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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초보와 숙련 운전자들의 주행 중 시선 탐색으로 획득하는 정보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HMD(Head Mounted Display)기반의 VR(Virtual Reality) 운전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시선의 고정 횟수, 고정 

지속시간, 체류 시간과 SGE(Stationary Gaze Entropy)를 사용한 정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시선의 정적 분석 결

과에서 초보 운전자 집단은 숙련 운전자 집단에 비해 교차로 주행 시 정면 관심영역 위주의 시선 고정 횟수가 

더 많이 나타났고, 신호등, 보행자, 차량 등에 대한 시선의 체류 시간과 내비게이션, 계기판 등에 대한 고정 지

속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또한, SGE는 최대 엔트로피 3.321bits 중 초보 운전자 집단에서는 2.455bits, 숙련 운

전자 집단에서는 약 2.867bits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숙련 운전자 집단의 시선 분포 밀도가 특정 관심영역에 밀

집되지 않고,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된 것을 의미한다.

Abstract

This paper intended to compare the difference in visual scanning information between novice and expert drivers 
during driving and there were static analyses with number of fixation, fixation duration, dwell time of gaze and 
SGE(Stationary Gaze Entropy) in intersection scenario of HMD(Head Mounted Display) based VR(Virtual Reality) 
driving simulator. As a result, in novice group, the number of fixation was higher in front area of interests, and 
there was longer dwell time for traffic lights, pedestrians, vehicles and longer fixation duration for navigation and 
dashboard than expert group. Additionally, SGE was higher in expert group. It means experts’ gaze is more equally 
distributed than novi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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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반적으로 운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로 환경 

및 교통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시각적 입력과 주의

가 필요하며, 운전 작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운전자

가 도로에서 눈을 떼 거나 중요한 시각적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사
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는 응시하는 물체들을 

샘플링(Sampling)하여 교통과 관련된 정보를 분류하

고, 수집된 시각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경계하면서 복잡한 시각 장면 중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1][2]. 하지만, 
운전 경험이 부족한 초보 운전자는 비효율적인 시

각 탐색, 주행과 관련 없는 물체에 대한 장기간의 

시선 고정으로 인해 시각적 주의가 분산되어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또한, 초보운전자는 교통 환경을 파악하고 해석

하는 속도가 느리며, 도로 및 교통 상황의 예측할 

수 없는 동적인 특성 때문에 운전 중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각 탐색을 여러 

번 반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

해, 초보 운전자들은 운전 경력자들에 비해 좁고 부

분적인 시각 탐색 정보로 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사

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4]. 
반면에, 운전 경력이 많은 운전자 일수록 더 넓

은 범위의 횡적 정보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 있는 

종적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교통 상황의 변화와 

같은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판단하는데 비교적 적

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더 넓은 분포의 시각 

탐색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다[5]. 
그래서 이와 같이 사고 발생과 연관된 시각 탐색으

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위험군 운전자를 평가

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시각 탐색은 안구 움직임의 고정(Fixation), 추적

(Pursuit), 단속 운동(Saccades)등에 따른 시선의(Gaze) 
고정 횟수(Number of fixation), 고정 지속시간

(Fixation duration), 체류시간(Dwell time)과 같은 시

각적 속성을 통해 운전자의 시선 정보를 정량화할 

수 있다[6]. 이러한 시각적 속성들은 운전 중 응시

하는 물체의 양 및 유형과 응시한 물체가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지 판단하여 중요도 순위를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변화된다고 알려져 있다[7]. 
그래서 이러한 시각적 속성의 변화가 잘 나타나는 

교차로에서 차량이나 보행자등과 관련된 자극의 유

형이 다양하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시각 자극의 양

도 가장 많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자극의 

중요도 순위 및 정보처리작업을 비교할 수 있다[8]. 
이것은 운전 경험, 즉 전문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데 초보 운전자가 도로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 중에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숙련 운전자와의 차이를 비교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운전 능력 평가는 실제 주행을 통해

