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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determine vehicle driving state using the driving characteristics index. This index is a 
quantitative value to classify the driving state of a vehicle with its velocity and heading angle in that instant. It can classify driving 
state into straight driving, lane changing driving and curve driving in real time. In addition, the number of positional information is 
movably set up by designed region of interest. The proposed index is expressed on the stable driving states. Each driving state has 
characteristic tendency, and is compared with index distributional areas. The proposed method is verified by the actual driving 
experiment on the KATECH proving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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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차량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대중화되고, 지능형 교
통시스템(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정확도가 높은 차량 위치정보의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차선이탈 경고장치, 사각지역 장애물 경고 장치, 
긴급 제동 시스템, 교차로 충돌경고, 커브 속도 컨트롤러 등
의 차량안전시스템에서는 차선수준의 높은 정밀도를 가진 
차량의 위치정보와 주행로 정보가 요구된다[1]. 

J. H. Lee와 H. I. Kim (2014) 에 의해 차량의 위치정보 정밀
도 향상을 위해서 단안카메라와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도로
표지판을 인식하고 이미 구축된 도로표지판 DB 정보를 이용
하여 차량의 횡방향 위치정보를 추정하고 주행 중인 차선을 
알아내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2]. 그러나 도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서는 차량차량의 위치
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하지 않아 많은 경우에 적용
을 할 수 없다. Han (2010) 및 Soo (2014) 등에 의해 영상의 역
투영 변환(inverse perspective mapping transform) 방법으로 탑뷰
(top view) 영상 및 어라운드 뷰(AV: Around View)를 생성하고 
템플릿 정합 방법을 이용하여 최적의 곡선을 결정하고 곡률
을 검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3,4]. 그러나 제안된 방법은 
영상정보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도로의 노후화 또는 폭우 및 
폭설과 같은 기상상황에 따라 차선이 유실되어 인식할 수 없
을 경우 사용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영상을 이
용한 방법들은 기준점이나 실시간 영상처리 등의 복잡한 과

정을 거쳐서 제공되므로 대량의 정보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인식률의 한계로 인하여 문제점들이 발생한다[5]. 
자기 위치추정을 위해서는 자신과 주변 환경의 관계를 파
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카메라나 레이저, 혹은 초음파와 
같은 센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6]. 특히, 실외 환경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위성항법장치(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관성항법장치(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와 레이더, 레이저, 초음파, 카메라등의 센서를 이용하
여 주변환경을 인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과거에는 단일 센
서를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단일센서가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최근에는 GPS와 INS를 칼
만필터(Kalman filter), 파티클필터(particle filter)와 같은 확률추
정법을 이용하여 결합하는 등 단일센서가 가지는 단점과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중센서융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7]. K. S. Min, J. M. Kim과 B. M. Park (2014) 는 
주행로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GPS, INS, 카메라 및 레
이저 스캐너 등의 여러 센서를 통합한 차량 기반 멀티센서 
측량시스템 (MMS: Mobile Mapping System) 을 차량에 장착하
여 도로 주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3차원 지적정보를 구축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8]. 이 경우, 고가의 장비로 인한 비
용문제와 MMS가 장착된 소수의 차량으로만 3차원 지리정보
시스템(GIS: Geometric Information Systems)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도로의 GIS정보를 수집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한편, J. S. Kim (2007) 의 연구에 의해 지상 레
이저 스캐닝 기법을 이용하여 도로의 선형정보를 추출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위치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고밀도 자료취
득의 자동화 수립 방법이 제안되었다[9]. 그러나 제안된 방법
은 정형적인 측량방법을 이용하여 정보취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시뮬레이션으로만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차량
을 이용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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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항공사진, 위성시계 오차 추정치를 이용한 측위 
방법,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영상 등을 활용하여 
정밀한 GIS 차선정보 및 차량위치정보 획득하는 방법 또한 
연구되고 있다[10-13]. 그러나 비용 및 후처리로 인한 시간지
연 문제가 발생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실시간으로 현재 시점의 차량의 주행상태를 파악할 수 있
다면 미래 시점의 주행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차량 
내에 장착되어 있는 주행안전시스템에서 보다 신속하게 위
험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 또한, 2개 이상의 센서를 융합한 
시스템이 아닌 단일 센서를 이용하여 주행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개발비용이 낮아져 보다 많은 차
량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의 상용화에 큰 이점을 가
질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주행패턴 및 주행상태를 인식하는 연구가 진
행이 되었지만, 종·횡방향 변수를 이용하여 주로 운전자의 
졸음운전 여부 판단하거나 곡선구간에서의 안전주행의 행태
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 차량의 주행상태를 구분하기 위한 
본질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4,1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PS를 이용하여 수집된 차량의 주
행궤적에 주행특성지수를 적용하여 주행상태 변화의 경향성
과 차량의 주행궤적을 통하여 차량의 주행상태를 직선주행, 
곡선주행, 차선변경주행으로 구분하였다. 제안된 주행특성지
수를 이용하여 차량의 주행속도와 주행 방향각을 기반으로 
이전 주행경로정보와 현시점의 주행상태를 비교하여 주행특
성의 구분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II. 주행특성지수 및 주행상태의 특성 

