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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Abstract- 

 

Motorcycle accidents give serious damage to drivers than car accidents. Also, when 

drivers ride a motorcycle at night, the sight can be invisible than daytime condition. To 

solve these problems, we will make a ‘smart helmet for riders’ to detect hazard things 

and convey the driver’s status when an accident occur. Raspberry Pi equip on the 

helmet and ultrasonic sensor, gyroscope sensor, light sensor, switch and two night 

vision cameras are connected to it. Small display shows rear view to the driver when 

some vehicles approach closely to the motorcycle and it shows night vision front view 

in the nighttime. Both image also can control by switch inputs. Raspberry Pi 

communicates with the mobile device by using Bluetooth. It sends an emergency signal 

and a snapshot, and mobile device sends MMS message to police or phone address 

which user entered before. Python is main language for build Raspberry Pi system, 

Java is used for build android application. In conclusion, drivers can drive in the safe 

condition and save their life from accident while using this smart helmet. 

 

 

‘Smart Helmet for Riders’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헬멧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다. 헬멧 앞뒤로는 거리 측정 초음파 센서와 카메라가 장착되며 헬멧의 앞 유리 

상단 빈 공간에 소형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HUD형식으로 사용자에게 영상을 제공하고 

버튼을 눌러 기기에 명령을 줄 수 있다. 각 센서들은 라즈베리파이로 제어되고 핸드폰과

의 무선통신을 통해 운전자의 위치정보, 비상연락처를 기반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고 

및 상황 전파가 가능하게 만든다. 스마트 헬멧이 제공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후방에 차량이 접근할 시 후방 영상을 운전자에게 제공한다. 

 

2. 나이트비전 영상을 제공하여 야간 운전 간 시야 확보를 용이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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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 발생 시 이상 행동을 헬멧이 감지한 다음. 핸드폰에 기록된 비상 연락망

을 통해 상황을 즉시 전파하여 운전자 구조에 편의를 제공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추진 배경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 비율이 자동

차 운전자 부상 비율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은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고 시에는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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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행은 주간 주행에 비해 시야가 확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

서 전조등을 켜고 다니지 않는 운전차량이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물체 및 야생동물을 만날 

경우 빠른 대처가 힘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야간에도 안전한 주행을 도와주는 보조 시

스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운전자가 착용하는 보호 헬멧에 전자장비 부착 및 무

선 통신을 사용함으로써 주행 시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마트 헬멧의 필요성을 확인

했다. 

 

 

1.2.2  기존 개발된 제품 현황 및 한계점 

 

기존 헬멧 중에도 블루투스를 사용하여 스마트폰과 연동하는 제품이 존재한다. 하지만 

블루투스의 기능이 음성통화나 음악재생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프로

젝트에서는 블루투스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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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16에서 BMW는 HUD를 탑재한 오토바이용 헬멧의 프로토타입을 선보였다. 그러

나 디스플레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네비게이션 정보나 오토바이의 상태 정보가 위주이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컨텐츠는 적은 편이다. 따라서 운전자의 안전 확보 문제는 아직까

지도 해결이 미흡한 상황이며,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부분이다. 

 

 

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스마트 헬멧을 개발한다. 운전 

시 위험 요소들을 미리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고 발생 시에도 빠른 상황전파 및 신고를 통해 운전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

록 만드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다. 

 

 

2.2 연구/개발 내용 

2.2.1  기능 상세 설명 

스마트 헬멧의 기능과 작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후방 영상 제공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Smart Helmet for Riders 

팀 명 helPmet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6. 3. 31 

 

캡스톤 디자인 I Page 8 of 22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후방이 물체 또는 차량이 접근하면 초음파 센서에 의해 거리가 측정된다. 일정 거리 

이상 접근이 판단되면 자동으로 후방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영상을 디스플레이에 출력

한다. 또한 운전자로부터 버튼 입력을 통해 임의로 영상을 켜고 끄는 것이 가능하다. 

 

2. 나이트 비전 영상 제공 

조도 센서를 사용하여 어두운 환경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디스플레이로 출력해준다. 

운전자는 버튼 조작을 통해 원하는 경우 영상을 끌 수 있다. 

 

3. 응급 상황 전파 

사고 충격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속도변화 및 회전이 가속도 센서에 의해 감지되면 

화면을 통해 응급상황 여부를 물어본다. 운전자는 버튼을 눌러 응급상황이 아님을 알

려줄 수 있다. 만약 사고가 나고 운전자가 답변을 못하는 상태라면 스마트 헬멧은 응

급상황으로 간주하여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핸드폰으로 신호를 전송한다. 핸드폰에

서는 운전자가 미리 저장해 놓은 연락처로 사고 상황을 전송한다. 전송할 때는 핸드폰

의 GPS 정보, 헬멧 전방 카메라 사진을 같이 보내 구조기관에서 운전자의 피해 상황

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2.2.2  기능 구현 

하드웨어/디바이스 측면에서 기능 구현은 크게 헬멧 부분과 모바일 앱 부분으로 구분된다. 

