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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장비의 내구 신뢰성 평가를 위한 내구도 주행

시험은 차량 및 차량의 주요 구성품의 결함을 평가하

고 예측 하는 것으로, 내구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차량 주행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노

면에 의한 진동환경이다[1,2]. 이러한 진동환경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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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echniques for driving trajectory calculation and driving trajectory distribution calculation are proposed to 

analyze the durability of ground vehicles effectively. To achieve this aim, the driving trajectory of a vehicle and 

the driving trajectory distribution of that are needed, in addition to road profile. The road profiles can be measured 

by a profilometer but a driving trajectory of a vehicle cannot be acquired effectively due to a large position error 

from a conventional GPS sensor. Therefore two techniques are proposed to reduce the position error of a vehicle 

and achieve the distribution of driving trajectory of that. The driving trajectory calculation technique produces 

relative positions by using the velocity, time and heading of a vehicle. The driving trajectory distribution 

calculation technique produces distributions of the driving trajectory by using axis transformation, estimating 

reference line, dividing sectors and plotting a histogram of the sectors. As a results of this study, we can achieve 

the considerably accurate driving trajectory and driving trajectory distribution of a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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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국내외 대다수의 시험장은 시험노면의 프

로파일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노면 가혹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하지만 차량이 주행하는 

시험로의 횡방향에 대한 노면굴곡은 구간마다 모두 

다르므로 차량의 주행경로에 따라 차량에 가해지는 

실제 노면 진동환경은 다르다. 따라서 차량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제 주행

노면에 대한 가혹도 적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험

로상에서 실제 주행한 정확한 경로와 그에 대응하는 

노면 가혹도가 필요하다. 노면 가혹도는 노면굴곡 측

정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노면굴곡을 ISO 8608의 기

준에 따라 정량화 할 수 있고 실제 주행경로에 대한 

주행분포 산출을 통해 정량화된 노면 가혹도에 가중

치로 적용함으로써 차량 주행시 노면 진동환경에 의해 

차량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차량의 주행궤적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개발 이후 GPS 센서를 활용하여 

차량의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 보편화 되고 있

으며 GPS 센서를 이용한 좌표 계산은 GPS 위성위치

와 의사거리(Pseudo Range)를 이용한 삼선측위 방식으

로, 일반적인 GPS 센서의 경우 위치오차가 수 m ~ 

수십 m이고, DGPS(Differential GPS)와 RTK(Real Time 

Kinematic) 방식의 GPS 센서는 위치오차가 수십 cm ~ 

수 cm로 알려져 있다[3-5].

  창원시험장의 내구 시험로는 전방 군운용 지역과 유

사한 형태의 산악지형으로, 시험로 노변의 수목에 의

해 시험로 외부에 설치되는 GPS 기준국(basestation)과 

시험로를 주행하는 이동국(Rover)간의 가시거리(Line 

Of Sight)가 확보되지 않고 수목에 의한 전파간섭 및 

감쇄 등으로 인해 GPS 기준국과 이동국 사이의 RF 

(Radio Frequency)통신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므로 GPS 공통오차 등을 제거함으로써 정밀측

위가 가능한 DGPS나 RTK 방식의 GPS 센서를 사용

하여 차량의 주행경로에 대한 좌표를 측정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인 GPS 센서를 이용한 주행경로의 좌표

오차는 수 m이므로 노면 가혹도 분석을 위한 주행궤

적 데이터로서 활용가치가 없다.

  따라서 DGPS나 RTK 방식의 GPS 센서를 사용할 수 

없는 시험환경에서도 정확한 위치 데이터 획득이 가능

한 효과적인 주행궤적 측정기술이 요구되므로 본 논문

에서는 일반적인 GPS 센서의 속도, 주행방향(Heading), 

시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DGPS나 RTK 방식 GPS 센

서에 의한 위치오차보다는 크지만 적용 목적상 문제

가 없는 오차범위내로 감소시키는 효과적인 주행궤적 

측정 및 분석 기술을 제안하였고 그 유효성을 확인하

였다.

2. 주행궤적 측정 및 분석 기술

 Fig. 1. Diagram of driving trajectory measuring and 

analysis technique

  주행궤적 측정 및 분석 기술은 Fig. 1과 같이 GPS 

센서로부터 신호 수신을 위한 신호수신부, 신호수신부

로부터 획득한 차량의 주행방향, 속도, 시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차량의 상대좌표를 산출하는 주행궤적 산출  

방법(알고리듬)과 차량의 주행궤적과 시험로 외측 및 

내측의 상대좌표를 이용하여 차량의 주행궤적에 대한 

분포를 산출하는 주행분포 산출 방법(알고리듬)으로 

구성된다.

