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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자동차 업계는 무선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응용의 확산으로 자율 주행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
으나 교통사고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다. 사고의 요인으로는 졸음운전, 운전자의 실수, 환경적인 요소, 잘못
된 도로 구조 등이 있으며 사고 원인의 하나인 운전자의 운전 행태와 특성은 교통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
에서는 자율 주행 및 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에 발생 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서 사고발생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사행 
운전의 특성을 판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영상기법이나 1,2차로의 운전행태로 횡방향 각속
도 변화의 특성으로 사행 운전을 판단하였으나 본 논문은 센서의 값을 이용하여 횡방향의 이동거리와 임계 범위를 
설정하여 사행 운전을 검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제어 : 사행 운전, 가속도센서, 방향센서, 사고운전, 자율주행

Abstract  Even though automakers have actively been conducting studies on autonomous navigation thanks to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wireless Internet technology, the traffic accident has been kept unsolved. 
The causes of the accident are drowsy driving, a mistake of a driver, environmental factors, and a wrong road 
structure; Driving manner and characteristics of a driver among the causes are significantly influential for the 
accident. In this paper, a study to measure characteristics of zigzag driving that can be seen before an 
occurrence of an accident regarding traffic accidents that can be incurred while driving manually or 
autonomously was conducted. While existing studies measured zigzag driving based on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 of lateral angular velocity by imaging techniques or driving manner on the first and second lane, this 
study proceeded to measure zigzag driving by setting a lateral moving distance and a critical value range by 
utilizing the value of a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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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의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용한 차

량에 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는 추세이다[1,2,3,4]. 이

와 함께 안 을 고려한 여러 시스템을 차량에 용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들은 능동 인 주행 보조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행 보조 시스템들을 사용한

다고 하더라도 사고에 한 완벽한 방은 아직 불가능

하다[5]. 이에 본 논문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 방안을 

제시하여 응  구조를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는데 목 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 다. 그리고 선행 연구인 곡선 도로 

탐지 방안[6]에 이어서 운 자의 운  행태의 악을 

하여 사행 운  검출에 하여 연구하 다. 단독 사고의 

일부는 사고 직 에 격한 사행 운 이 발생하는 경우

가 있는데 단독 사고의 정에 한 기 의 하나로 사행 

운 을 단하고 단독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응  

구조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하는 시스템 모델은 

사행 운 을 검출하기 하여 가속도센서와 방향센서를 

이용하여 치와 이동거리를 구하고, 주행거리를 계산한

다[7]. 그리고 차선변경 운 과 사행 운 을 분류하기 

하여 임계 범 를 설정하고, 설정된 임계 범 를 이용하

여 사행 운 을 검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데이터로 

이동거리를 구하고, 임계 범 를 설정하여 사행 운 을 

검출하는 시스템 모델을 제안한다.

 

2. 관련연구

2.1 가속도센서와 방향센서

가속도센서는 진동 는 물리  충격을 받았을 때 

기  출력을 발생시키며 3차원 공간에서 x축, y축, z축방

향의 움직임을 센서 값으로 측정할 수 있다[8]. [Fig. 1]과 

같이 속도의 시간  변화인 가속(acceleration)과 감속

(deceleration), 물체에 격히 힘을 가하여 순간 으로 

발생하는 가속인 충격(shock), 힘에 의하여 가속과 감속

이 빠르게 주기 으로 일어나는 진동(vibration), 각의 시

간 변화인 회 (rotation), 력에 한 치변화인 경사

(inclination)등을 측정할 수 있다.

[Fig. 1] Electronic Signal of Accelerometer Sensor

방향센서는 방 (Azimuth), 경사도(pitch), 좌우회

(roll)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azimuth pitch roll

[Fig. 2] 3-Axis Direction Sensor

[Fig. 2]의 방향센서는 헤더가 가리키는 부분을 수치

로 나타낸다. 경사도는 센서의 수직기울기를 의미하며 

좌우회 은 수평기울기를 의미한다.

2.2 차선 변경

차선 변경은 사행 운 과 차선 변경 운 의 주행 패턴

이 유사하므로 사행 운 과 차선 변경 운  구분을 해  

필요하다. 주행 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기 해서는 

횡방향 1m당 약 1 를 필요로 한다[9]. 이를 하나의 차로 

분으로 환산하면 3내지 4 가 소요된다.

2.3 사행 운전에 대한 기존연구의 특성

사행 운 은 차량 운   차선을 하게 변경하는 운

하는 행태로 차선 변경 운 과는 다르게 사고 직 에 

많이 발생하는 운  행태이다. 기존 연구는 운 자의 

동자의 깜박임을 감지[10,11]하거나 운 자의 시선과 머

리의 흔들림으로 졸음운 을 감지 는 부주의를 검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12,13,14]. 한 사행 운

을 검출하는 방법으로는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여 사행 

운  시 찰되는 횡방향 각속도 방향의 특성을 분석하

고, 통계  분석을 통하여 정상주행과 사행 운 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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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하여 임계값을 설정하여 설정된 임계값을 이용하

여 사행 운 을 검출한다[15]. 기존 논문에서는 센서의 

값을 이용하여 사행 운 을 검출하 다.