1. 주행특성지수 

자동차가 주행하는 일반적인 도로는 크게 도로설계 기준
에 따라 커브를 이루어 도로의 방향을 바꾸거나 회전로를 구
성하는 곡률반경이 있는 곡선부와, 상대적으로 완만한 주로
를 형성하여 곡률반경이 큰 직선부로 구분될 수 있다. 차량
은 대부분 이 같은 도로의 차선을 따라 운행된다. 일부 급작
스런 차선변경이나 졸음운전 시와 같은 경우는 주행 주로에 
따르지 않는 운행 경로를 가질 수 있으나, 그 또한 도로 폭 
내에서의 이동이기 때문에 도로 주로 방향에 대해 상대적으
로 제한된 운행 경로를 갖는다.  
따라서 정상적인 운행의 경우에 대해 차량의 주행 경로와 
위치정보를 이용하면 도로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와 차량의 
운행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차량이 주행로 상에서 이동할 
때 어느 정도로 직선에 근접하여 주행하였는지를 정량적으
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주어진다면 이런 도로의 간접적인 
정보와 차량의 운행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림 1은 화살표로 표시된 도로의 방향에 대해 과거 시점
부터 현재 시점인 t 까지 연속적으로 측정된 N 개의 차량 위
치 pt- (N -1), … pt 를 표시한 것이다. 각 차량 위치에서 차량의 
속도는 v 로 나타냈으며 이 속도벡터는 주어진 관성좌표계
에 대해 주행방향각 θ 를 이룬다. 
차량 주행의 직진성을 나타내기 위해 식 (1)과 같이 주행
속도에 따른 주행방향각의 변화를 지표화하여 주행특성지수
를 고안해 보았다. 

 
그림 1. 차량의 주행속도 및 주행방향각. 
Fig.  1. Driving velocity and heading angle of a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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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특성지수의 크기가 작을수록 차량이 주행방향각의 변
화가 적은 주행을 한 것을 의미한다. 식에서 θi 는 차량의 주
행 방향각이며 n 은 정해진 구간길이 l (m) 에 대해 차량의 
위치정보가 관측되는 횟수를 의미하며 정수이다. 구간길이 l 
은 임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주행 
중 차선변경을 위한 길이인 25 m로 설정하였다[16]. 
식 (2)에 따라 차량의 주행속도가 느릴수록 많은 수의 위
치정보를 관측할 수 있으며 반대로 주행속도가 빠를수록 적
은 수의 위치정보를 관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이 60 
km/h의 속력으로 주행하고 위치정보 수집주기인 T 를 0.1 초
로 설정된 경우, 정해진 구간길이에 대해 14 개의 위치정보
를 얻게 된다. 
곡선도로의 곡률과 주행속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차량 
주행궤적의 곡률이 일정할 경우, 속도가 증가하면 주행방향
각의 변화율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속도와 관찰 위치정보의 
수가 반비례 관계를 가지도록 설정하였다. θavg 는 현재시점   
t 에서의 평균 주행방향각이며 식 (3)과 같이 t - 1부터 t - n까
지의 평균으로 표시된다. 즉, 주행특성지수는 주어진 구간길
이에 대해 주행방향각 변화의 정도를 나타내며 각 시점의 주
행방향각을 평균 주행방향각과 비교하여 얻는다. 
2. 차량의 주행 상태 별 특성 

