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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현대모비스의 제안으로 The 안전한 공공버스 실천을
위한 산관연 업무협약(시범사업 등) 체결
현대모비스는 경기연구원에 2020년 9월 경기도 시내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뇌파를 이용한 안전 운전 지원시스템 기술 개발 협업 제안
경기도, 경기연구원 및 현대모비스는 현대모비스의 관련 기술 개발 협력(시범사
업 등)을 통한 The 안전한 공공버스 실천을 위한 산관연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는 공공버스 운전직을 대상으로 현대모비스의 엠브레인(뇌파 측정 이어
셋형 부주의 경고장치) 시범사업 추진
현대모비스의 엠브레인은 이어셋형 뇌파 정보 수집 분석을 통행 부주의(졸음여
부)를 판단하여 알람(경고)하는 안전 운전 지원시스템
기본사양에 이어셋형 뇌파 센서, 제어기/모바일 디바이스(스마트폰 APP 대체)
로 구성, 옵션사양으로 DSM(카메라형), 다양한 출력장치(저감모듈) 제안

시범사업을 통해 뇌파 측정 부주의(졸음) 알람의 버스 운행 중 평균 주의력
증가 및 부주의 발생 감소 효과 확인
버스 운행 시간대별 부주의 발생 비교 결과, 알람 활성화 시 비활성화 대비 부주
의 발생이 25.3% 감소, 특히 식후 회차 시 29.7% 감소 효과
구간별 주의력 및 부주의 발생 비교 결과, 주의력은 고속도로 0.04%, 시내도로
0.05% 증가에 그쳤으나, 부주의 발생은 고속 24.2%, 시내 20.4% 감소 효과
부주의 발생 전후 주의력 비교 결과, 주의력 복귀시간이 알람 활성화 시 2.3초로
비활성화의 6.7초보다 빠르고, 1초 내 복귀 비율도 53.5% 대 51.8%로 높음

뇌파 측정 이어셋의 만족도는 4.5점으로 중간 수준, 경고 시점, 소리 크기,
지속 시간, 효과성 전반에 개선 필요
시범사업(뇌파 측정 이어셋)의 만족도는 4.5점, 충성도 6.0점, 추천도 1.0점으로
만족도, 충성도의 중간 수준에 비해 추천도는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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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 측정 이어셋형 부주의 경고장치에 대해 경고 시점의 적절성, 소리 크기의 적
절성, 소리 지속 시간의 적절성, 경고에 의한 졸음 탈출의 효과성 전반의 개선 필요

경기도 공공버스 운전직 안전 운전 지원을 위해 뇌파 센서 이어셋형 부주의
(졸음) 경고장치의 단계적 도입 추진
뇌파 활용한 부주의 경고장치는 기존 근로시간 단축 등 예방적 대안에 비해 직접
적으로 관리, 경고 및 조치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 방안
경기도 시내버스 중 우선 공공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기기의 착
용 편의, 구조의 개선 및 다양화 등의 반영을 전제로 단계적 도입(보급) 추진
사업추진 체계는 버스재정지원금을 활용한 버스업체에 사업비 실비 지원을 전제
로 기존의 경기도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 추진체계를 인용하는 방안 제안

경기도 공공버스 전체 2,055대에 도입 시 버스재정지원금 3년간 1,847백만
원 소요 예상(도비30%, 시군비 70%)
경기도 버스재정지원금(도비30%, 시군비 70%)의 시설개선(기존차량, 기본사
양)과 차량고급화(신차출고, 기본+옵션) 사업비로 도입 추진
2022년 300대(기존차량 200대, 180백만원 소요)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전
체 2,055대(기존차량 1,659대, 신차 394대, 1,847백만원 소요)에 단계적 보급
현대모비스의 엠브레인 기반 버스 안전 운전 지원시스템 도입으로 버스 졸음운전
사고 예방 효과, 버스 운전직 자기관리 개선, 이용자의 신뢰 및 이용률 증가 기대

버스 첨단 안전 운전 지원과 함께 이용 승객 응급상황 감지 대응을 통합한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로 고도화 추진
경기도, 경기연구원 및 현대모비스와 ‘The 안전한 공공버스’를 위한 업무협약으
로 뇌파 활용 부주의 경고장치 및 관련 기술 개발 협력 추진
단기적으로는 버스 운전자 상태 판단 및 경고장치의 개발, 중장기로 버스 승객
응급상황 감지 대응을 통합한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로 고도화 추진
요소기술로는 뇌파, 피부 전도도, 심전도, 혈압/맥박 비접촉 측정, 실내 공기질/
유해 원소(CO2, 알코올 등), 악취 측정, 승객 위치/자세 측정 기술 등 제안

키워드 버스 운전자, 안전 운전 지원시스템, 뇌파, 주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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