서 이루어지지만, 위험 주행을 평가하는 경우 경험

이 부족한 운전자에게는 시험 중 실수로 인한 치명

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반복적인 실험 절차 

및 안전문제로 인해 VR(Virtual Reality) 운전 시뮬레

이터 환경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VR 운전 시뮬

레이터는 운전자가 실제 주행을 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한 환경을 구축한 상태에서 평가가 가능하며, 
경로 난이도, 교통 체증과 같은 특정 주행 이벤트 

및 조건을 통제하여 실제주행에서 불가능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운전 상황에 대한 참가자의 반응을 

평가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HMD(Head Mounted 
Display)기반의 VR 운전 시뮬레이터는 기존의 3D 
(Full HD, Smart TV etc.)환경보다 더 높은 집중력과 

몰입도 및 흥미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9][10].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시선 추적 기능이 가능한  

HMD기반의 VR 운전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운전

자의 시선 움직임과 주의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획

득하였다. 시험에 참여하는 운전자들을 운전 경험에 

따라 분류한 후, 시각 자극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차로 주행 환경에서 운전하는 동안 시선 추적 데

이터(Sampling frequency)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관심

영역(Area of interests)에 대한 시선 고정횟수, 체류

시간 및 고정 지속시간을 사용하여 물체를 재탐색

하는 빈도와 물체의 상태를 인지하는 시간에 대한 

시선의 정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관심영역을 

기반으로 시선의 분산을 고정 시선 엔트로피

(Stationary gaze entropy)로 계산하였으며,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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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의 분포 밀도(Distribution density)를 분석함으로

써 운전 경험에 따라 획득하는 시선 탐색의 정보량

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Ⅱ. 본  론

2.1 참가자

실험은 20대 성인 6명(Mean age: 24.7)을 실제주

행 빈도 및 주행 시간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진

행하였다. 참가자들의 분류는 주행 횟수가 불규칙하

고 주 1회 미만에 해당하는 초보운전자(Novice)와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숙련운전자

(Expert)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초보운전

자는 국내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지만, 면
허취득 후 실제 도로주행 경험이 없는 경우를 숙련

운전자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도로 주행 횟수가 비교적 적고 주기가 불규칙한 운

전자들도 초보운전자로 분류하였다. 숙련 운전자는 

자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주기적인 도로주행을 하는 

운전자들이 해당된다. 표 1은 참가자들에 대해서 초

보 운전자와 숙련 운전자들을 분류한 후, 이들의 한 

달 동안의 운전 횟수로 분류하여 나타냈다.

표 1. 참가자 분류
Table 1. Classification of participants

Novice Expert
Mean age(Years) 22.7±2.4 26.2±2.5
License(Years) 4.7±0.9 7.0±2.2

Driving
frequency
(A month)

Less than 3 2 -
between 3 to 5 1 -
More than 5 - 3

2.2 운전 시뮬레이터 및 주행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행 시뮬레이터는 Logitech 
G29 Driving Force를 사용하여 조작되고, 900°회전 

가능한 스티어링 휠, 엑셀, 브레이크, 클러치 페달 

및 주행(D), 중립(N), 후진(R), 주차(P)모드로 변속 

가능한 기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그림 1에서 보

여주고 있다. 

그림 1. 구축된 VR 운전 시뮬레이터
Fig. 1. Implemented virtual reality driving simulator

참가자들은 HTC-VIVE PRO EYE(Resolution: 1440 
×1600 pixels per eye, screen refresh rate 90Hz)의 

HMD를 착용하여 주행 시뮬레이터를 수행하는 동

안 HMD내의 Eye tracker 기능을 통해 시선 추적 데

이터(30Hz)가 수집되었다.
참가자들은 주행 평가에 앞서 시뮬레이터의 조작

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약 10분 동안의 연습 주행

(직진, 좌회전, 후진 및 정차 등)을 한 후, 내비게이

션의 안내에 따라 약 3분 동안의 주행 시나리오를 

수행하였다. 주행 시나리오는 Unity(ver. 2019.4.7.f1) 
엔진 기반의 SteamVR plug-in을 활용하여 VIVE 
PRO EYE 및 Logitech G29 Driving Force를 연동하

고, 왕복 4차로와 교차로에서의 주행이 이루어졌다. 
참가자의 주행 시나리오는 직진 및 신호교차로에서 

정차, 좌회전 후 급제동 이벤트 발생 및 차선변경 

후 우회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돌로 인해 주행

이 불가능 하거나 목적지에 도착하면 시나리오가 

종료 되고 주행 평가가 이루어진다. 
참가자가 주행 시나리오를 시작하면 내비게이션

에서 200m 전진 후 좌회전을 수행하도록 그림 2(a)
와 같이 보여준다. 주행 중인 차량이 교차로 100m
전에 도착하면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전환되

고, 참가자가 속도를 조절하여 교차로에 정차하면 

그림 2(b)와 같이 교차로 상황을 볼 수 있다. 



