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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록 정보 분석 기반 데이터 활용 방안
Data Utilization Method Based on
Automobile Recor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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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차량 운행의 패러다임은 자율 주행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차량 운
행 시 차량의 위치 정보와 차량의 센서 정보를 획득하고 데이터화 한 후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조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연구하였다. 자동차는 전자제어유닛(Electronic Control
Unit, ECU)을 통해 제어되며, 제어되는 신호는 OBD(On Board Diagnostics)-Ⅱ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
다. 또한, 위치 정보는 GPS 신호를 통해 수집할 수 있고, 수집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입
력하여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동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
이터를 정형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후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수집된 정
보를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드는 체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핵심어 : 데이터 로거, 머신러닝, 빅 데이터, 차량 정보 수집

Abstract
Recently, the paradigm of vehicle operation is being researched with the aim of perfect autonomous
driving. Therefore, in this paper, we acquired the location information of the vehicle and the sensor
information of the vehicle while driving the vehicle, and then made data, and then researched for creating
new value by combining the stored data.
The vehicle is controlled through an ECU(Electronic Control Unit), and the controlled signals can be
collected through OBD(On Board Diagnostics)-II. In addition, the location information may be collected
through a GPS signal, and the collected information may be input to a database to analyze the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designed a system that collects data on automobile traffic lines, formalizes the collected
data, stores the data in the database, and analyzes the stored data.
Keyword : Data logger, Machine learning, Big data, Collection of vehicl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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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에는 차량의 위치 정보 및 차량 내부의 상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 사용되는 정보는 차량의 위치 정보,
차량의 제어 정보 등이며, 차량의 위치 정보는 차량 간의 위치뿐만이 아닌 운전자의 차량 이동 궤
적이나 이동 속도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고 여부 등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차량의 위치 정보 이외에 자동차가 가진 차량의 제어 정보를 통해 운전자의 자동차 상태 정보
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자동차 진단 및 검사로 많이 사용되는 자동차 네
트워크인 OBD-II(On-Board Diagnostic version II)라는 표준화된 진단 시스템을 통해 제작된 OBD-II
커넥트가 블랙박스 및 자동차 진단기, 자동차 소모품 관리 등 많은 장치들에서 사용 되고 있다
[1].
OBD-II를 사용하는 디바이스들의 통신은 유선이나 무선으로써 외부 장치(스마트폰, EDR 제품)
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 자동차의 위치 정보는 GPS를 이용하고 차량의 내부 상태 정보는 OBD를 이용하여 수집할 수 있다 [1-4].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센서 정보에 집중하여 한정된 하나의 주제에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
다. 차량의 GPS를 이용한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교통 정보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주는 기능이
나, OBD- 를 사용하여 자동차 상태 정보만 가지고 차량을 진단하는 기술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5-7].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의 위치 정보,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료화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
하여 관제 시스템 또는 운전자가 데이터를 직접 확인 및 분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
를 진행하였다. 이는 자동차의 복합적인 내용을 조합하여 만드는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
다. 일정 구간 데이터를 모아 정형화한 후 데이터를 학습시키면 언제 통행량이 많아지고, 사고는
어떤 계절에 더 많이 나는지 알 수 있는 정보도 생성할 수 있다.

2. 차량 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 설계
본 논문은 차량 정보를 가져오는 부분과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 데이터 학습
에 대해 진행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분류 및 학습을 위한 도구로 .NET 프레임워크의 C#을 사용
하였으며, 통계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이선을 사용하였다. 비정형 데이터는 정지 영상이나 동
영상 자료로 분류하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 기능을 활용하였다.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그림 1]에 보인다.
운용자 또는 사용자는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차량에서 나오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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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하였고, 별도의 파일로 저장을 원하는 경우는 CSV 파일
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학습을 위해 활용되고, 기준 데이터는 사람이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오차 범위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설정된 기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분
석을 요청할 시 비교 분석하여 요청한 사용자에게 분석된 정보의 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계하였다.