3. 사행 운전 검출 시스템

본 논문에서는 직선운 과 차선 변경 그리고 사행 운

을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방향센서의 축의 값과 가속도

센서 값을 사용하여 치와 이동거리를 산출하고 각 운

별 특성을 악하여 운  행태를 단한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별로 운  특성을 검출하기 하여 임계 범 를 

설정하고 임계 범 에 따라서 사행 운   차선변경 운

을 단할 수 있는 시스템 모델을 제안한다. 

3.1 이동거리를 이용한 사행 운전 검출

차량에 탑재한 방향센서를 이용하여 운  특성을 

악하여 사행 운  여부를 검출할 때 차선변경으로 인한 

방향센서 데이터의 변화와 사행 운 으로 인한 데이터 

변화를 구분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하여 가속도센서와 방향센서의 데이터를 수집하

고 수집한 데이터로 이동 거리와 치를 구하여 차선 변

경 운 과 사행 운 을 정한다. 

검출방법은 먼  가속도센서를 이용하여 source에서 

destination까지의 주행거리를 계산한다. source와 destination

의 기 은 차량이 출발한 후 횡방향이 바 는 시 을 

source이며 다시 횡방향이 바 는 시 을 destination 이

라고 설정한다.

(a)Straight 

Driving

(b)Lane Changing 

Driving
(c)Zigzag Driving

[Fig. 3] Moving Distance by Type of Driving

[Fig. 3]에서와 같이 1칸의 이동거리를 1이라 가정하

고 차량은 굵은 선을 따라 이동한다고 가정할 경우 (a)직

선운 인 경우 16이 된다.  (b)차선변경인 경우 27이며, 

(c)사행 운 인 경우 차량의 이동거리는 37이 된다. 사행 

운 으로 인한 이동거리가  직선운  거리의 2배 이상이 

되면 사행 운 으로 설정한다. 가속도센서를 이용하여 

치를 구하기 해 먼  식(1)을 이용하여 속도를 구한

다. 식(1)의 라미터는 <Table 1>과 같다.

    (1)

Parameter Description

 Current Velocity(m/s)

 Starting Velocity at Initial Movement

 Time(second)

 Acceleration(m/s^2)

<Table 1> Parameter to Determine Velocity

치를 구하기 한 이동 거리 산출은 식(2)와 같다.

  

 (2)

한 거리를 산출하기 한 식은 식(3)과 같다.

    (3)

식(2)와 식(3)의 라미터는 <Table 2>과 같다.

Parameter Description

 Following Velocity

 Initial Velocity

 Distance

 Acceleration

<Table 2> Parameter to Determine Moving Distance

제안 시스템 모델에서는 별도의 속력 센서를 구 하

지 않았으며 가속도센서로 속력을 산출하고 있다. 차선 

변경과 사행 운 을 구분하기 하여 차량 운  시 시간 

구간을 설정하고 센서에서 취득한 값으로 치를 산출한

다. 산출한 치 값의 변화량으로 총 이동거리를 구한다. 

구간 최단 거리를 계산하여 차선 변경의 임계 범 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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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사행 운  단 조건과 비교하여 사행 운 을 

단한다. 구간 최단 거리를 산출하는 식은 식(4)와 같다.

  
    (4)

식(4)에서 사용하는 라미터는 <Table 3>과 같다.

Parameter Description

 Shortest Distance of Route 

  X-coordinate of Vehicle Position

  Y-coordinate of Vehicle Position

<Table 3> Parameter to Determine Shortest Distance

차선변경 는 사행 운 을 단하기 한 방향 변경

이 발생하는 경우에서 거리를 계산하는 식은 식(5)와 같

으며 식(5)에서 사용하는 라미터는 <Table 4>와 같다.

   

 (5)

Parameter Description

 A Total of Moving Distance (m)

 The Shortest Distance of Route (m)

 Lane Width

 The Number of Direction Change

<Table 4> Parameter to Determine Direction Change

3.2 임계 범위 설정

제안 시스템 모델에서 각 시나리오별로 임계 범 를 

산출하기 한 식은 식(6)과 같다.

  

 (6)

식(6)에서 사용하는 라미터는 <Table 5>와 같다.

Parameter Description

 Critical Value Range

 Compensating Factor

 Maximam Value

 Minimam Value

<Table 5> Parameter to Determine Critical Value

4. 시뮬레이션 및 결과

4.1 시뮬레이션 환경 및 모델

시뮬 이션은 Core i5 CPU에 4GB의 메모리를 탑재한 

Windows 7시스템에서 Unity 5로 수행하 다. 그리고 시

뮬 이션 환경은 <Table 6>과 같다.

Environment Description

design speed 80km/h

impact severity 160 KJ

guardrail SB4

road width two-lane road

altitude none

<Table 6> The Environment of Simulation

도로의 환경은 앙 분리 를 표 하지 않은 2차로 도

로로 구 하 다. 도로의 설계 속도는 80km/h이고 편도 

2차로로 설정하 으며 차량 방호벽의 등 은 SB4, 기  

충격도는 160kJ로 설정하 다. 그리고 도로  주변 환경

은 고도를 반 하지 않은 2차원 평면도로로 설계하 다. 