136 HMD-VR 운전 시뮬레이터에서의 주행 중 시선 탐색에 대한 정적 분석

(a) 내비게이션 좌회전 (b) 교차로 좌회전 (c) 내비게이션 우회전
(a) Turn left in navigation (b) Turn left at intersection (c) Turn right in navigation

(d) 급제동 (e) 교차로 우회전
(d) Sudden brake (e) Right turn at intersection

그림 2. 시나리오 주행 중 운전 장면
Fig. 2. Driving scene during scenario

이때 교통 상황 및 주변을 탐색한 후 신호에 따

라 좌회전을 수행하면 내비게이션에서 500m 직진 

후 우회전을 하도록 그림 2(c)와 같이 보여준다. 그
림 2(d)는 전방 주행 차량이 급제동할 때 참가자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차선 변경을 하는 지 시험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e)는 좌측에서 주행하는 차

량 및 보행자를 확인하고 우회전을 수행하는 지 보

여준다. 만약 참가자가 충분한 주변 탐색과정 없이 

우회전을 시도할 시 통행 차량 및 보행자와의 충돌

을 유발하도록 시나리오 설계가 되었으며, 충돌이 

일어나거나 우회전 완료 시 모든 시험이 종료된다.

2.3 시선의 정적 분석

정적 분석에 사용되는 시각적 속성 중 시선 고정 

횟수는 물체를 응시한 횟수를 의미하며, 이것은 물

체의 상태를 확인하는 빈도 수 이다. 또한, 고정 지

속시간은 주행 중 각각의 물체를 응시하고 상태를 

인지하기까지 소요되는 지속시간으로서, 예를 들어 

주행 중 운전자가 신호등 3초, 차량 2초, 신호등 5
초, 보행자 8초 동안 각각의 고정 지속시간이 소요

되는 것을 의미한다. 체류 시간은 각각의 고정 지속 

시간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운전자의 시선 분

산 및 밀도를 분석하는 데 사용한다.
또한, 운전자가 주행 중 응시한 관심 영역에 대

한 시선 분산을 기반으로 정보량의 불확실성 척도

인 SGE를 계산하여 시선 탐색을 생성하는 데 필요

한 정보의 양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SGE는 운전자

가 주행 중 응시한 물체 또는 응시하지 않은 물체

에 대한 확률(Probability) 분포를 생성되기 때문에 

Shannon‘s Entropy 기반으로 시선의 전체 공간분산

을 정량화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11].

  
  



     (1)

SGE는 운전자 시선의 분산으로 생성되는 정보량

(Bits)이며, 는 i번째 관심 영역을 응시할 확률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주행 중 하나의 물

체만 집중적으로 응시했을 경우 확률 분포는 낮아

지기 때문에 전체 물체를 골고루 응시한 운전자보

다 시선 밀도가 높게 측정되어 엔트로피 값이 낮아

지게 되는 것이다[12]. 따라서 운전자의 엔트로피 

값이 높을수록 시선 탐색이 더 균등한 분포 및 작

은 분산을 나타낸다.