2.1 주행궤적 산출 알고리듬

  주행궤적 산출 알고리듬은 측정시점의 좌표를 원점

으로 하고 GPS 센서로부터 수신한 속도, 주행방향을 

이용하여 표본시간(Sampling time)동안 ,  방향으로 

주행한 거리를 계산한 후 이를 각 방향별로 이전값에 

적산함으로써 측정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위치의 상대

좌표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식 (1) ~ 식 (3)은 번째 차

량의 상대좌표를 획득하는 식이다.

    (1)

   




cos

  (2)

   




si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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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표본시간,  ,  , , 는 각각 번째 차

량의 속도, Heading 및 상대좌표이며  = 0,  = 0

이다.

  내구도 주행시험의 특성상 시험차량이 장기간 동일

한 시험로를 반복 주행하므로 제안하는 주행궤적 산

출 알고리듬은 속도, Heading 및 시간오차에 의한 상

대좌표의 오차가 누적되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이

러한 누적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구 시험로 시작

지점에 기준점을 설정하고 기준점에서 정차 후 출발

하여 주행경로에 관계없이 다시 기준점까지 주행하여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한다. 즉 내구 시험로상을 주행경

로의 제약없이 1바퀴 주행하는 동안 반드시 기준점을 

2번 통과하여 정차 후 다시 출발하므로 기준점에서의 

속도와 상대좌표는 각각 0 km/h이고 (0,0)이므로 이로

부터 누적오차를 초기화할 수 있다. 따라서 누적오차 

초기화를 통해 1바퀴 주행시 누적오차와 여러바퀴 반

복 주행시의 누적오차는 동일하므로 반복 주행에 의

한 누적오차의 증가를 제한할 수 있다.

2.2 주행분포 산출 알고리듬

  주행분포 산출 알고리듬은 차량의 주행경로로부터 

시험로상의 상대위치를 계산한 후 이것의 분포를 산

출하는 방법으로서 노면굴곡에 의해 시험차량에 가해

지는 실제 진동환경을 통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

이다. 이를 위해 차량 좌측과 우측 바퀴의 주행궤적에 

대한 상대좌표, 시험로 외측과 내측에 대한 상대좌표, 

시험로의 외측경계로부터 차량 주행궤적의 상대위치 

및 이것의 분포 산출이 필요하다.

2.2.1 좌표변환

  좌표변환은 주행궤적 산출 알고리듬을 통해 획득한 

주행궤적 좌표(GPS 센서가 설치된 지점의 주행궤적)

으로부터 산출하고자 하는 지점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적용하여 새로운 주행궤적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방법을 통해 시험로의 외측과 내측에 대한 상대좌

표, 차량의 우측과 좌측 바퀴에 대한 상대좌표를 획득

할 수 있다. Fig 2는 좌표변환을 위한 개념도로서 , 

,  , 은 각각 GPS 센서로부터(②지점) 

차량의 좌측 바퀴(③지점), 우측 바퀴(④지점), 시험로 

외측(①지점) 및 내측(⑤지점)까지의 거리를 의미하고 

식 (4)와 식 (5)는 좌표변환 방법을 적용하여 Fig. 2의 

②지점으로부터 ③지점에 대한 상대좌표를 구하는 식

이다.

  cos

  (4)

  sin

  (5)

여기서     


는 번째 차량의 진행방향과 이루

는 각도이고 은 GPS 센서의 설치지점(②지점)으로

부터 차량 좌측 바퀴(③지점)까지의 거리이며,  , 


는 ②지점의 주행궤적으로부터 변환된 차량 좌측 바

퀴(③지점)의 상대좌표이다.