 

1. 라즈베리파이  

라즈베리파이는 각종 센서가 전부 연결되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블루투스를 통해 스

마트폰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핵심 디바이스다. 따라서 각 센서들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들을 적재적소 활용하면서 사용자가 현재 필요한 기능만을 선별해서 보

여주는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라즈베리파이에 구현되어야 할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카메라로부터 들어온 영상 정보를 디스플레이에 출력한다. 

- 사용자로부터 들어온 버튼 입력을 인식하여 알맞은 기능을 동작시킨다.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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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카메라, 후방영상 수동 작동 기능) 

- 가속도 센서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판단하여 응급상황 여부를 결정한다. 

- 초음파 센서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판단하여 후방 영상 출력 여부를 결정한다. 

- 조도 센서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판단하여 야간 상황 여부를 판단한다. 

-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응급상태 여부 및 사고 상태 이미지를 전송한다. 

- 사용하기 편한 디스플레이 UI를 제작한다. 

 

라즈베리파이 및 각종 센서가 헬멧에 부착될 최적 위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며 가

장 중요한 출력장치인 디스플레이의 경우 반사판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치에 유

의하여 제작한다. 전원 공급은 모니터와 적외선 광원 전력 문제로 플러그에 직접 연결

하여 사용한다. 

 

2. 모바일 앱 부분 

모바일 앱은 응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 헬멧으로부터 메시지를 전송 받고 해당 

상황을 구조기관에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조기관 연락처는 사용자가 미리 

저장한 핫라인 연락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전파할 때는 GPS정보를 확인하여 

위치정보도 같이 전송한다. 

 

모바일 앱에 구현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비상 연락망을 입력, 저장한다. 

- 저장된 비상 연락망을 토대로 응급상황 발생 시 메시지를 전송한다. 

- GPS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메시지를 전송한다. 

- 사용하기 편한 앱 UI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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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1. Actor 

- 운전자 : 스마트 헬멧을 착용하고 운전을 하는 사용자다 

- 경찰 : 응급상황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를 접수한다. 

- 주소록에 저장된 멤버 : 사용자가 미리 등록해 둔 연락처, 사고가 났을 때 

상황이 전달된다. 

2. Use Case 

- Emergency recognition: 가속도 센서에 의해 응급상황을 감지한다. 

- Distance measure : 초음파 센서에 의해 거리를 측정한다. 

- Turn off view : 사용자로부터 버튼 입력을 받아 영상을 끈다. 

- Light detection : 조도센서로부터 빛 양을 감지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Smart Helmet for Riders 

팀 명 helPmet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6 2016. 3. 31 

 

캡스톤 디자인 I Page 11 of 22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 Emergency convoy : 감지된 응급상황을 기반으로 전파할 메시지, 정보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기관 및 미리 등록해둔 연락처로 전송한다. 

- Display rear view Image : 거리 측정 결과 또는 사용자의 버튼 입력으로 영상 

출력 여부를 판단하여 디스플레이에 출력한다. 

- Display front view Image : 사용자의 버튼 입력 또는 주변 밝기로부터 영상 출력 

여부를 판단하여 디스플레이에 출력한다. 

 

 

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1. 정확성(Accuracy) 

- 후방 4m 이내로 물체가 접근할 경우 후방 영상을 제공한다. 

2. 성능(Performance) 

- 물체 접근이 감지되면 1 초 이내로 영상을 제공한다. 

- 응급 상황 판단 여부 시간을 초과한 경우 5 초 이내로 응급 메시지를 전송한다. 

3. 사용성(Usability) 

- HUD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의 시야, 착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착한다. 

- 모바일 앱 UI 는 사용자가 비상 연락망을 작성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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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시스템 구조 

 
   

 초음파 센서, 조도 센서, 가속도 센서, 카메라 등을 라즈베리파이에 부착하여 하드웨어를 

구축한다. 여러 개의 센서가 연결되기 때문에 전력과 연결 포트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라즈베리 파이를 2 개로 나누어 센서 및 카메라 연결을 분산시킨다. 핸드폰으로 

무선 통신을 보내는 라즈베리파이를 메인으로 두고 디스플레이도 이쪽으로 연결시킨다. 

나머지 한 개는 서브로 두어 G-Streamer 를 통해 영상, 스위치 입력 정보를 메인 

라즈베리파이로 보낸다. 라즈베리파이와 핸드폰에 구현되는 모듈들은 다음과 같다. 

 

- Emergency recognition: 가속도 센서에 의해 응급상황을 감지한다. 

- Measure Distance : 초음파 센서에 의해 거리를 측정한다. 

- Display Image : 카메라로부터 들어온 영상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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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ht Detection : 조도센서로부터 빛 양을 감지한다. 

