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공학부 캡스톤디자인 중간평가 답변서 

 

팀명:  11 조 HelpMet 

조원: 김한결,김윤호,서진환,손성수,박성범 

 
<아래 서식을 필요한 만큼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심사의견 or 질문 

너무 하드웨어 위주인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적인 테크닉이 있는지? 

답변 

헬멧의 보조로 사용될 Android app 을 만들었고 Raspberry pi 와 Raspberry pi 간의 통신 및 휴대폰과 

Raspberry pi 간 통신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위급 상황은 별도의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감지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  script 를 이용하여 실제 주행 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했습니다. 주행 중 측정 된 각 

센서 축의 평균 값을 구한 뒤, 평균 값을 기준 벡터로 삼은 뒤 주행 중 실시간으로 측정 되는 벡터와 

Cosine 유사도를 계산하여 응급상황을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사고 발생시 안전성은? 

답변 

디스플레이를 2 인치에서 1.5 인치로 교체하여 디스플레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각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 디스플레이에 필름을 부착하여 사고발생 시 생길 수 있는 파편으로 인한 2 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감소 시켰습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스위치는 어떤 기능을 위해 존재하는지? 

답변 

응급상황 알림이 활성화 되었을 때, 만약 운전자가 응급상황 메시지 전파를 원하지 않을 경우 

( 오작동으로 인한 경우 혹은 운전자 스스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스위치 조작을 통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이 출력 되었을 때 영상 출력을 중단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외관적인 부분은? 

답변 

무선통신과 블루투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불필요한 선들을 제거 중입니다. 최종 시현을 할 때엔 덮개 

등을 이용해 선들이 보이지 않도록 정리할 계획입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내부의 어디서 어떻게 디스플레이 되는지 영상을 볼 수 있을지 1 

답변 

최종시현 때엔, 헬멧 내부를 촬영한 영상을 모니터를 통해 크게 띄워 둘 계획입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영상 저장 기능이 있는지? 

답변 

이미 상용화가 끝난 블랙박스 헬멧이 존재하고 주 목적인 운전자 안전성과 큰 연관이 없다고 판단하여 

영상 저장 기능은 넣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사의견 or 질문 

실험 데이터가 부족한 것 같음. 

답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3 축 센서를 사용하는 Raspberry pi   대신 6 축 센서를 사용하는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했습니다. 또한 보다 정확한 사고 감지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 

실제 주행 중 획득 된 센서의 값들을 활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