Ⅲ. 결  과

운전자의 시선 탐색에 대한 정적 분석에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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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횟수, 체류 시간, 고정 지속시간, SGE의 4가지 

지표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하나의 관심영역을 응시

한 후 재탐색하는 빈도를 의미하는 시선 고정 횟수

는 교차로에서 정차 후 우회전하는 동안 임의의 관

심영역에 대해서 반복하여 탐색한 횟수를 Heatmap
을 사용하여 그림 3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운전자 집단의 각 관심영역 빈도에 대한 

평균을 시각화한 것이며, 관심영역의 시선 고정 빈

도가 높을수록 붉은색, 낮을수록 푸른색으로 나타내

었다. 그림 3(a)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초보 운전

자 집단은 정면 위주의 관심영역에서 재탐색이 이

루어지고 있고, 그림 3(b)의 숙련 운전자 집단에서

는 정면뿐만 아니라 좌·우측의 관심영역에 대해서

도 높은 재탐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집단의 고정 지속시간은 표 2에 나타내었으

며, 초보 운전자 집단(0.72sec)이 숙련 운전자 집단

(0.51sec)보다 길게 나타났다. 초보 운전자 집단에서

는 운전자 좌석에서 비교적 가까운 관심영역(사이

드미러, 룸미러, 내비게이션, 계기판)의 고정 지속 

시간이 먼 거리에 있는 관심영역(차량, 보행자, 신
호등)보다 길게 나타났다.

(a) 초보 운전자
(a) Novice driver

(b) 숙련 운전자
(b) Expert driver

그림 3. 교차로에서의 관심영역에 대한 운전자 시선의
평균 고정 횟수

Fig. 3. Average of Number of fixation by area of interests
in intersection

표 2. 초보 및 숙련 운전자 집단의 각 관심영역 별
시선의 평균 고정 지속시간
Table 2. Average of fixation duration by area of interests
for novice and expert group

Area of interests Novices (sec.) Expert (sec.)
Traffic lights 0.64 0.32
Traffic lights(Pedestrian) 0 0.82
Pedestrian 0.61 0.42
Vehicle 0.75 0.39
Navigation 0.82 0.52
Room mirror 0.99 0.37
Side mirror(Left) 1.05 0.49
Side mirror(Right) 0 0.50
Dashboard 0.86 0.43
Others 1.52 0.75
Average time 0.72 0.51

특히, 이들은 응시하지 않은 물체와 others(도로 

주위 배경, 빌딩, 식물, 가로등 등)를 제외한 관심영

역 중 좌측 사이드미러의 고정 지속시간이 가장 길

었으며, 숙련 운전자와 가장 큰 지속시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숙련 운전자 집단에서는 평균 고정 지

속시간이 0.51sec 나타났지만, 보행자신호등에 대한 

고정지속시간이 0.82sec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각 관심영역에 대한 집단 별 평균 체류 시간은 

그림 4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4에서 초보 운전자

는 특정 관심영역, 즉 차량, 내비게이션, 계기판에서

의 체류 시간이 길게 나타난 반면에, 숙련 운전자는 

전체 관심영역에 대한 체류시간의 균등한 분포가 

나타났다. 초보 운전자는 주변 환경을 제외하고 신

호등(18.5sec), 보행자(14.9sec), 통행 차량(23.7sec), 
내비게이션(21.9sec), 차량 내 계기판(26.2sec)에 비교

적 많은 시간을 할당하였지만, 보행자 신호등과 우

측 사이드 미러를 응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숙련 운전자 집단은 좌·우측 사이드미러

(21.3sec, 24.5sec)와 보행자 신호등(16.0sec)에 시선 

응시를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행 중 관심

영역을 응시하는 시간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운전

자 집단의 관심영역 별 시선 응시 확률과 SGE는 

수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이를 표 3에 나타

내었다. 여기서 시선 응시 확률은 주행하는 동안 

각 관심영역에서 30Hz sampling rate로 획득한 빈도

수(Frequency)를 전체 빈도수와의 비율로 나타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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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초보 및 숙련 운전자 집단의 각 관심영역 별 시선의 평균 체류 시간
Fig. 4. Average of dwell time by area of interest for novice and expert group

표 3. 초보 및 숙련 운전자 집단의 각 관심영역 별 시선의 평균 고정 지속시간
Table 3. Average of fixation duration by area of interests for novice and expert group