  

Fig. 2. Axis transformation

2.2.2 직선추정

  직선추정은 좌표변환 방법을 적용하여 구한 차량좌

측 및 우측 바퀴의 주행궤적, 시험로의 외측과 내측좌

표를 이용하여 차량 좌측 및 우측 바퀴 상대좌표의 

임의의 점으로부터 시험로의 외측 및 내측과 수직인 

직선을 추정하는 과정으로, 차량 바퀴 주행궤적의 한

점으로부터 시험로 외측의 모든 좌표까지의 거리중 

최소가 되는 점과 시험로 내측의 모든 좌표까지의 거

리중 최소가 되는 점을 각각 구하여 이 두점을 이은 

직선을 의미한다. 식 (6)과 식 (7)은 차량 좌측 바퀴의 

i번째 상대좌표로부터 시험로의 외측과 내측까지의 거

리가 최소가 되는 점을 각각 구하기 위한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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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  min   min     (6)

 min  min   min     (7)

  여기서 , 는 차량 좌측 바퀴의 i번째 상대좌표

이고  ,  ,  , 은 시험로의 외측 및 

내측의  ,  방향의 상대좌표 벡터이며 minp{}는 열

벡터중 최소값에 대응되는 좌표를 계산하는 연산자로 

정의하였고  min  min  ,  min   min  는 

차량 좌측 바퀴의 i번째 상대좌표로부터 시험로 외측

과 내측까지 거리가 최소인 좌표를 각각 의미한다.

2.2.3 섹터구분

  섹터구분은 차량의 주행궤적을 차량의 진행방향과 

수직인 방향에 대해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하여 번호

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즉 직선추정 과정을 통해 구한 

시험로 외측과 만나는 점으로부터 차량의 좌측 및 우

측 바퀴까지 거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정규화하여 번

호를 부여함으로써 시험로상에서 차량 주행궤적의 상

대위치를 정수로 정량화하는 과정이다. 식 (8)과 식 (9)

는 섹터구분을 위한 식이다.

  min       (8)

sec   sec
   (9)

  여기서 min{}는 열벡터중 최소값을 계산하는 연산

자로 정의하였고 floor{}는 {}의 값보다 작은 값중 가

장 큰 정수를 계산하는 연산자로 정의하였다.

2.2.4 분포산출

  분포산출은 섹터구분에 의해 산출된 섹터번호의 히

스토그램을 구하는 것으로 시험로상에서 차량의 주행

경로에 대한 분포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행분포 산출 알고리듬은 차량의 좌측, 우

측 바퀴의 주행궤적으로부터 시험로의 외측과 내측에 

수직인 직선을 추정한 후 직선과 시험로 외측과의 교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간격으로 번호를 부여한 섹터

번호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섹터

번호로 구분된 시험로상에서 차량의 좌측 및 우측 바

퀴 주행궤적에 대한 분포이다.

3. 알고리듬 검증

3.1 주행궤적 산출 알고리듬

3.1.1 검증방법

  주행궤적 산출 알고리듬을 검증하기 위해 창원시험

장내의 RTK 방식 GPS 센서 적용이 가능한 지역에서 

RTK 방식 GPS 센서의 좌표와 일반적인 GPS 센서의 

속도, 주행방향, 시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행궤적 산

출 알고리듬에 의한 상대좌표를 서로 비교하였다. 이

를 위해 사용한 GPS 센서는 영국 RACELOGIC사의 

RTK 방식 GPS 센서인 VBOX 3i-RTK[6]과 일반적인 

GPS 센서인 VBOX 3i[7]이고 위치 정확도는 Table 1에 

제시된 수치 반경내에 존재할 확률이 95 % 이다.

Table 1. Accuracy absolute position GPS sensors

모델명
 항목 VBOX 3i-RTK VBOX 3i

절대위치
(Absolute Position)

2 cm 2 m

    Fig. 3. Diagram for verifying driving trajectory 

calculation algorithm

  Fig. 3과 같이 VBOX 3i와 VBOX 3i-RTK 센서를 자

체 제작한 수레에 설치하고 쇠줄의 한쪽 끝은 봉을 

이용하여 노면에 고정하고, 다른 한쪽 끝은 수레 하단

에 연결한 후 쇠줄이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에서 길이

별(3.02 m, 7.53 m, 10.02 m)로 각 2회씩 수레를 주행

시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경로의 궤적을 측정하

였다.

  또한 쌍용자동차의 무쏘차량에 VBOX 3i 센서를 탑

재하여 총 16회에 걸쳐 계측 시작지점에서 출발하여 

임의의 경로를 주행한 후 다시 계측 시작지점으로 돌

아와 계측을 종료하고 VBOX 3i 센서로 획득한 계측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의 좌표 차이와 VBOX 3i 센서의 

속도, 주행방향, 시간 데이터 및 주행궤적 산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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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을 적용한 상대좌표 차이를 각각 계산하여 비교

하였다.