[그림 1] 차량정보수집 및 분석 개념
[Fig. 1] The Concept for Vehicle Information Collection and Analysis

2.1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여 운전자의 성향을 분석하거나, 차량의 상태를 분석하고,
차량의 위치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설계하였다. 운전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의 자료로 차량의 엔진 부하, 엔진 RPM, 속도, 스로틀(Throttle) 위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며, 분석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저장되어 다른 분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차량의 상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는 차량의 촉매 온도 정보와 차량의 엔진 냉각수 온도를 기준
으로 하였으며, 차량의 성향 분석정보를 참고하여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위치
정보는 구간에 대한 정보를 비교하기 위해 설계하였으며, 모든 정보는 하나의 패턴을 찾기 위한
개념으로 설계하였다.

2.2 머신러닝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학습하고 학습된 결과를 사용자가 다시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다시 설정 후 설정된 값에 새로운 값이 입력되면 기준값에 대입하여 정보를 분석하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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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결과를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재귀 학습에 대한 알고리즘을 고안하였다. 이는 데이터
에 대한 누적으로 인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8-11], 많은 머신러닝에 대한 알고리즘으로 사
용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림 2]의 순서도는 데이터의 재귀 학습에 대한 것이다.

[그림 2] 학습모델
[Fig. 2] Learning Model

3. 시스템 구현 및 실험
3.1 PC용 자료수집 응용프로그램 구현
PC용 자료수집 응용프로그램은 시리얼 통신의 통신 여부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클래스와
DB와 연결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OBD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COM 포트로 수신
된 정보에 대해 공용 파서를 통해 파싱하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COM 포트로 수신된 정보를 데이
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파일로 저장해야 하는 라이브러리가 요구된다. [그림 3]은 COM 설정 UI를
보인다.
응용프로그램의 동작은 OBD- 를 지원하는 ELM 327 칩과 블루투스 통신을 통하여 장치 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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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하고, 장치에서 전달받은 16진 코드를 파싱하는 코드로 구성하였다. 파싱된 데이터는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하여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필요 때문
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 COM 설정 UI
[Fig. 3] UI of COM Settings

3.2 데이터 분석 응용프로그램 구현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
하다. 차량의 위치 정보, 차량의 상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온 후 기본적인 분석 절차를
저장하거나 기본적인 정보를 학습시키는 분석이 요구된다.

[그림 4] 데이터 분석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Fig. 4] Usecase Diagram for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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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응용프로그램에서 정의한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은 클래스를 중심으
로 구현이 필요하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클래스와 OBD 데이터를 파싱할 수 있는
클래스가 필요하여 구현하였으며, 파싱된 데이터를 다시 로드하여 운전자의 성향, 차량 몸 상태,
차량의 위치 정보를 적재하는 클래스를 거쳐 드라이버의 성향을 분석할 수 있는 클래스를 통해 분
석하도록 하였다. 분석된 데이터는 다시 재귀하여 분석하고, 분석된 데이터는 재가공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3.3 실험 방법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분석하고자 하는 결과값을 예상하고 기준 정보를 만들었다. 시간의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차량의 속도 정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차량의 공기 흡입량
의 정보 등 차량의 정보와 시간의 조합은 OBD- 에서 가져올 수 있는 최소한의 개수만큼 대입된
다. 이러한 정보를 1회 주행에 대해 1개의 표본으로 만들고 샘플링된 데이터의 통계를 내어 기준
데이터를 만들었다. 기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 수집되는 정보와 대조를 할 수 있게 하여 기준
데이터를 갱신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기준 데이터가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일부 데이
터를 수정하여 기준 데이터를 갱신하였다.

[그림 5] 시간에 따른 엔진 수온의 변화
[Fig. 5] Change in Engine Water Temperature over Time

[그림 5]와 같이 시간에 따른 엔진 수온의 변화는 최대 100도를 유지하며 최상의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상의 상태라 할 수 있는 이유는 차량의 냉각 계통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경우 주행 시 엔진 수온은 최대 200도를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 엔진 메커니즘이다. 만일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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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로 주행을 했을 경우 엔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엔진 피스톤이 엔진 블록이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된다. 엔진의 부하를 주지 않은 경우는 엔진 수온이 높다(권장 온도 120도 이상)고 기
록되면, 엔진 및 냉각 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정비사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엔
진 정비를 하여 차량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 정비를 할 수 있다.