차량의 주행상태를 직선주행과 차선변경주행, 곡선주행으
로 구분하였다. 차선변경의 방향을 구분하기 위하여 본 주행
차로에서 추월차로로 차선변경하는 행위를 추월차선변경, 추
월차로에서 본 주행차로로 차선변경하는 행위를 복귀차선변
경으로 구분하였다. 
직선주행은 차량의 주행 방향각이 일정범위에 분포하며 
변화가 적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차선변경주행의 경우, 차선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차선변경을 완료한 시점까지 차
량의 주행방향각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며, 차량이 차로의 경
계에 위치한 시점에서 주행방향각이 변화하는 방향이 반전
되는 변곡점이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곡선주행은 차
량이 곡선부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주행방향각이 변화하는 
것은 차선변경 주행과 유사하지만, 변곡점이 없이 한 방향으
로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Determination of Driving States using the Driving Characteristics Index 



주 다 니, 문 상 찬, 이 순 걸 

 

212

 
그림 2. 주행상태 판별 알고리즘. 
Fig.  2. Algorithm to determine driving state. 

 
이를 바탕으로 차량의 주행상태를 구분하기 위하여 직선
주행특성지수 한계치를 stth 로 설정하였고, 차선변경 주행특
성지수의 한계치를 lcth 로 설정하였다. 
그림 2는 차량의 주행상태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나타내
었다. 이에 따르면, 차량이 일정속도이상으로 주행하고 있는 
안정된 상태에서 차량의 주행속도와 주행방향각으로부터 주
행특성지수를 획득한다. 
획득된 주행특성지수가 직진주행의 범위인 stth 이상의 값
을 나타낼 때, 차량이 직진주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판
단한다. 또한 주행방향각이 연속하여 변화할 경우에 차량의 
주행상태가 직진주행에서 변화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실험에
서는 차량의 주행속도는 30 km/h 이상으로 안정되고, 주행특
성지수의 변화율이 양수로 나타날 때, 차량의 주행상태가 직
진주행영역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차선변경 시 횡방향 이동거리가 도로의 한 차로의 폭인 

lcth 을 초과하지 않고, 차량의 주행방향각이 차선변경 시작구
간과 완료구간에서 바뀌는 차선변경주행의 특성과 횡방향 
이동거리의 제한 없이 차량의 주행방향각이 연속적으로 변
화하는 곡선주행의 특성을 이용하여 그림 2와 같은 순서로 
차선변경과 곡선주행을 구분할 수 있다. 

 
III. 실험 및 결과 

1. 실험방법 및 환경 

2.2의 차량 주행상태 별 특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
여 표 1과 같이 실험환경을 구성하였다. 실험차량의 주행상
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GPS안테나를 차량의 지붕의 전

방중앙에 부착하였으며, 위치정보의 수집은 0.1초의 주기로 
수신기를 통하여 수집하였고, 정보수집시간은 GPS시간을 기
준으로 측정하였다. 
차량의 주행특성인 직선주행, 곡선주행과 차선변경주행을 
구분하기 위하여 그림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직선로에서 직
선주행과 차선변경주행을 수행하였고 원형로에서 곡선주행
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직선로의 길이는 500 m, 원형로의 반지름은 

