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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로 주행 정보를 기록하고 운전자에게 패턴 별 주행정보를 제공하는 라이프로그(Lifelog)
형태의 서비스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운전자의 도로 주행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이 정보는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주행 

패턴 인식은 이벤트 구간 검출 과정을 통한 패턴 구간을 검출하고 가속도 센서와 방향 센서, 즉 멀티 센서 기반으로 주행패턴을 

인식한다. 주행 패턴을 분석 후 시간 정보를 이용하여 촬영된 영상 데이터에서의 패턴 구간 영상을 같이 제공한다. 이렇게 패턴 

구간의 센서 스트리밍 정보와 영상을 제공하면 운전자의 운전 성향 및 주행 기록을 분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주행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프로토타입으로 제안한다.

키워드: 3축 가속도 센서(3-axis Accelerometer), 운전패턴인식(Driving Pattern Recognition), 이벤트 구간 검출
(Event Section Detection)

I. 서론

최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모바일 

기기의 일종인 스마트폰의 기술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

폰은 편리한 휴대성과 함께 움직임을 감지하는 다양한 종류의 센

서들을 적용함으로써 여러 분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며 서비스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속도 센서를 이용

하여 상태/행동을 인식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에는 스마트폰으로 차량용 네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기능도 이

용할 수 있다. 따라서 네비게이션 및 블랙박스등의 고가의제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손쉽게 사용가능하다. 하지만 차량용 

블랙박스등은 사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가능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장착되어 있지 않다[1]. 
교통사고의 통계를 살펴보면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위험 운전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도로를 주행해보면 많은 운전자

들이 단속카메라 없는 도로에서는 신호·속도위반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달리는등의 위험운전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운전들은 운전자

의 운전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된다. 운전습관은 운전자마다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운전습관은 운전자 본인이 깨닫

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운전 성향을

알 수 있도록 하며 경각심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북미 지역에서는 차량용 블랙박스 등의 장치를 통해 

획득한 자동차 주행.사고 정보들을 가지고 과학적인 교통사고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과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다[2]. 최근 

국내에서도 차량 주행 데이터 정보를 이용하여 안전운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4]. 장영준 

등은 IPhone의 GPS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정숙 운전 지수를 

평가하고 정숙 운전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오주택 등

은 위험운전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른 임계값을 개발하여 제안하

였다. 한인환과 양경수는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실차 실험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위험 운전의 빈도와 교통사고

의 경험 유무등을 평가하여 위험운전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검증

하였다. 또한 김기석 등은 EMS(Engine Management System), 
TMS(Transmission Management System), ABS/TCS, A/BAG 
등에서 진단된 차량의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운전 패턴 

및 차량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연구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운전자의 평시 주행 정보로부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운전에 대한 분석을 하여 운전자의 운전 패턴 및 성향 평가를 

통해 위험운전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동차 주행정보를 기록함으로써 데이

터를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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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주행 패턴 인식의 설계

1.1 시스템 구성

그림 1 시스템 구성

Fig. 1. System Composition

1.2 주행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시스템은 주행중인 차의 

전면 유리에 부착된 거치대에 설치하여  실제 주행을 통해 주행 

정보들을 획득하였다. 획득한 데이터의 상세 정보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센서 디바이스로부터 획득하는 데이터의 정보

table 1. Data information on Sensor Device 

구 분 획득주기 상세 내용

Video 16 fps
mp4(320 * 240) 형태 영상 

정보를 제공

Accelerometer 50 msec 주행 패턴 인식 및 정보를 제공

Orientation 50 msec 회전과 비회전 패턴 구분

GPS 50 msec 위치 정보를 제공

Time 50 msec
패턴이 발생한 비디오 재생 

위치를 확인

아래 그래프의 그림은 주행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센서 디바

이스로부터 획득한 좌회전과 우회전의 샘플이며 3축 가속도센서 

데이터(좌측)와 방향 센서의 방위각 데이터(우측)를 그래프로 표

현한 것이다. 가속도 센서 데이터에서 X축은 차량의 핸들링 조작

의 변화에 따라 반응하며, Y축은 차량의 상.하 움직임으로 도로면

의 상태에 따라 반응한다. Z축은 차량의 속도에 반응하여 가속 상

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방위각을 통해 회전 방향과 변화량을 

알 수 있다. 

그림 2 좌회전 

Fig. 2. left turn

그림 3 우회전 

Fig. 3. Right turn

2. 주행 패턴 인식 알고리즘의 단계

2.1 전처리 과정

센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노면 상태나 작은 차

량의 흔들림에도 각각의 센서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행 패턴을 

인식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
전처리 과정에서는 스무딩과 정규화 과정을 통해 데이터 처리

를 하였다. 스무딩 작업은 센서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센서

의 동작과 잡음 때문에 발생했을 미세한 변동과 불연속성등을 약

하게 취하기 위함이다. 가속도 센서는 각 축별로 250msec 단위로 

평균을 취해 스무딩 작업을 한다. 방향 센서 데이터의 방위각은 0 
~ 360도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데이터는 자기장과 차량

