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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궤적 추정을 통한 운행 안전 모니터링 기법

Method for Maneuver Monitoring with Vehicle Trajectory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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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a method for vehicle monitoring with trajectory reconstruction. For safety, it is important 
to monitor the driving habit of driver. Every year, many accidents occur due to the reckless driving of the driver. Continuous 
monitoring of the status of commercial vehicles is needed for safety through the entire path from start point to the destination. 
To monitor the reckless driving, we try to monitor the trajectory of the vehicle by using vehicle's lateral acceleration data. 
Compared with steering angle and lateral acceleration, these resemble each other. So, we find the relationship of steering angle 
and acceleration, and find the global direction of vehicle. We find the position of non-GPS section with EKF (External Kalman 
Filter) and reconstruct the whole trajectory during vehicle 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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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1년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

차 사고수는 897271건이다. 이 중 사업용 차량(시내, 시외, 
고속버스, 운수용 등)에 의한 사고는 120968건으로 전체 교

통사고 건수의 13.5%에 달한다[6]. 사업용 차량의 경우 그

부피와 질량이 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장애를

일으켜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사고차량 뿐만 아니라 주위차량에 피해를 입혀 복합적인

사고를 유발 할 가능성이 높으며, 운반물손상에 따른 추가

적인 손실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크다. 미국의

National Hight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통계에서

전체의 75%정도의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잘못에 의한 것이

라고 보고되었다[5]. 
사업용 차량 중 특수목적용으로 이용되는 탱크로리 차량

은 일반적으로 고압 가스를 운반하며 공업에 사용되는 다

양한 독성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이다. 탱크로리 차량에 사고

가 발생하면 폭발로 인한 대형 참사로 연결될 수도 있고, 
독성가스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화학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독성 및 고압가스 운반 탱크로리 등의 운전자는 시, 
군, 구청에 등록하도록 가스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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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가스 안전 관리법에서는 독성 및 고압가스운반 탱크로리

운반기준을 항상 확인하고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있으나, 이
를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

다. 일반 사업용 차량 역시 인력적, 시간적, 절차적으로 위

와 같은 운영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운행상의 위험 상황을 예방하기 위

하여 최근 주행기록계, 차량용 블랙박스 등이 개발 되어 위

험 운전 방지를 위하여 장착되고 있지만, 이 또한 차고지

정차 시 혹은 사후에 데이터 확인을 통하여 위험 운전을

구분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위험 상황을 인지

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형태이고, 대부분 차량의 속도

및 RPM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반영한 운전 상태를 알기 힘들다[1].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차량 동역학 데이터를 저장 ․ 판단할 수 있는 장치들이 개

발 되고 있다. 
이러한 장치들에는 주로 가속도센서와 자이로 센서를 이

용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 센서는 차량의 모션

에 의해서 발생되는 가속도 및 각속도 성분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의 자세 및 방향을 측정하는데 적합하다.
관련된 연구로는 주행기록기에서 수집된 차량 가속도 및

자이로 센서 정보를 무선통신망으로 주행분석센터의 운행

분석기에 전달하여 내장된 안전운전 판단 알고리즘을 통해

서 안전운전진단을 하는 안전 운전 관리 시스템과[2], 급출

발, 급차선 변경시 측정되는 yaw rate 패턴을 분석하여 발

생되는 yaw rate 값의 순차적인 임계값을 도출하여 이 임계

값 패턴이 차례로 발생되는지를 모니터링하여 위험운전패

턴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위험 운전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