50 m이다. 모든 주행에서 차량은 시작점에서 정지상태에서 
출발하여 직선가속구간을 거치며 주행속력을 실험속도에 도
달하게 한 후, 도착점에 다다를 때까지 등속주행 후 감속하
여 정지하였다. 모든 주행에서 주행특성지수는 차량의 속력
이 실험속도로 안정된 이후 획득되었다. 
주행상태의 변화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주행상태에 따라 생성되는 주행특성지수의 최소값과 최대값
을 표 2에 나타냈다. 표 2와 같이 직진주행의 경우, 최소 
0.0385, 최대 0.4401의 영역에서 주행특성지수가 분포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차선변경과 곡선주행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차선변경주행에서 얻
어지는 최대 지수값은 5.2641, 곡선주행에서 얻어지는 최대 

표   1. 실험환경 구성. 
Table 1. Specification of experimental environment. 

실험환경 내용 
실 
험 
장 
소 

위치 자동차 부품 연구원 
주행시험로 

제 
원 

직선로 편도 1,000 m 
원형로 지름 10 ~ 50 m 

실 
험 
장 
비 

차 
량 

제조사 현대자동차 
모델명 그랜저 HG 
연식 2013년 

G 
P 
S 

제조사 Novatel 

모델명 
수신기 DL-4+ GENERIC 
안테나 GPS-702-GG 

오차범위 ±0.02m 
 

  
(a) Straight. (b) Lane changing. (c) Curve driving. 

그림 3. 주행시험로에서의 주행패턴. 
Fig.  3. Driving pattern on proving ground. 
 
표   2. 주행상태 별 주행특성지수의 최소/최댓값. 
Table 2. Minimum / maximum values of the index. 

주행상태 최소값 최댓값 
직선주행 0.0385 0.4401 
차선변경주행 0.4851 5.2641 
곡선주행 0.4914 26.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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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값은 26.0893으로 직진주행의 최대 주행특성지수보다 약 
12 ~ 59배 이상 큰 값이 획득된다. 차선변경과 곡선주행이 수
행되는 동안 항상 직선주행의 최대주행특성지수보다 큰 지
수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직선주행 

실험속도는 일반국도의 평균 설계속도인 60 km/h와 고속도

로의 평균 설계속도인 100 km/h로 나누어 각각 40회의 반복
된 직선주행실험을 실시하였다. 각 실험에서 GPS을 통하여 
측정된 주행방향각 정보를 통하여 차량의 주행 중 평균 주행
방향각을 기준으로 최소, 최대 주행방향각과 그의 표준편차
를 표 3에 나타내었다.  
그림 4에 직선주행실험에서 수집된 모든 주행방향각의 분
포영역을 실험속도로 분류하여 히스토그램과 정규분포로 나
타내었으며, 그림 5에도 마찬가지로 주행특성지수의 분포영
역을 나타내었다. 직선주행에서 획득되는 모든 주행특성지수
가 0.5 이하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을 통해서 주
행특성지수와 주행방향각의 분포양상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주행특성지수가 각 시점에서 전후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량의 주행속도가 빠를수록 주행방향각의 분포영역이 평
균 주행방향각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주행특
정지수 또한 주행속도가 빠를수록 모든 영역에서 더 작은 수
치를 나타내는 것을 표 3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그림 4와 
5에서 육안으로도 확연히 구분된다. 이를 통하여 차량은 주
행속도가 빠를수록 횡방향 외란의 간섭이 적어지며, 직진성
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주행특성지수를 이용하여 주행상태
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낮은 환경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진주행의 한계값인 stth 은 
0.5로 설정하였고, stth 이하의 주행특성지수가 획득되던 차량
에서 0.5 이상의 주행특성지수가 획득된다면 차량의 주행상
태에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차선변경주행 

차선변경주행 실험에 사용된 도로는 ISO 3888-2의 기준에 
따라 구성되었으며[17], 1 회의 주행에서 차선변경은 2회 수
행되었다. 주행차로에서 추월차로로 진행하는 추월 차선변경 
후, 30m의 거리를 직선주행으로 유지하고 추월차로에서 주행
차로로 진행하는 복귀 차선변경을 실시하였다. 실제 차선변
경 실험에서 수집된 차량의 주행궤적 중 대표적인 부분을 확
대하여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6의 파란색 실선은 차선
을 변경한 주행궤적이며 빨간색 점선은 차선변경의 궤적과 
비교하기 위한 차선변경 전의 위치와 차선변경 후의 위치를 
잇는 가상의 주행차로 직선궤적이다. 
 