의 흔들림에 의해 오차가 심하다. 따라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차이

를 구해 변화량을 적용한다. 정규화 과정은 3축 가속도 센서 데이

터의 X, Y, Z축은 각 기준값이 상이하므로 동일하게 처리하기 위

해 적용한다. 각 축의 전체적인 평균을 구하여 빼준다면 기준값을 

원점으로 맞출 수 있다. 또한 이벤트 구간 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표준편차로 나누어주는 z-transformation 과정을 통해 가중

치를 다르게 적용한다. z-transformation 하면 기준값과 차이가 미

미한 데이터를 약하게 취하기 때문에 잡음과의 구별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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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벤트 구간 검출 과정

주행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패턴이 발생한 구간을 검출해야

한다. 이벤트 구간 검출 방법은 음성 인식에서 사용되는 끝점검출 

방식을 참고하였다[5]. 음성인식 분야에서는 에너지값과 영교차율 

방식을 적용하는데 주파수와 센서 데이터는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교차율 방식을 제외하고 에너지값을 z-transformation 
과정을 적용하여 검출하였다. 검출 방법은 처음으로 Threshold_2 
이상이 된 점(p2)을 찾으면 역방향으로 비교해나가서 처음으로 

Threshold_1을 초과하게 되는 점(p1)을 찾는다. p1을 이벤트 구간

의 시작점으로 정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끝점(p4)을 찾게 된다. 단 

점 p4의 결정은 p3이 나타난 후 threshold_2 미만의 값이 

60msec(△t) 이상 이루어질 경우 결정한다.

그림 4 이벤트 구간 검출 방법

Fig. 4. Event Section Detection Method

2.3 패턴인식기 과정

주행 데이터의 패턴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의 센서를 이용하

는 방법보다 두 가지 이상의 센서를 접목하면 패턴을 분석하는데 

용이하다. 패턴을 검출하는 방법은 결정 트리 기반의 패턴 인식과

정을 거친다. 방위각의 변화를 기준으로 회전 패턴과 직진 패턴으

로 대분류하고 방위각의 변화량과 변호의 방향에 따라 유턴과 좌.
우회전의 주행패턴으로 분류한다. 직진 패턴의 경우는 Y축의 반응 

여부를 기준으로 방지턱과 가속도로 구분한다. 급감속과 급가속은 

Z축의 변호의 방향으로 구분되어 진다.

그림 5 결정 트리 알고리즘

Fig. 5. Decision Tree Algorithm

2.4 패턴 인덱싱 및 검색

검출된 주행패턴은 센서스트림상의 시간과 검출 구간이 DB화 

되어 저장된다. 사용자는 주행패턴의 확인을 위해 검출 및 인식된 

주행 패턴에 대한 검색 기능을 지원한다. 패턴 검색 기능을 통해 

주행 패턴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디오 스트링과 함께 디스플레이

된다.

III. 실험결과 및 분석

실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직접 교내 도로와 주변을 주행하면서 

획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하였다. 각 센서스트림의 길이는 3
분~5분 내외이며 전체 비디오 클립은 17개의 데이터 셋을 획득하

여 실험하였다. 각 센서스트림 셋의 구성으로 모든 패턴이 한번 이

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 획득하였으며, 일부 포함되지 않은 패턴

의 셋도 실험에 포함되었다. 인식률의 판별은 인식된 패턴의 수와 

종류를 수작업으로 사람이 비디오 스트림에서 판별하여 계산하였

다. 즉, 비디오스트림 데이터마다 패턴의 종류와 발생빈도를 사용

자가 카운팅하고, 실제 센서스트림으로부터 검출되어 저장된 패턴

과 비교하여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제안한 주행 패턴 인식 알고리

즘을 통해 패턴별로 인식률을 측정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았다.

표 2 주행 패턴별 인식 결과

table 2. Drive Pattern Recognition Result

구 분 좌회전 우회전 U턴 방지턱 급가속 급감속

총 

패턴수
15 25 34 49 24 19

정인식 12 21 28 46 14 16

오인식 3 4 6 3 7 3

인식률

(%)
80.0 84.0 82.4 93.9 58.3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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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전체적인 인식률 82.5% 을 나타내었으며 이벤트 구

간검출 결과가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인식 패턴을 분석한 결

과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주행 패턴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하나

의 구간으로 인식되거나 패턴이 진행되는 중에 잠시 멈춤으로써 

두 개의 구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U턴을 하면

서 한 번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잠시 멈췄을 경우 두 개의 

구간으로 인식되어 좌회전 패턴이 2회로 인식되었다. 또한 결정 

트리 알고리즘에서 급감속이 이루어지면서 방지턱을 넘을 경우 방

지턱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짧은 시간안에 급감속과 방지턱이 이루

어질 경우 이벤트 구간검출 과정에서 하나의 구간으로 인식하여 

방지턱으로 오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상의 센

서를 사용함으로써 저속에서도 패턴을 분리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IV. 결론 및 향후과제

이 연구는 생활의 일부분인 운전자의 운전 주행 정보를 기록하

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먼저 주행 패턴 별

로 운전 성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행 패턴을 검출 및 인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센서를 접목하여 주행 

패턴을 인식하는데 효과를 보았으며 검출된 패턴의 센서스트림과 

주행 당시 촬영 영상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분석이 가능도록 하

였다. 향후 과제로는 여러 상황에 따라 적응적으로 이벤트 구간을 

검출하고 패턴을 인식 알고리즘 방법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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