시한 연구가 있다[3]. 또, 차량의 횡방향 전복 위험도를 차

량 모델링을 통해서 차량 제원과 횡방향 가속도와의 관계



1066 허 근 섭, 이 상 룡, 신 진 호, 이 춘 영

를 통해 판단하도록 하는 연구도 있었다[7]. 이렇게 차량의

여러 거동 성분을 추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센서들이 이용

되고 있는데, 이러한 센서 데이터 처리에는 주로 확장 칼만

필터가 이용되고 있다. 차량의 운동 모델은 비선형 모델이

기 때문에 EKF (Extended Kalman Filter)를 이용하여 시스템

모델 및 측정 모델을 통해 차량의 궤적 추정을 수행하고자

한다. EKF는 빠르고 간편하며 오랜 세월 이용되며 검증된

비선형 시스템에 사용가능한 칼만 필터이다[11]. 다양한 센

서를 이용하면 센서들에 따라 요구 측정 주기가 다양해지

는데, 이를 위해 Multi-Update 구조를 가지는 칼만 필터에

대한 연구하례도 있었다[10]. 
위험운전판단 기법들은 센서에서 측정되는 값이 특정 한

계값을 넘었는가를 인지하도록 하는 임계값을 설정하는 방

법을 통하여 위험 상황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로표면이나, 차량의 기계적 상태의 변화에 따라 임계값을

넘었더라도 안전한 운전 상태에 있거나, 임계값 이내라도

위험한 운전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임계값을 이용하

지 않고 운전 패턴을 인식하는 연구 사례로 진행방향가속

도와 횡방향 가속도의 2축 가속도센서 데이터를 FFT 변환

후 6가지 특징매트릭스 SVD 방법을 통해 고유 벡터를 구

하는 방법으로 진보된 패턴 인식 방법을 제안한 연구가 있

다[4]. 하지만 이러한 방법 또한 환경조건 및 예외조건에

따른 잘못된 위험 운전 판단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이동경로상의 안정 궤적과 차량의 이동

경로 궤적을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차량의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 상태를 인식할 수 있어 난폭운전을 검출하고, 
차량 위험 운전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근래에 들어 GPS 모듈의 보급과 내비게이션 장치 이용

의 활성화로 인해 위치 정보 서비스는 실생활에 중요한 역

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위치 정보 제공 뿐

만 아니라 도로와 차량 등 기존 교통의 구성요소에 첨단

전자, 정보, 통신 기술을 적용시켜 교통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행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

고 편리한 통해와 전체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

는 교통 부문의 정보화 사업인 ITS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

장하고 있다[13]. 이에 따라 사업용 버스, 경찰차, 소방차

등의 차량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위치와 차량 상태 등을 모

니터링하는 관제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 관제 시스

템들은 차량의 신속한 배치와 운행상황, 위험운전 여부 등

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효과적이고 안전한 차량 운영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앞서 연구중인 위험운전판단기법들은 최종

적으로 차량 안전 운행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차량 운행 상

태를 관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횡방향 가속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차량의

진행방향을 추정하여 위치정도, 속도 정보와 융합하여 차량

의 위치 추정을 통한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 상황을 인식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II 장에서는 진행방향 추정방법과

위치 추정을 위한 시스템모델을 제안하고, III 장과 IV 장에

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험결과와 분석을 수행하며, V 
장에서는 모니터링시스템과의 관계를 설명한 뒤 VI 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계획을 제시한다.

II. 차량 경로 추정

1. 차량 방향 추정

차량 진행방향을 구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직

접 스티어링 휠에 센서를 장착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
러나 아직 성숙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이고, 장착 가

능한 차량도 많지 않으며, 설치가 까다롭기 때문에 현재 사

업장에서 실제로 운행중인 차량의 스티어링을 측정하는 방

법으로 사용하기 힘들다[8].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

이 차량 스티어링을 추정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차량

스티어링 추정 방법으로 차량 핸들링 역학을 통해 계산하

는 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에는 타이어 강성과 수직방향 관

성 모멘트의 측정이 필요한데, 이 변수들은 측정하기가 매

우 까다롭다. 
Huantai Zeng은 차량의 kinematic 모델을 통해 횡방향 가

속도와 진행방향 속도만을 이용하여 차량 스티어링 각도를

산출하였다[9]. 이 방법은 스티어링 각 측정 시스템을 간단

하게 구성할 수 있어, 시스템적, 경제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림 1은 이 방법에서 사용한 차량

kinematic 모델이며,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정의한 좌표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여기서 X, Y 는 고정 Global 좌표를 나

타내고, x, y 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x 축으로 하는 Local 좌
표계를 의미한다. 