 
그림 6. 차선변경 구획점. 
Fig.  6. The division points of the lane chang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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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직선주행 결과 - 주행방향각과 주행특성지수. 
Table 3. Results of the straight driving. 

분류 
60 km/h 100 km/h 

주행 
방향각 

주행 
특성지수 

주행 
방향각 

주행 
특성지수 

평균 -64.0252 0.1488 -64.3285 0.0899 
최소 -65.8092 0.0385 -64.8530 0.0029 
최대 -61.7053 0.4401 -63.1016 0.3070 
표준편차 0.2386 0.0639 0.1470 0.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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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0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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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00 km/h. 

그림 4. 실험속도에 따른 직진주행결과 - 주행방향각. 
Fig.  4. Results of straight driving according to the velocity - heading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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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0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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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00 km/h. 

그림 5. 실험속도에 따른 직진주행결과 - 주행특성지수. 
Fig.  5. Results of straight driving according to the velocity - driving 

characteristic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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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j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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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ained driving characteristics index. 

그림 7. 차선변경 결과. 
Fig.  7. Result of lane changing driving. 

 
그림 6의 pLC1 ~ pLC5 은 차선변경이 이루어지는 동안 주행
방향각을 추출한 지점이며, 각각 직선주행, 추월차선변경 시
작, 추월차선변경 완료, 복귀차선변경 시작, 복귀차선변경 완
료 지점을 나타낸다. 주행방향각은 pLC1 에서 -64.0192°, pLC2 
에서 -74.8765°, pLC3 에서 -64.1386°, pLC4 에서 -54.0167°, pLC5 에
서는 -64.3547°을 나타냈다. 차선변경이 완료되거나 시작되지 
않은 시점인 pLC1, pLC3, pLC5 의 경우, 직진주행의 평균 주행방
향각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차선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
인 pLC2, pLC4 에서는 약 ±10°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pLC2 
와 pLC3 를 기점으로 차선변경 시작구간과 완료구간의 주행방
향각의 변화 경향이 반대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행특성지수를 이용하여 차선변경을 구분한 대표적인 결
과를 그림 7(a)에 차량의 주행궤적에서 표출된 주행특성지수
를 나타내었고, 그림 7(b)에서 전체 주행특성지수 중 표출된 
주행특성지수를 나타내었다. 그림 7을 통하여 1 회의 차선변
경에서 2개의 변곡점을 가지는 두 그룹이 형성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를 sLC1 는 추월차선변경 시작구간, sLC2 는 
추월차선변경 완료구간, sLC3 는 복귀차선변경 시작구간, sLC4 
는 복귀차선변경 완료구간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sLC1 ~ sLC4 
에서 횡방향 이동거리는 각각 1.2549 m, 0.3841 m, 1.1764 m, 
0.7650 m 이고, sLC3 의 시점과 sLC4 의 종점 사이의 거리는 
3.6575 m로 도로 폭과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차선변경의 시작구간과 완료구간 사이에서 주행특성지수

가 감소하는 것은 차선변경 중 차량의 주행방향각의 변화가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며, 추월차선변경과 복귀차선변경의 중
간지점인 추월차로를 주행하는 동안 주행특성지수가 직선주
행의 한계값인 0.5 이내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곡선주행 

