의 양으로 정의할 수 있다[8]. 본 글에서는 운전자

가 운전환경에서 운전작업을 하면서 경험하는 부하를 

의미하므로, 작업부하라는 용어 대신 운전부하(Driving 

Workload)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운전부하 관리자(Workload Managers)란 운전자의 상

태가 과부하 또는 주의분산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운

전자가 차량을 조작하거나 기타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보 또는 경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시

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9]. 

최근 델파이의 최고기술경영자 제프 오웬스는 운전자

-상태 센싱 시스템(driver-state sensing system)과 실

시간 운전부하-관리 시스템(real-time workload-

management systems)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상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집중도를 모니

터링하고, 운전자가 도로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

을 때 경보를 제공하거나, 이용 가능한 연결 콘텐츠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것

은 안전과 연결된 운전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10]. 

2. 운전부하 관리자의 유형 

P. Green[9]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운전부하 관리자

는 운전부하를 관리하기 위해 측정 및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운전 상황(driving situation), 운전자 조작

(driver input), 주행 성능 및 반응(vehicle performance 

and response), 그리고 운전자 상태(driver state) 등 4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 운전 상황기반 운전부하 관리자 

운전 상황을 기반으로 한 운전부하 관리자 시스템에

서 측정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도로너비, 곡률, 시간대, 

제한속도, 경로(회전), 마찰계수 등이다. 이와 같은 요인

을 측정하여 운전부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로구간별

로 사고 데이터를 연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도

로구간별로 사고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고, 사고

가 적게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수를 추정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9]. 

나. 운전자 조작기반 운전부하 관리자 

운전자 조작 기반 운전부하 관리자 시스템에서는 운

전자가 조향 핸들, 브레이크 및 가속 페달 등을 조작함

으로써 발생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운전부하를 

관리한다[9]. 

운전자 조작정보는 차량의 종/횡방향 제어라는 1차 

과제(primary task)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이므로 운전

자의 운전부하 측정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운전 조작정보는 차량으로부터 직접 획득

하거나 별도의 센서를 이용하여 수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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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행 성능 및 반응 기반 운전부하 관리자 

주행 성능 및 반응을 이용한 운전부하 관리자는 대표

적으로 차량 속도와 차로에서의 위치, 가속 정보 등을 

측정/수집한다. 이와 같은 유형에서는 차량 속도정보는 

비교적 쉽게 습득할 수 있지만, 이 외에 차로에서의 위

치정보나 측면 가속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차선추적

기(lane tracker)나 별도의 센서를 부착하여 정보를 수

집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9]. 

라. 운전자 상태기반 운전부하 관리자 

운전자의 상태는 대표적으로 운전자의 심장박동률이

나 시선 방향 등을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운전자의 시선

방향에 대한 정보는 주의분산을 알아보기 위한 최상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운전자의 상

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센서가 필요하다는 단

점이 있다. 

상기와 같이 운전부하 관리자의 4 가지 유형을 살펴

보았지만, 대부분의 운전부하 관리자 시스템은 기본적

으로 차량에 장착된 센서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

일 유형이 아닌 여러 유형들을 결합한 혼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9]. 

Ⅲ. 운전부하 관리 기술개발 동향 

본고에서는 기술의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운전부하 관리 기술개발 동향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외 기술동향의 경우,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몇몇의 연구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국

내의 경우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결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국외 기술동향 부분은 산업계를 중심으로 기

술내용을 구성하였으나, 국내 기술동향 부분은 연구기

관의 기술개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1. 국외 기술개발 동향 

가. Ford社 

Ford社의 운전자 운전부하 추정자(Driver Workload 

Estimator)는 (그림 1)과 같이 레이더나 카메라와 같은 

센서 정보와 운전자가 스로틀, 브레이크, 조향휠을 조작

함으로써 입력되는 정보가 결합된 실시간 데이터를 이

용하여 운전부하를 측정한다.  

본 시스템은 운전 상황에 대해 측정된 운전부하를 기

반으로 차량 내 장치를 관리하는 기능을 기능을 제공한

다. 예를 들어, 운전부하 추정자는 운전자가 속도를 높

이기 위해 스로틀 페달을 밟는 상황을 차량 내에서 전화

벨이 울리기에 부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기능은 운전부하가 높은 상황에서 운전자

가 도로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MyFord® 

Touch의 한 부분으로 이용이 가능하다[11]. 

Ford社는 차량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정보와 운전자

의 상태 정보가 결합된 정보를 주의분산에 대한 필터링

뿐만 아니라,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이나 보행자 검출 

시스템과 같은 ADAS를 위한 초기 경고 정보로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12]. 



 

황윤숙 외 / Human-Vehicle Interaction을 위한 운전부하 관리 기술개발 동향 5 

나. Denso社 

Denso社의 운전자 운전부하 관리(Driver Workload 

Management)는 GENIVI(GENAVA In-Vehicle Infotain-

ment alliance)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GENIVI 운전자 운전부하 평가자(Driver Workload 

Assessor)는 현재 운전부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입력 소스를 모니터링하여 현재 수준에서의 운

전부하를 평가하고, HMI 컨트롤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그림 2) 참조). 

GENIVI 애플리케이션 관리자와 팝업 관리자는 

HMI(Human-Machine Interface) 시스템을 컨트롤하

고 운전자가 과부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보 간 우선순위를 정하며, 애플리케이션/정보 보류를 

결정하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 친화형(driving 

friendly)’ HMI 모드 명령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13]. 