각 기호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l : 차축간 거리

 : 차량의 스티어링 각

  : Global 좌표계에서의 차량 진행 방향

   : 전륜, 후륜의 Side slip angle
 : 도로의 곡률반경

Vx : 차량 진행방향 속도

Vy : 차량 진행방향 대비 횡방향 속도

 : 차량 진행방향 대비 횡방향 가속도

  : Yaw angle  
 : Side slip angle 

식 (1)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 인자들의 관계이

며, 이를 통해 식 (2)와 같이 근사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sin


sin 


(1)

 


  (2)

식 (3)은 회전구간에서 차량 곡률과 속도, 가속도, yaw 
rate의 관계이다. 식 (4)는 횡방향 가속도를 횡방향 속도 성

분의 미분과 원운동에 의한 법선방향 가속도의 합으로 표

현한 것이다.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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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a)차량Kinematic 모델 (b) 시스템좌표계.
Fig. 1. (a) Vehicle Kinematics (b) System Coordinate.

식 (3)에 식 (4)를  에 대하여 대입한 뒤, 식 (2)에 ρ 
항에 대입하면 식 (5)와 같이 도로 곡률에 관계없이 속도와

가속도 관계식으로 정리된다. 




·
  (5)

여기서 타이어의 강성이 충분히 강하다고 가정하면 side 
slip은 무시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식 (6)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6)

2. 차량 위치 추정

식 (6)을 이용하여 계산된 스티어링 각도를 이용하여 위

치 추정을 수행하였다. 초기 위치 및 진행 방향에 대하여

현재 속도, 가속값 측정을 통하여 진행방향 변화를 글로벌

좌표에 대한 방향각으로 변환하여 다음 위치를 추정하여

값을 저장한다. 이를 반복하여 차량 운행 궤적을 생성하도

록 하였다. 
위치 추정은 확장 칼만 필터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확

장 칼만 필터 알고리즘은 식 (7)과 같은 비선형 시스템 모

델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7)

 


















(8)

그림 2. EKF 진행과정.
Fig. 2. Process of EKF.

상태변수는 식 (8)과 같이 선정하였으며, 각 상태변수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global 좌표계에서의 X 좌표

 : X 축 방향 속도

 : global 좌표계에서의 Y 좌표

 : Y 축 방향 속도

 : 차량의 front wheel angle
  : 차량의 global 진행 방향

칼만 필터는 초기값을 선정한 뒤 시스템 모델을 통해 추

정 예측 값과 오차 행렬을 계산하고, 비선형 측정 모델을

선형화하여 칼만 이득을 구한 후 최종 추정 위치를 반환

하도록 하였으며, 측정값으로 위치, 속도와 가속도 값을 이

용한다. 절차는 그림 2와 같다.
시스템 모델 A 식 (8)과 같이 구성하였다. 시스템 모델

A는 속도가 일정하며, 차량의 진행각의 변화율이 0임을 의

미한다. 각 항들이 의미하는 바는 II 장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다.



































     
     
     
     
     
     























(9)

식 (7)에서 보인 시스템은 이산 시스템이지만, 식 (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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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은 이산 시스템이 아니므로 식 (10)를 통해서 이산화

시켜주었다.

 











     
     
     
     
     
     

×  (10)

 cos∆ (11)

 sin∆ (12)

   (13)

 




(14)

식 (15)는 측정행렬 H를 나타내며, 식 (11)~(14)는 식

(15) 내의 h1 ~ h4이다. 식 (16)은 최종적으로 계산된 측정

모델 행렬이다.