그림 8에 실제 주행시험이 이루어진 원형 주행로의 위성
사진과 그의 목적궤적을 나타내었다. s는 원형 주행로의 시작
지점이고 f 는 원형 주행로의 종료지점으로 원형로 상 s의 
반대편 지점이다. 차량이 f 지점을 지남과 동시에 직선로로 
복귀하게 되기 때문에 f 지점을 원형 주행로의 종료지점으로 
정하였다. GPS로 측정된 s 와 f 사이의 거리는 115.22823 m 
이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원형 주행로의 내측지름인 
100 m 와 외측지름인 120 m 사이에 위치하므로 GPS를 이용
한 계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곡선주행 실험결과를 그림 9에 차량의 주행궤적에서 표출
된 주행특성지수를 나타내었고, 그림 10에서 전체 주행특성
지수 중 획득된 주행특성지수의 분포영역을 나타내었다. s 지
점부터 f 지점까지 차량이 주행한 시간은 약 10초 정도로 측
정되며, 이는 도로설계기준의 선형설계에 따라 곡선부의 조
건 중 4초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만족하는 조건이다
[18]. 차량이 원형주행로에 진입하여 곡선주행을 시작한 이후, 
주행특성지수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는 구간을 제외한 모
든 영역에서 주행특성지수가 직선주행상태의 한계값인 0.5 
이상의 지수들이 획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10의 두 번째 변곡점이 발생하는 지점은 차량이 곡선주행로
에서 벗어나 직선로로 복귀하는 곡선으로 이루어진 지점이
므로 0.5 이상의 지수가 획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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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원형주행로와 목적궤적. 
Fig.  8. The curve driving road and object traj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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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곡선주행궤적 및 획득된 주행특성지수. 
Fig.  9. The curve driving trajectory and gained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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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곡선주행에서 표출된 주행특성지수 분포영역. 
Fig.  10. Distribution of expressed driving characteristics index on 

curve driving. 
 
그림 10에서 곡선주행은 차선변경주행과 달리 곡선주행의 

시작지점 s 에서 종료지점 f 까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속적으로 주행방향각이 변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그림 7
의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변곡점과 가장 큰 차이
를 나타내는 현상이다. 또한, 차선변경주행에서는 주행특성
지수가 최대 5.2641을 나타내지만, 곡선주행에서는 최대 
26.0893으로 약 5배 이상 큰 수치를 나타낸다. 

 
IV. 결론 

GPS만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차량의 주행궤적
으로부터 얻어진 차량의 주행속도와 주행방향각 정보를 이
용하여 주행특성지수를 획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전의 
차량의 주행상태와 현재 주행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비교하
여 차량의 주행상태를 직선주행, 차선변경주행, 곡선주행으
로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GPS만을 이용하여 구성된 시스템으로 연산
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융합이 가능할 것으
로 보이며, 특히, 기존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내비게이션과 
그에 탑재되어 있는 GIS 정보와 융합한다면 신뢰성 높은 위
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차량의 주행상태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상황과 일반도로가 아닌 실험용 도
로에서 실험이 진행되었지만, 차후 일반국도 또는 고속도로
와 같이 실제 차량이 주행하는 환경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GPS의 단점인 위성의 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음영지
역에서의 적용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차후 
차량에서 제공하는 차량 내 횡방향 가속도 정보 또는 INS와 
같은 차량의 속도와 주행방향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의 
주행특성지수를 획득하는 방법이 적용이 된다면 더욱 다양
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E. S. Lee, J. I. Park, S. H. Im, M. B. Heo, and C. H. Yeom, 
“Technical trend for performance improvement of GNSS Based 
positioning in land transportation environment,” Current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Trends in Aerospace (in Korean), 
vol. 10, no. 1, pp. 179-195, Jul. 2012. 

[2] J. H. Lee and H. I. Kim, “Lane positioning in highways based on 
road-sign tracking by Kalman filter,” Transactions of Korean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in Korean), vol. 22, no. 3, pp. 
50-59, March. 2014. 

[3] S. J. Han, Y. J. Han, and H. S. Hahn, “Lane and curvature 
detection algorithm based on the curve template matching 
method using top view imag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in Korean), vol. 47, no. 
6, pp. 97-106, 2010. 

[4] B. H. Soo and S. G. Lee, “Lane recognition and parking line 
recognition for auto parking using around view of intelligent 
vehicle,” Journal of Institute of Control, Robotics and Systems 
(in Korean), vol. 2014, no. 5, pp. 530-531, May 2014. 