각 시나리오별로 이동 궤 을 실선으로 표 하 다. 그

리고 각 운  상황 별로 20회씩 주행 시뮬 이션을 수행

하 다.

4.2 직선 운전

시뮬 이션에서 직선 운  시나리오는 [Fig. 4]와 같

으며 시뮬 이션 결과 값은 <Table 7>과 같다. 

[Fig. 4] Trace of Straight Driving

[Fig. 4]에서 차량은 z축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실선의 이동 궤 으로 표 하고 

있다. 그리고 차량의 는 y축을 나타내고 있으며 x축은 

진행 방향의 좌우를 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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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ec) axis-X axis-Y axis-Z

0 5.5 0.0 0.0

1 5.5 0.1 0.4

2 5.5 0.1 3.6

3 5.5 0.1 12.4

4 5.5 0.1 26.8

5 5.5 0.1 46.2

6 5.5 0.1 68.2

<Table 7> Sensor Data of Straight Driving

4.3 차선 변경 운전

차선 변경 시나리오는 [Fig. 5]과 같으며 2차로 주행 

 1차로로 진입 하 다가 다시 2차로로 진입하는 운

으로 시뮬 이션 결과 값은 <Table 8>과 같다. 이때 진

행 방향의 좌우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x축의 값이 변화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Trace of Lane Changing Driving

Time(sec) axis-X axis-Y axis-Z

0 5.5 0.0 0.0

1 5.5 0.1 0.0

2 5.2 0.1 2.6

3 1.4 0.1 9.8

4 -2.8 0.1 22.6

5 -1.1 0.1 41.1

6 5.5 0.0 63.5

7 3.7 0.0 88.2

<Table 8> Sensor Data of Lane Changing Driving

4.4 사행 운전

사행 운 의 시나리오는 [Fig. 6]과 같다. 사행 운 은 

다양한 운  행태를 보이나 일반 으로 [Fig. 6]과 같은 

격한 차선 변경을 나타낸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행 

운 을 검출하기 하여 방향센서와 가속도센서를 이용

하여 치와 이동거리를 구하고, 방향 환을 단하기 

하여 주행거리를 계산한다. 그리고 차선 변경 운행과 

사행 운 을 분류하기 하여 임계 범 를 설정하고, 설

정된 임계 범 를 이용하여 사행 운 을 검출한다. 사행 

운 이 발생하고 시뮬 이션 결과 값은 <Table 9>로 확

인할 수 있다.

[Fig. 6] Trace of Zigzag Driving

Time(sec) axis-X axis-Y axis-Z

0 5.5 0.0 0.0

1 5.5 0.1 0.3

2 5.5 0.1 3.0

3 5.3 0.1 10.9

4 -1.9 0.1 21.8

5 0.4 0.1 38.2

6 -2.5 0.1 58.6

7 5.1 0.0 77.7

8 8.8 0.1 76.7

<Table 9> Sensor Data of Zigzag Driving

4.5 임계 범위 설정

차선 변경과 사행 운 을 구분하기 하여 axis-X의 

값을 이용하여 임계 범 를 산출하 다. 시뮬 이션에서 

axis-X의 최소값은 –8.5 으며 최 값은 30.8을  보

다. 두 값은 서로 다른 시나리오에서 나타났으며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최 값과 최소값의 편차는 최소 8.7에서 

최  33.4가 나타났다. 이 값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임계 

범 는 <Table 10>와 같다. 

Critical Value Range

Straight Driving ≤

Lane Changing Driving ≤

Zigzag Driving ≤

<Table 10> Critical Value Range of Zigzag driving

<Table 10>의 임계 범 를 벗어나는 값은 곡선 운

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는 본 논문의 연구 범 가 

아니므로 본 논문에서는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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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lassification by Type of Driving

[Fig. 7]은 직선 운 과 차선 변경 운  그리고 사행운

과 같이 차량 운행에 따른 시뮬 이션 결과를 나타내

는 그래 이다. 직선 운 과 사행 운 과의 이동거리는 2

배 이상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행 운 인 

경우 그래 의 폭이 차선 변경 운 일 때 보다 2배가량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본 논문은 선행연구인 곡선차선 탐지 방안 이후의 연

구로 사고 발생 후의 응을 하여 운 자의 운  행태

를 악하기 해 방향센서를 이용한 사행 운  검출 시

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Unity 5를 이용

하여 시뮬 이션 한 결과, 차선 변경 운   사행 운

의 운  행태를 단할 수 있었다. 한 임계값이 

≤의 범 에 들어가는 경우와 주행 기록이 

임계 범  내에 있을 경우 차량의 주행거리가 직선운

의 2배 이상인 경우 사행 운 으로 단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행 운 을 검출하여 경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으나 본 논문은 운  유형을 

단하여 사고 상황을 정하기에 함을 보 다. 

향후 연구에는 몬테카를로 시뮬 이션을 이용하여 임

계 범 의 오차를 여 사행 운  검출을 보완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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