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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HELMET FOR RIDERS 

Outline 

Function 02 구현 기능 
Objectives 01 고안배경 

Final Goal 03 결론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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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고안배경 
01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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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배경 

※도로교통공단  2014년 통계 

Title 발생건수 (건) 사망자수 (명) 부상자수 (명) 사망률 

승용 148.070 2,380 230,511 1.6% 

이륜 11,758 392 13,899 

3.3% 

원동기장치자전거 6,655 221 7,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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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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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안배경 

1.후방 위험 감지 
 

2.야간 주행 중 전방 장애물 감지 
 

3.응급상황 감지/자동 신고 시스템 

Function 

구현기능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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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위험 감지 

Function 1  

Function 1  
8 

후방 위험 감지 

시나리오 1 : 사용자의 수동 조작을 통한 작동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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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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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위험 감지 

시나리오 2 : 후방에 물체 접근 시 자동으로 작동 

센
서 

야간 주행 중 전방 장애물 감지  

Func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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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2  
야간 주행 중 전방 장애물 감지 

착안배경 

- 주간 주행에 비해 사야 확보가 힘들다. 

- 자동차에 비해 사고 시 피해가 크다. 

12 

Function 2  
야간 주행 중 전방 장애물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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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 야간 주행 중 장애물이 감지되면 나이트 비전 영상을 HUD에 띄운다.  

Function 2  
야간 주행 중 전방 장애물 감지 

센서 

응급상황 감지 및 자동 신고 시스템 

Functio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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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3  
응급상황 감지 및 자동 신고 시스템 

착안배경 

- 오토바이 주행은 대부분 단독 주행 이므로 사고 시 도움을 받기 어렵다. 

- 사고 발생 시 대부분 중상으로 이어진다. 

가속도 센서에 의한  
이상 동작 감지 

응급 상황 여부 HUD로 확인 

16 

가속도 센서를 통해 이상 동작을 감지한 후, 확인 절차를 거친다. 

Function 3  
응급상황 감지 및 자동 신고 시스템 

응급 상황이  
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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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응답에 따라 응급 상황 전파 여부를 결정한다. 

Function 3  
응급상황 감지 및 자동 신고 시스템 

응급 상황인 경우 

운전자의 응답이 없는 경우 응급 상황으로 간주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핫라인(경찰,소방서) 
으로 상황(GPS 위치 정보)을 전파한다.   

Final Goal 

결론 및 기대효과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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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Goal 
19 

후방 위험 감지 

후방 물체의 접근을 운전자에게 알려줌으
로써 접촉사고를 예방한다. 

운전자의 안전 도모 

결론 및 기대효과 

응급상황 감지/전파 시스템 

사고 발생 시 만약 운전자가 구조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헬멧이 이 역
할을 대신 수행함으로써 생존확률을 높일 

수 있다. 

야간 주행 중 전방 장애물 감지 
야간 주행 중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전
방의 장애물을 확인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인지시킴으로써 사고를 예방한다. 

- 2016 Capstone design project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