[5] J. C. Lee, H. G. Kim, S. Y. Cha, D. J. Seo, T. H. Roh, and H. W. 
Oh, “A study on extraction on road alignment using VRS RTK 
system,” KSCE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vol. 2010, no. 
10, pp. 1099-1102, 2010. 

[6] S. W. Moon, Y. K. Ji, and J. H. Park, “An intelligent estimation 
method for robot location using static passive RFID tag,” KSME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vol. 2005, no. 11, pp. 2289-
2294, 2005. 

[7] S. H. Bae and B. K. Kim, “An efficient outdoor localization 
method using multi-sensor fusion for car-like robots,” Journal of 
Institute of Control, Robotics and Systems, vol. 17, no. 10, pp. 
995-1005, 2011. 

[8] K. S. Min, J. M. Kim, and B. M. Park,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3D cadastral information by mobile mapping 
system,”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ociety, vol. 22, 
no. 1, pp. 1-7, 2014. 

[9] J. S. Kim, “Development of alignment information extraction 
system on highway by terrestrial laser scanning techniqu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vol. 10, no. 4, pp. 97-110, 2007. 

[10] M. Gerke, “Automatic quality assessment of GIS road data 
using aerial imagery,” IAPRS, vol. 36, Part.3/W24, pp. 171-176, 
2005. 

[11] Y. H. Lee, “A method of mono camera based lane detection,” 
KSAE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 pp. 1810-1815, 2010. 

[12] J. O. Hwang, K. S. Huh, H. M. Na, H. G. Jung, H. J. Kang, and 
P. J. Yoon, “Development of a lane keeping assist system using 
vision sensor and DRPG algorithm,” Transactions of KSAE, vol. 
17, no. 1, pp. 50-57, 2009. 

[13] S. C. Moon, M. W. Kim, D. N. Joo, and S. G. Lee, “Detecting of 
driving lane using GPS/RTK and RFID,” Proc. of ITSWC, pp. 
3197-3198, 2013. 

[14] S. S. Park, “Development of a fatigue & drowsy driving 
detection system based on driving patterns,”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2011. 

[15] K. H. Kim, J. B. Lim, S. B. Lee, J. H. Kim, and S. M. Kim, “A 
study on the analysis of safe driving behavior on curve section 
by curve radius and road surface condi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27, no. 5, pp. 211-218, 2012. 

[16] S. H. Lee and Y. I. Lee, “A study on the reduction ratio of 
highway capacity in accordance to occurrence of accid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vol. 127, no. 3, pp. 
141-148, 2009. 

[17] International Standard, Passenger cars - Test track for a severe 
lane-change maneuver - Part 2: Obstacle avoidance, ISO 3888-

f 

s 

Determination of Driving States using the Driving Characteristics Index 



주 다 니, 문 상 찬, 이 순 걸 

 

216

2:2011. 
[1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oad Design 

Standards,” 2012. 
[19] S. H. Jeong, W. S. Lee, and Y. S. Kang, “Neighboring vehicle 

maneuver detection using IMM algorithm for ADAS,” Journal 
of Institute of Control, Robotics and Systems (in Korean), vol. 19 
no. 8, pp. 718-724, Aug. 2013. 

 
 

주 다 니 

2013년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2015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석사졸업. 관심분야는 정밀위치측위, 무
인차량시스템, 주행안전시스템. 
 
 

 
문 상 찬 

2010년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2012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졸업. 2012년~현재 경희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박사과정 재학중. 관심분야
는 정밀위치측위, 무인차량시스템, 주행
안전시스템. 

 
이 순 걸 

1983년 서울대학교(공학사). 1985년 
KAIST 대학원(공학석사). Univ. of 
Michigan (공학박사). 1994년~1996년 
KIST 휴먼로봇센터 선임연구원. 1996년
~현재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관
심분야는 로봇제어, 메카트로닉스, 인체
공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