[그림 6] 시간에 따른 촉매온도 변환
[Fig. 6] Change in Catalyst Temperature over Time

[그림 6]은 촉매 온도가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이며, 9시 54분경부터 9시 56분경 특이하게
데이터가 튀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이 그래프만으로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엔진 부하량이
많아져, 엔진 배기의 온도가 올라가 촉매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운전자가 운전에
대해 엔진 부하량을 심각하게 주어 발생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파악을 할 수 있으며, 실
제 드라이빙 상황에서 엔진 부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촉매 온도와 엔진 부하량 그리고 엔진 RPM 정보와 엔진 스로틀 개방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분
석하면, 9시 54분경부터 9시 57분 사이 차량에 대한 부하량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의 시간 흐름에 대한 RPM 그래프를 보게 되면, 9시 54분경부터 9시 57분 사이 변화가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엔진 부하량 또는 스로틀 개방이 해당 시간에 따라 유사한 패턴으
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초 데이터로 사용 가능한 차량의 움직임에 대한 패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OBD- 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약
87가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중 본 논문에서 실험 데이터로 사용한 정보는 시간 정보와 촉매
온도, 스로틀 위치, 속도, 엔진 RPM, 엔진 부하량, 엔진 수온의 10가지 정보로 분류하여 실험 정보
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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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간에 따른 엔진 RPM
[Fig. 7] Change in Engine RPM over Time

3.4 실험 정보의 분석
실험 정보 수집은 일정 시간 및 일정 주행 경로를 바탕으로 수집하였으며, 주행 경로를 벗어난
경우는 새로운 정보로 판단하여 정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의 패턴 분석은 비슷
한 시간대에 수집된 차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을 하였으며, 패턴을 파악 후 부하 상황에
대한 상태의 실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3.4.1 시간 흐름과 촉매 온도의 변화 패턴 분석
촉매 온도는 차량의 시동과 동시에 배기의 온도 변화를 알 수 있으며, 촉매 온도가 높아지는 이
유는 엔진에 대한 부하 증가의 원인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적인 촉
매 온도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표 1]의 촉매 온도의 변화를 보면, 일정한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하나로 합쳐 보
면, 일정한 패턴을 볼 수 있다. 시동을 걸고 차량을 움직이게 되면, 촉매 온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범위 온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급격히 튀는 구간은 엔진의 부하량이 높
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평균으로 만들어 기준 정보로 반환을 할 수 있다. 촉매 온도의
경우 엔진 부하량에 대한 특이사항이나 엔진 시동을 끄지 않으면 평탄한 곡선을 그리게 되나, 엔
진 부하량이 급격하게 높아지면 배기 온도의 상승으로 인하여 촉매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8]과 같이 촉매 온도 변화 패턴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오르다 일정하게 내려
가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온도가 내려가는 시점에 차량의 속도가 0인 기점으로 촉매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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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촉매 온도 변환
[Table 1] Change in Catalyst Temperature

[그림 8] 촉매 온도의 데이터 변화 패턴
[Fig. 8] Load Data Pattern of Catalys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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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시간 흐름과 엔진 수온의 변화 패턴 분석
엔진 수온은 촉매 온도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에서 수온이 서서
히 올라 정상범위까지 올라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본 정보로 삼아 부하 주행에 대
입할 수 있는 좋은 수치로 만들 수 있다.시작 시 온도가 다른 이유는 오전 오후의 온도 차이로 해
석할 수 있다.
[그림 9]의 부하 데이터 패턴의 경우 수온이 천천히 올라 일정한 시간 후 온도가 일정한 패턴을
볼 수 있다. 이 패턴은 차량의 부하가 있을 시 엔진 메커니즘적으로 수온을 강제로 맞추기 위해
수온을 조절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일정 패턴 이후 패턴의 진동이 생기는 이유는 차량의 속도가 0
인 경우 차량이 정차 시 엔진 수온이 변화하는 과정에 엔진 팬이 동작하거나 하지 않는 과정을 거
쳤기 때문이다.