 … … … …



⋮
⋮ ⋱

⋮
⋮ ⋱



 … … … …



(15)













 cos∆    sin∆

 sin∆    cos∆

     

 

  






(16)

식 (17)은 오차공분산 행렬로 정규분포를 따르도록 하였

으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로 사용하였다.













     

     

     

     

     

     

(17)

III. 시뮬레이션 

II 장에서 설명한 스티어링 추정과 위치추정 방법을 시

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하여 보았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데

이터는 MSC 소프트웨어의 Trucksim 시뮬레이션 소프트웨

어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한 데이터는 위치, 경로, 차
량속도, 횡방향 가속도이다. 추출된 위치 데이터를 GPS 신
호로 가정하고, 1 hz의 간격으로 측정값에 입력하였으며, 1
초 사이의 위치값은 칼만필터를 통하여 추정된 추정값을

삽입하여 GPS신호 사이의 차량 거동을 상시 파악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차선을 변경하였

다가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즉 차선변경을 2번 실행하는

상황으로 수행되었다.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차량모델의

차축거리는 7.8 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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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추정된 횡방향위치.
Fig. 3. Estimated lateral position.

그림 3은 칼만 필터링 결과로 추정된 위치, 전역좌표, 진
행방향이다. 노이즈에 불구하고 위치값이 잘 추정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sin, 진행방향의 적분 = 전역좌

표 관계에 적합하도록 추정되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IV. 위험운전 시뮬레이션

위험운전으로 판단 될 수 있는, 좌우 핸들링이 많은 운

전 모델을 생성하여 시뮬레이션 해보았다. 도로의 길이는

총 1.6 km이고, 20여 차례 좌우로 왕복하도록 하였다. 그림
4는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도로를 나타낸 것이다. 직선로

와 160 m, 80 m의 회전반경을 가지는 곡선로를 반복적으로

구성하여, 코너 핸들링에 따른 차량 거동을 관찰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그림 5는 차량 궤적 추정 기법을 통한 최종

추정 궤적이다. 그림 5의 화살표는 차의 진행 방향을 나타

낸다. 경로를 따라 잘 운행하였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그
림 5의 궤적을 살펴보면 좌우로 중간에 커브가 진 부분들

이 존재하는데, 이는 좌우로 많이 움직이는 운전 형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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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행도로.
Fig. 4. Road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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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차량궤적추정결과.
Fig. 5. Result of vehicle trajectory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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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오버스티어링구간.
Fig. 6. Oversteering section.

그림 6은 궤적상에서 발견 할 수 있는 오버스티어링 구

간중의 하나이다. 오버스티어링은 차량이 도로의 차선을 따

라 커브를 돌 때 차선을 유지할 수 있는 조향각보다 더 커

브 안쪽으로 조향을 한 상태를 의미하고, 언더스티어링은

더 바깥쪽으로 조향을 한 상태로, 의도적 혹은 노면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연속적인 차선변경은 도로의 진행방

향에 대해 연속적으로 오버스티어링과 언더스티어링이 일

어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궤적 추정 결과 차량의 궤적이 진행방향을 잘 추정하고

있으므로, 주행하고 있는 도로의 지오메트리를 알고 있다

면, 도로의 기본 곡률과 추정된 진행방향을 비교하여 오버

스티어링과 언더스티어링을 찾아내고, 스티어링 경향을 분

석하면, 운전자의 운전 성향을 판단해내는 것이 가능할 것

으로 보인다. 차량이 기본적으로 차선을 따라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도로의 형상에 따른 이상적인 진행경로를 형성할

수 있다. 추정된 경로의 진행방향이 이상적인 진행방향과

차이가 나게 되었을 때, 진행방향에 대해 직교축 방향 이동

거리를 확인하여 차선 변경한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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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언더스티어링.
Fig. 7. Understeering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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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속차선변경구간.
Fig. 8. Driving lane changing section.