Area of interests(i)
Novices Expert

Frequency(n) Probability(Pi) Frequency(n) Probability(Pi)
Traffic lights 556 0.11 576 0.12
Traffic lights(Pedestrian) 0 0 480 0.10
Pedestrian 446 0.09 469 0.10
Vehicle 710 0.14 318 0.06
Navigation 657 0.13 312 0.06
Room mirror 182 0.04 305 0.06
Side mirror(Left) 278 0.06 639 0.13
Side mirror(Right) 0 0 736 0.15
Dashboard 785 0.16 320 0.07
Others 1364 0.27 762 0.15
Total 4978 1 4918 1
SGE(bits) 2.455 2.867

본 연구에서는 관심영역의 수를 10개로 구분하였

고, 한 명의 운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SGE는 약 

3.321bits이고, 율로 나타낸 것이다.
또한, 관심영역의 수를 10개로 구분하였고, 한 명

의 운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SGE는 약 3.321bits
이고, 이에 대한 각각의 SGE는 초보 운전자 집단에

서 약 2.455bits로 최대 SGE의 77%, 숙련 운전자 집

단에서 약 2.867bits로 최대 SGE의 90%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행 중 초보 운전자 보다 숙련 운전자의 

시선 응시 분포가 특정 관심영역에 밀집되어있지 

않고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Ⅳ. 결론 및 향후 과제

초보 운전자는 운전 중 사물 또는 관심영역을 정

확하게 인지하기 위해 동일한 물체를 여러 번 탐색

하거나, 부분적인 시각 탐색 정보로 인한 잘못된 판

단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선

의 정적분석을 사용하여 운전 경험에 따른 시선 탐

색의 차이를 비교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

험운전자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

다. 시선의 정적 분석을 위한 지표들로는 체류 시

간, 고정 지속시간, 고정 횟수 및 SGE를 사용하였

으며, 이에 대한 운전 능력 시험은 시각적 속성의 

변화가 잘 나타나는 교차로 환경에서의 VR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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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시선의 정적 분석 결과의 시선 고정 빈도에서는 

초보운전자 집단의 경우 교차로 우회전 상황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재탐색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숙
련 운전자는 좌·우측 사이드미러에 대한 재탐색 빈

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초보 운전자는 정면 위주의 

재탐색이 높은 특성이 있으며, 숙련 운전자는 비교

적 좌·우측의 관심영역에 대한 재탐색 빈도가 높은 

것 을 알 수 있다. 고정 지속 시간에서는 초보 운전

자 집단이 숙련 운전자에 비해 길게 나타났으며, 좌
측 사이드미러와 룸미러에 대한 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초보 운전자의 경우 자신의 차

량과 후방 및 측면의 차량의 거리를 인지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한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한편, 초
보 운전자집단은 보행자 신호등과 우측 사이드미러

에 대한 시선 응시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실험

에 참여한 운전자 수가 적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숙련 운전자 집단은 평균적으로 고정 지속

시간이 짧았지만, 보행자신호등에 대한 고정지속시

간이 가장 길었으며, 이것은 다음 신호를 예측하기 

위해 보행자 신호등에 대한 응시가 지속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초보 운전자 집단의 체류 시간은 

특정 관심영역에 대한 응시가 오래 지속되는 특성

이 있었으며, 이것은 주행 경로 및 위험 요소를 탐

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에 숙련 운전자 집단의 경우는 비교적 균등한 분

포가 나타났으며, 이것은 운전자가 주행하고 있는 

차량 주위 도로 상황을 탐색하는 데 시간을 소요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GE를 계산한 결과는 숙련 운전자 집단 초보 운

전자 집단보다 정보량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전체 관심영역을 균등하게 응시하며 주행했기 때문

에 시선 밀도가 낮게 측정되어 엔트로피 값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시선의 정적 분석

에서 초보 운전자 집단은 시선을 통해 특정 물체를 

응시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이 길고 정면 위주

의 시선 고정 재탐색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으며, 
숙련 운전자 집단은 전체적인 물체를 신속하게 응

시하고 운전자 차량 주위의 교통 환경 위주로 물체

를 탐색하는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향 후 연구에서는 운전자 시선의 이동, 방향, 속
도 등과 같은 연속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보다 세부적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추가적으로 운전 경험이외

에 연령에 따른 고령운전자들의 시선 탐색과 교차

로 이외의 다양한 주행 상황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된다면 기존의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정책

에서 객관적 기준을 활용한 운전 면허증 반납 정책

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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