다. 기타 

운전자의 운전부하 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은 볼보社의 지능형 운전정보 시스템(Intelligent 

Driver Information System)과 Saab社의 통화관리기

(Dialogue Manager)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기술은 조향

각, 브레이크 작동, 방향 지시등, 우적 센서 등 차량 네

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정보를 이용해 운전자의 운전부하

를 추정하고, 운전부하가 높을 때 휴대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전달을 지연시킴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

원하고 있다[14].  

이 밖에도 Motorola社는 차량 속도, 조향각, 기어 위

치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운전부하를 계산하

여 그 결과에 따라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제어하는 

‘Polite Phone’ 기술을 개발하였다[15]. 

2. 국내 기술개발 동향 

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까지 운전자의 운전부하를 정량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능형 멀티모달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개

발을 진행하였다[16]. 

본 운전부하 관리 시스템(Driving Workload Manage-

ment System)에서는 운전자의 심리적 특성 및 운전에 

대한 태도 등을 기반을 개발된 주관적 운전부하 예측 정

보, 운전자의 행동/상태 정보, 도로/주행 상황 정보 등

을 기반으로 운전자의 운전부하를 정량화한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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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하게는 운전자가 29문항으로 구성된 주관적 운전

부하 예측도구에 응답함으로써 운전자의 운전부하 산출 

시 운전자의 성격 및 태도를 기반으로 한 주관적 운전부

하 예측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본 도구에 대한 타당도

는 차량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험연구를 통해 입

증하였다[17] 

또한, 운전자가 조향휠, 가/감속 페달 등을 조작함으

로써 입력되는 정보와 GPS 등과 같은 차량 움직임 정보 

등을 기반으로 운전자가 수행하고 있는 운전과제를 판

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각각의 운전과제(예, 회전, 

유턴, 급/가감속 등)를 수행하며 나타날 수 있는 운전부

하의 차이를 고려하고자 함이다. 

운전과제에 따른 운전부하의 차이는 실 차/실제 도로

를 기반으로 수집한 운전자의 뇌파 정보를 이용하여 분

석한 결과[18]를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는 본 운전부하 관리

시스템은 Paul Green[9]이 제시한 혼합형 운전부하 관

리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운전부하 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운전자의 운

전부하는 세부 운전부하(시각, 청각, 인지, 신체)와 통합 

운전부하이며,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세부 운전

부하 정보를 기반으로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원 모

달리티로 제공하도록 설계하였다. 즉, 운전자에게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할 때, 운전자의 시각, 청각, 인지, 신체

의 운전부하를 비교하여 여유가 있는 자원으로 제공하

는 것이다. 이 때 모달리티의 종류는 시각, 청각, 촉각이

며, 각 모달리티는 두 가지 이상의 세기/강도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본 시스템은 Yekers와 Dodson의 법칙

[19]에 따라 운전자의 운전부하 상태를 저부하 상태

(underload), 정상 상태, 과부하 상태(overload)로 구분

하여 산출함으로써 운전자의 단조로움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본 운전부하 관리 시스템은 주행 중에 운전자의 운전

부하를 정량화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운전

부하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전부하 및 주행 상황 

정보 등을 운행별로 저장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이와 같은 운전부하 정량화 관리 시스템은 차량 매립

형 AVN(Audio Video Navigation) 단말기((그림 4) 참

조)[16] 및 다양한 OS 기반의 스마트폰 버전(안드로이

드 버전, iOS 버전 등)으로 개발 완료하였다. 

나.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은 FOT(Field Operational Tests) 

기반의 운전 상황/도로 상황 모델링 및 분석 기술을 개 

발하였다((그림 5) 참조)[20].  

본 기술개발을 통해 운전자 254명의 운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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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주행상황 패턴 분석이 가능한 DB를 구축하였

고, 현재 DVI(Driver-Vehicle Interaction)라 명명하여 

자동차부품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용화 서비스를 실

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운전 상황 및 도로 상황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차량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한 HVI 

테스트 베드(test bed)를 구축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뇌파(EEG: Electroence-

phalography)를 이용하여 운전자의 운전부하를 측정하

기 위해 β/α 정보를 활용한 것과는 다르게 FOT를 기반

으로 수집한 운전자의 뇌파 데이터를 이용하여 운전자

의 운전부하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다.  

실제 도로에서 운전자가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측정한 뇌파 정보의 β파 범위에는 차량의 진동으로 발

생한 정보가 중복되어 있기에 차량 진동에 의한 정보를 

제거하여 운전자의 순수한 운전부하를 정량화할 수 있

도록 half β/α를 이용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20]. 

Ⅳ. 결론 

본고에서는 HVI 기술을 위해 필수적인 운전자의 운

전부하 관리 기술의 개요 및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에 대

해 살펴보았다. 

최근 차량 내부에서 제공되는 다량의 정보로 인해 발

생하는 운전자의 과부하 문제, 국도나 고속도로에서의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부하 문제 등은 실제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의 운전부하를 최적화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의 중요성 및 산업계의 수요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운전부하 관리 기술 및 이를 기반으로 

한 HVI 기술은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스마트카와 자율주

행 자동차 기술 등 지능형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있어 운

전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운전자 상태 

인식 분야 요소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 탈(脫)교통사고를 위한 자동차 

및 차내 시스템 개발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운전부하에 기반한 최적의 정보관리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약어 정리 

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AVN Audio Video Navigation 

DVI Driver-Vehicle Interaction 

EEG Electroencephalography 

EEG Electroencephalography 

FOT Field Operational Tests 

GENIVI GENAVA In-Vehicle Infotainment alliance 

HMI Human-Machine Interface 

HVI Human-Vehicle Interaction 

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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