3.1.2 검증결과

  Table 2는 줄 길이가 각각 3.02 m, 7.53 m, 10.02 m

인 경우에 대해, VBOX 3i-RTK 센서는 VBOX 3i-RTK

센서를 이용하여 주행경로의 직경을 산출한 결과이고 

VBOX 3i 센서(주행궤적 산출 알고리듬 적용)은 VBOX 

3i 센서의 속도, 주행방향, 시간 데이터와 주행궤적 산

출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좌표로 구한 주행

경로의 직경을 의미한다. Table 2에서 줄 길이 10.02 m

인 경우는 기준직경이 20.04 m이고 VBOX 3i에 주행

궤적 산출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산출한 직경이 20.25 

m이므로 제안하는 알고리듬을 통한 오차가 21 cm이고 

적용된 VBOX 3i 센서의 절대위치 정확도(오차)가 2 

m 임을 고려할 때 위치오차 측면에서 상당히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비용 측면에서 RTK 방식 GPS 센서인 

VBOX 3i-RTK 가격이 일반적인 GPS 센서인 VBOX 3i

보다 약 3배 비싸므로 VBOX 3i-RTK 센서 대비 약 34 

% 비용으로 RTK 방식 GPS 센서에 근접한 오차성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Results for verifying for driving trajectory 

calculation algorithm

VBOX 3i-RTK

센서

VBOX 3i 센서(주행궤적 

산출알고리듬 적용)

비고

(줄길이)

6.11 m 6.14 m
3.02 m

6.11 m 6.15 m

15.14 m 15.11 m
7.53 m

15.13 m 15.07 m

20.12 m 20.22 m
10.02 m

20.13 m 20.25 m

  Fig. 4는 일반적인 GPS 센서인 VBOX 3i에 제안한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구한 상대좌표(Heading으로 표

시)와 VBOX 3i 절대위치(position으로 표시)의 계측 

시작지점과 종료지점까지의 좌표차이를 비교한 결과

로써 좌표(0,0)은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의 좌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인 GPS 센서의 절대위치 

대비 제안하는 알고리듬의 상대좌표는 위치오차측면

에서 상당히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고 특히 좌표(0,0)과 각 점들까지의 거리는 시작점과 

종료점간의 좌표오차 이므로 좌표오차에 대한 편차를 

고려할 때 제안하는 알고리듬의 재현성과 신뢰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4. Comparison distance errors of conventional 

GPS sensor and the proposed algorithm

3.2 주행분포 산출 알고리듬

3.2.1 검증방법

  Fig. 2와 같이 일반적인 GPS 센서인 VBOX 3i를 쌍

용자동차의 무쏘차랑 앞쪽 중앙에 장착하여 창원시험

장 내구 시험로상의 통상경로를 따라 주행한 후 주행

궤적 산출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Fig 2의 ②지점에 대

한 주행궤적을 산출하고 시험로의 외측과 내측에 대

한 상대좌표를 획득하기 위해 시험로의 외측 및 내측

을 따라 각각 주행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주행궤적을 

산출한 후 좌표변환, 직선추정, 섹터구분, 분포산출 방

법을 통해 주행분포 산출 알고리듬을 검증하였다.

3.2.1.1 좌표변환

  Fig. 2의 ②지점에 대한 주행궤적으로부터 식 (4), 

식 (5)를 적용하여 차량 좌측 바퀴의 주행궤적(③지점)

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구한 우측 바퀴의 주행궤

적(④지점)까지의 거리가 각각 , 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좌표변환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3.2.1.2 직선추정

  Fig. 2의 ②지점으로부터 좌표를 변환하여 구한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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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④지점, ①지점 및 ⑤지점의 주행궤적을 중첩시

켜 차량의 좌측 및 우측 바퀴 주행궤적의 임의의 점

이 시험로 외측과 내측의 경계내에 존재하는지를 확

인한 후 직선추정 방법으로 구한 외측길과 내측길상

의 두점을 이은 직선 위에 차량의 좌측 및 우측 바퀴 

주행궤적의 임의의 점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으로 직선추정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3.2.1.3 섹터구분 및 분포산출

  직선추정으로부터 구한 시험로 외측길의 한점과 차

량의 좌측 및 우측 바퀴 주행궤적에 대응하는 점까지 

거리를 계산하고 계산된 거리를 일정간격(10 cm)으로 

정규화하여 번호를 부여한 후 부여된 번호의 히스토그

램을 산출하여 실제 주행한 경로와 히스토그램을 통해 

산출한 분포가 유사한지를 판단하여 유효성을 검증하

였다.