[그림 9] 엔진 수온의 데이터 변화 패턴
[Fig. 9] Load Data Pattern of Engine Water Temperature

3.4.3 시간 흐름과 엔진 부하량 변화 패턴 분석
엔진 부하량은 같은 이동 궤적을 보이지만 교통 상황에 따라 부하를 많이 주거나 덜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경우 엔진 부하가 적은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엔
진 로드 변화 분포에서 엔진의 부하를 주게 되면, 엔진 로드가 올라가는 것은 자동차 공학적으로
당연하지만, 유사한 시간과 같은 경로라 해도 차량의 통행량에 따라 부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다
르기 때문이다. 엔진 로드는 서킷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속도를 통해 변화 분포를 수집하
는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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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시간 흐름과 속도 변화 패턴 분석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는 엔진 부하와 연관 지을 수 있으며, 부하량에 따라 속도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속도의 변화도 엔진 로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상황을
만들 수 없어 분석의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자료로는 부적합하였다. 그러나 같은 시간 비슷한 이동
궤적인 수집 분석된 변화 분포는 당시의 교통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3.4.5 부하 주행의 분석
기준 그래프를 참고하여 부하 주행을 분석하면, 부하 주행 [표 2]의 경우는 엔진 수온을 보았을
때 엔진 부하량이나 속도의 변화가 0에 가까울 때는 주행을 멈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2] 부하 주행의 예
[Table 2] Example of Driving with Heavy Load

3.5 실험 결과
차량 주행에 대한 기본 정보를 생성하고, 생성된 정보를 새로운 정보와 비교한 결과 기준 정보
에 대해 눈에 띄게 운전 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차량의 속도 정보와 차량
의 상태 정보를 조합하였으며, 조합된 결과는 자동차 공학에서 요구되는 이론적인 결과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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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 조합된 자료를 기준 자료로 구성하고, 비교 대상인 부하 주행을 비교하
였을 때 기준 정보보다 극한 주행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기준 정보와 신규 정보를 다시
조합하여, 새로운 정보를 기준 정보로 다시 만들고 부하 주행을 다시 입력하여 자료를 다시 분석
한 결과는 기준의 평균치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처음의 부하 주행보다는 낮은 수치로 부하 주행을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준 주행 경우에 대해 지속해서 학습을 시킨 후 부하 주행
을 비교군으로 설정하면 부하 주행이 극한 주행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준 주행
외 약 한 달의 주행데이터를 입력한 결과는 처음 기준 주행보다 평균이 올라간 결과를 얻을 수 있
었으며, 이 결과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고, 같은 주행 구간 대비 비슷
한 교통 상황이라도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주행 자
료를 수집에 있어 더 많은 주행데이터와 다른 차량의 주행데이터 또는 주행 테스트를 다양한 운전
자 대상으로 주행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던 환경이 아쉬웠다. 그러나, 단순한 주행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학습 시켰을 경우 운전자에 대한
성향 파악도 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와 운전자의 소통을 위해 차량의 센서 정보를 OBD 통신과 GPS 정보를 수
집하여, 수집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상하였다. 설계한 내용을 실현하고자 차량의
OBD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설계 및 구현하고, 수집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데
이터베이스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운전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었고, 생성된 정보를 재귀학습하여 기준 정보를 강화하였다. 그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특수한 부하 주행을 비교하여, 주행의 특수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로도 주행의 특수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차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간단한 분석만으로도 차량의 기본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으며, 추출된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와 비교하였을 경우 설정된 정보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준 정보를 구성하고 패턴을 만든 후 학습시켜 일련의 패턴을 만든
후 새로운 데이터와 비교를 하였을 때 운전의 패턴이나 당시의 교통 상황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
로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내용을 보완하여 정교한 분석 체계로 구축하고, 한 대의 주행 정보가 아닌 다수의 차
량 정보 또는 가솔린, 디젤, 천연가스 차량의 정보까지 수집하고, 계절별 자료를 수집하여 본 논문
에서 제안한 기준 데이터를 만들어 비교하고자 하는 정보를 입력하였을 때 운전 성향이나 운전에
대한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향후 과제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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