직교축방향 이동 속도를 통해 급차선변경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궤적 추정에서 추출할 수 있는 요소들

을 기준으로 위험 운전 종류별 차량 거동을 재정리하면 다

양한 위험운전을 판단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는 차량거동과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를 비교해, 운전자의

안전운행 성향을 분석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실시간 경고발

생은 주어진 경로를 1 km 이상 이탈한 경우 차량 운행상황

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V. 차량 관제 시스템

본 연구 및 다른 연구들에서 수행한 위치추정기법들은

차량 모니터링 시스템에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다. 차량 모

니터링 시스템은 관제하고 있는 차량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앞에서 예를 든 탱크로리의 경우 인화성, 
압축성, 독성 가스를 운반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일반 차량들에 비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운행에 있어서

많은 주의를 요하는 차량이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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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차량관제시스템.
Fig. 9. Vehicle monitoring system.

그림10. 센서노드 및센서노드케이스.
Fig. 10. Sensor node board and the appearance.

탱크로리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었다

[12]. 차량 각 부위의 밸부개폐 상태부터 가스 누출여부, 탱
크 온도, 차량 전복 위험도 등 차량 상태부터 이동경로의

날씨, 운반물에 대한 전문가 정보 등 차량 특성과 관계된

전방위의 요소들을 관제하도록 하였다. 그림 10은 개잘된

데이터 수집 모듈이다.
차량에서 단말 및 센서모듈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무

선 환경으로 관제 서버에 전송 및 저장이 되고, 서버에서는

위험요소가 발생 시 관제자에게 알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관제 시스템에서 차량 위험요소 관리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차량 위험 운전 관리이다. 현
재까지 발생된 대부분의 사고 원인은 운전자의 운전 부주

의이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원격의 운

전자 운전 행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요구된다. 차량 관제

시스템은 모니터링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량의 안전여부

를 상시 감시한다. 운전자의 비정상 운전이 관측이 되면 관

제 서버 시스템에 위험운전이 발생하였음을 알리는 알람이

표시되고 기록이 저장 되며, 차량에는 관제시스템과 무선으

로 연계되어있는 전용정보표시용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에게 위험운전 경고를 보낼 수 있다. 이러한 운전 위

험도 감시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며, 사고 발

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대형사고를 방지하도록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한 차량 궤적 추정을 통한 위험 운전 분

석은 이러한 스마트 모니터링시스템의 일부분으로 GPS를
응용하여 특수 차량 안전 관리 외에도 다양한 사업용 차량

의 안전 운행 관리까지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센서시스템으로 신뢰성 있는 위치

추정을 통해 위치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구간에서의 차량

거동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을 연구 하였다. 차량 kinematic
모델 해석을 통해서 가속도 성분과 프론트 휠 각도사이의

관계를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EKF를 통해 위치 추정 시

스템을 설계하고, Trucksim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의미있는 차량 궤적이 생성

되었다. 
측정 모델에서는 위치와 속도, 가속도를 측정하는 모델

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GPS와 가속도센서는 데이터 업데이

트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모델에서 위치 정보가 들

어오지 않는 구간이 발생한다. 이 구간을 그대로 두면 궤적

추정값이 심각한 오차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스템 모델을 통하여 계산된 추정값을 위치 측정

모델에 전달하여 칼만 필터링을 수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는 차량 궤적의 추정이 잘 되었으나 위치 측정값에 GPS요
소 외의 값이 들어가게 되어 칼만 게인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다중 센서 이용 시 다중

측정모델을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 다시 실험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며, 칼만 필터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노이즈 모델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또 실제 차량에 적용

할 경우 GPS 수신 지연에 따른 잘못된 위치값, 진행방향이

초기값으로 입력 될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작동 시기와

오류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한 분석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차로 구분이 가능한 정밀전자지도

와 연계한 관제기법의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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