3.2.2 검증결과

     Fig. 5. Verifying driving trajectory distribution 

calculation algorithm

  Fig. 5의 (a)는 Fig. 2의 ②지점에 대한 주행궤적이고 

Fig. 5의 (c)는 Fig. 2의 ②지점의 주행궤적으로부터 좌

표변환 방법을 적용하여 ③, ④, ① 및 ⑤지점의 주행

궤적 구한 후 이들 궤적을 중첩시킨 그림이고 Fig. 5

의 (b)는 Fig. 5의 (c)의 일부구간을 확대한 그림이다. 

Fig. 5의 (b)를 통해 Fig. 2의 ②지점으로부터 각 지점

(③, ④)까지 적용된 거리가 90 cm임을 감안할 때 ③

지점과 ④지점간의 거리가 180 cm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 5의 (d)는 Fig. 5의 (c)의 차량 좌측 바퀴와 

우측 바퀴 주행궤적 중 임의의 점에서 직선을 추정한 

결과를 확대한 그림으로, 파란색 실선상의 점(*)들은 

차량의 좌측 바퀴 및 우측 바퀴의 임의의 점으로부터 

시험로 외측 및 내측까지의 거리가 각각 최소가 되는 

점들이고 이 두점을 이은 직선상에 차량의 좌측 및 

우측 바퀴의 임의의 점이 존재함을 확인함으로써 직

선추정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의 (e)는 차량 좌측과 우측 바퀴의 주행궤적에 

대해 10 cm 간격으로 정규화하여 섹터를 구분한 결과

로써 시험로상에서 좌측 바퀴가 주로 주행한 부분을 

초록색 박스로, 우측 바퀴가 주로 주행한 부분을 노란

색 박스로 표시하였고 이때 노란색 박스의 섹터번호는 

22~27, 초록색 박스의 섹터번호는 40~45이다. 즉 섹터

번호 22~27은 시험로 외측으로부터 거리상으로 2.2 m 

~2.7 m 떨어진 경로를 따라 주행한 것을 의미하고 좌

측과 우측 바퀴간의 거리가 180 cm이고 섹터구분을 

위해 10 cm 간격으로 정규화 하였으므로 좌측 바퀴와 

우측 바퀴 주행궤적의 섹터번호 차이는 18이어야 하

고 Fig. 5의 (e)로부터 차량의 좌측 및 우측 바퀴 궤적

에 대한 섹터번호 차이가 약 18임을 확인하였다.

  Fig. 5의 (f)는 Fig 5의 (e)에 대한 분포로써 실제 주

행한 시험로의 대부분 구간에서 노폭이 6 m 정도이고 

통상경로가 시험로 중앙 부근임을 감안할 때 Fig. 5의 

(f)로부터 차량 좌측 및 우측 바퀴 주행궤적 섹터번호

가 주로 40~45 및 22~27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주행분포 산출의 유효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차량의 주행궤적을 측정하기 위해 위

치오차가 작은 DGPS나 RTK 방식의 GPS 센서를 사용

할 수 없는 시험환경에서도 일반적인 GPS 센서의 속

도, 주행방향, 시간 데이터를 이용한 효과적인 주행궤

적 측정 및 분석 기술을 제안하였다. 모의시험을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듬들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실제차량에 

GPS 센서를 장착하여 창원시험장 내구 시험로를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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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측정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주행궤적 산출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절대위치 

오차가 2 m인 GPS 센서로부터 위치오차가 21 cm 이

하의 상대위치 산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RTK 방식의 GPS 센서 대비 약 34 % 비용의 

일반적인 GPS 센서를 이용하여 RTK 방식 GPS 센서

에 근접한 위치성능 구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세째 일반적인 GPS 센서와 주행궤적 산출 알고리듬

을 적용하여 구한 상대좌표는 오차측면에서 GPS 센서

의 절대좌표의 오차보다 작았으며 측정 데이터의 재현

성과 신뢰성도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주행궤적 산출 알고리듬과 좌표변환 방법으로 

창원시험장 내구 시험로 외측과 내측에 대한 상대좌

표, 차량 좌측 및 우측 바퀴에 대한 주행궤적을 효과

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주행분포 산출 알고리듬의 좌표변환 방법, 

직선추정 방법, 섹터구분 방법, 히스토그램을 적용하여 

창원시험장 내구 시험로에 대한 실제 차량의 주행경로

에 대한 분포를 효과적으로 산출 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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