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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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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개선

!

- 안드로이드 앱 개발 완료

- 위험 상황 감지 알고리즘 구현

- 기기(라즈베리파이, 핸드폰) 간 통신 모듈 구조 개선

소프트웨어 미흡 부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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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개선

!

실험 데이터 부족 부분 개선

- 라즈베리파이 센서 → 핸드폰 자이로/가속도 센서 사용

- 실제 주행 데이터 & 통계 프로그램 사용

- 유사도 계산을 통한 사고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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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개선

!

헬멧 편의성 개선

- 디스플레이 변경 (2인치 → 1.5인치) 

- 불필요한 선 정리(유선 통신 → 무선 통신)

- 디스플레이 파손 방지용 보호 필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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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용

응급상황 감지

핸드폰자이로 & 가속도센서(6축) 사용

스마트폰을 사용, 연산능력 증가 & 라즈베리파이 부담 절감

데이터 정확성 증가

통계프로그램사용, 일반주행시평균값계산

R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주행 데이터를 분석

데이터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출력하여 형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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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용

응급상황 감지

코사인유사도사용, 응급상황감지

주행 데이터로부터 기준 벡터 설정

실제 주행 중 데이터를 벡터화, 기준 벡터와 비교

라즈베리파이로응급상황전파

TCP/IP 통신으로 전파 후 화면에 이미지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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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용

안드로이드 앱 제작

비상 시 연락망 저장 기능

SQLite 사용, 비상 연락망 추가/삭제 기능 구현

응급메시지전파기능

저장된 전화번호로 긴급 메시지 발송

사고장소 위도/경도 파악 후 지도 정보 발송 (구글지도 API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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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용

라즈베리파이 통신 기능 개선

블루투스통신 → TCP/IP 통신으로변경

스마트폰 테더링으로 기기들을 연결

거리 제약사항 해소, 전송 속도 증가로 성능 향상

스마트폰 추가로 멀티스레딩 서버 활용, non-blocking 소켓 통신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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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용

주행 전 날씨 정보 제공

OpenWeatherMap API 사용

GPS 정보 & 현재 시간 이용, 3시간 후 날씨예보

데이터 획득

파싱하여 예보에 따라 주의 이미지 출력

GPS, 현재 시간

예보 JSON 파일

파싱된 기상예보 string

강수확률이높은경우주행전주의화면출력

주행전주의이미지출력

전원 ON 메시지

우천 예보

운전 시 안전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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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추진계획

헬멧, 안드로이드앱 UI 제작

사용자 편의성 증대

헬멧외관정리

센서 연결선 정리, 부착된 기기 위치 조정

프로그램안정화

기기 간 통신 부분, 응급상황 감지 부분



Demonstration

시연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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