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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개요 

목표 

디스플레이 

파이1 파이2 

후면카메라 

초음파센서 
전면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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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개요 

! 

목표 

- 운전 중 위험 요소들을 감지하여 전파 

-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 운전 편의를 제공하는 헬멧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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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개요 

1.후방 위험 감지 
 

2.야간 주행 중 나이트비전 영상 제공  
 

3.응급상황 감지/자동 신고 시스템 



Project Outline 
7 

프로젝트 개요 

1. 후방 위험 감지 
 

2. 야간 주행 중 나이트비전 영상 제공 
 

3. 응급상황 감지/자동 신고 시스템 

센
서 

※ 헬멧 내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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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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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개요 

1. 후방 위험 감지 
 

2. 야간 주행 중 나이트비전 영상 제공 
 

3. 응급상황 감지/자동 신고 시스템 

응급 상황이  
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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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변동사항 

라즈 베리 파이 추가 사용 

- 카메라 포트 부족 

- 전력 부족 

기기 당 하나의 카메라 포트만 존재한다. 

여러 개의 센서를 하나의 파이에 연결하여 사용 할 경우 
전력이 부족해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PI 두 개를 연결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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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변동사항 

적외선 램프 추가 

카메라의 전면에 적외선 광원이 되어줄 적외선 랜턴 설치 

- 적외선 광원이 없을 경우 나이트 비전 카메라로 활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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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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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프로젝트 진행 상황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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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하드웨어 구성도 

장착 된 모듈 

Main Pie 
( 후방 감지 ) 

Ultrasonic sensor 

Camera module 

Display 

Switch 

Acceleration sensor 

Sub pie 
( 전방 감지 ) 

Light sensor 

Camera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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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Class Diagram 

최상위 Manager Class에서 전체 흐름을 관리 

중간 Module 패키지에서 각 기능별로 관리 

최하위 Sensor 패키지에서 각 센서의 기능 및 

출력 데이터 값 관리 

-   Bluetooth 클래스는 [기능3] 구현을 위해 미리 추가 

- 카메라 모듈은 각 기능 모듈에서 별도의 프로세
스로 호출, 실행,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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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State Diagram 



Future Work 

향후 추진 계획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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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계획 

블루투스 통신 구현 

- 라즈베리 파이와  휴대폰 연결 

응급상황 발생 메시지를 핸드폰으로 보낼 때 사용 

별도 클래스로 제작, 인터페이스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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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계획 

모바일 앱 제작 

- 비상연락망 저장, 관리 기능 구현 

- 응급 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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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계획 

모바일 앱 제작 

TAP! 

연락처 추가 ( 직접 입력 )  

전화번호부 로부터 연락처 추가 

연락처 삭제 

메시지 내용 편집 

편집 

편집 

편집 

( 나 ) 

김선비 

김길동 

- 비상연락망 저장, 관리 기능 구현 

- 응급 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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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계획 

모바일 앱 제작 

위치정보 : 
2016년 3월 09일 19시 21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와우산로27길 

010-XXXX-XXXX 로부터 구조요청 메세지가 
수신되었습니다. 

※ 사고 당시 스틸 이미지 - 비상연락망 저장, 관리 기능 구현 

- 응급 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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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계획 

응급상황 감지 기능 

- 위기 상황 감지를 위한 센서 값 연구 필요 

e.g.) 자이로 센서 활용 시 한계 값 설정 

- 운전자의 고개 회전 관련 예외처리 필요 

사고 발생으로 인한 가속도 변화와 운전자의 통상적인 몸동작으
로 부터 발생되는 가속도 변화를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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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변동사항 

스냅샷 전송 

- 통신사마다 다른 MMS 규격 

- 이미지 전송 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 스냅샷 전송에 있어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   
현재 해결방안 모색 중 

SK T MMS규격 01 

LG U+ MMS 규격 02 

03 KT MMS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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