- Emergency convoy : 감지된 응급상황을 기반으로 전파할 메시지, 정보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기관 및 등록된 연락처로 전송한다. 

- Check Location : GPS 를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한 위치를 파악하고 사고 메시지 

시 같이 전파한다. 

 

 

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Rasberry Pi 가속도 측정 가속도 변화, 기울기를 측정한다. 모듈  

 응급 상황 판단 
측정된 변화량을 기반으로 상황 전파 

여부를 파악한다. 
Python  

 거리 측정 초음파 센서로 거리를 측정한다. 모듈  

 조도 측정 조도 센서로 빛 양을 측정한다. 모듈  

출력  전방 영상 나이트 비전 영상을 출력한다. 모듈  

 후방 영상 후방 카메라 영상을 출력한다. 모듈  

 응급 메시지 
긴급 여부를 파악하는 메시지를 

출력한다. 
모듈  

Android 앱 화면 모바일 앱 화면을 만든다. Java, XML   

 핫라인 관리 
사고 시 전파할 비상연락망을 등록, 

관리하는 기능 
Java, XML  

HW HW 제작 센서와 부붐들을 헬멧에 부착한다.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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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스마트 헬멧을 사용함으로써 운전자는 전방 주시에 더욱 집중하면서 주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후방의 차량 접근을 미리 알게 되고 야간 주행 시 시야에 보이지 않는 물체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비상 

연락망을 통해 관계된 기관에 사고 위치와 상황을 전파할 수 있게 되어 구조에도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제외된 사항이지만 헬멧 전면에 부착한 HUD 디스플레이는 사고 

발생 이외 상황에서는 네비게이션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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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하드웨어 사양 

1. Rasberry Pi 2 

- CPU : 900MHz ARM Cortex-A7 MP4 

- RAM : 1GB LPDDR2 

- USB 2.0 4 Port 

- OS : Rasbian 4.1 

 

2. 센서 사양 

- 디스플레이 : NTSC/PAL (Television) TFT Display - 2.0" Diagonal 

Resolution : 320 * 240 

Input Voltage : 3V 

- 가속도센서 : L3G4200D 

- 조도센서 : BH1750FVI 

- 초음파센서 : Grove - Ultrasonic Ranger 

Detecting Range : 3cm ~ 4m 

- 전/후방카메라 : NoIR 적외선 카메라 

Output image : 640*480 60fps 

 

3. Mobile Device 

- CPU : Qualcomm Snapdragon 600 

- RAM : 2GB LPDDR2 

- OS : Android 4.4 & Androi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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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개발 환경  

1. Rasberry Pi 2  

OS : Rasbian 4.1 & CentOS 7 

Language : Python 2.7 

필요에 따라 ssh통신을 통한 개발이 가능 

 

2. Moblie Device 

OS : Windows 7 & Windows 10 

IDE : Android Studio 

Compiler : JDK 1.8 

Language : Java, XML 

 

 

3.1.3  결과물 확인 환경  

1. Rasberry Pi 2 

 CPU : 900MHz ARM Cortex-A7 MP4 

 RAM : 1GB LPDDR2 

 OS : Rasbian 4.1 

 

2. Mobile Device 

 CPU : Qualcomm Snapdragon 600 

 RAM : 2GB LPDDR2 

 OS : Android 4.4 & Androi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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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 디스플레이 구성 시 가장 좋은 방안은 Transparent OLED를 사용하는 방안이었지

만 현재 생산이 중단되어 구하기 어렵고 해당 패널에 맞는 보드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라즈베리파이 전용 소형 LCD를 부착해서 

사용한다. 

- 디스플레이를 헬멧 내부에 장착하기 때문에 헬멧 착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

히 주의하여 세팅을 해야 할 것이며 사고나 충격 발생 시 디스플레이 파손 위험

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되는 센서가 많기 때문에 일부 핀은 전력을 공유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직접 센서에 요구되는 전력량을 파악하며 하드웨어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 일부 센서, 부품은 전원 공급을 플러그에서 직접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성

에서 제한사항이 발생한다. 이는 캡스톤 디자인2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한다. 

 

3.2.2  소프트웨어 

- 가속도 센서에서 들어오는 값이 급변하면 응급 상황을 전파하도록 제작을 하지

만 운전자가 헬멧을 벗은 상태에서 흔들리는 과정을 헬멧이 위급 상황이라고 인

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예외처리가 필요할 것이다. 

- 전,후방 카메라를 제대로 부착해도 운전자의 머리가 흔들릴 경우 초음파 센서에 

이상 물체가 감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속도 센서에서 측정되

는 기울기를 사용하여 일정 이상 범위의 경우 무시 처리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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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김한결 
- Project Leader 

- Rasberry Pi Module Develop 

김윤호 
- Rasberry Pi Module Develop 

- Mobile App Develop 

손성수 
- Mobile App Develop 

- HW Setting 

서진환 
- Rasberry Pi Module Develop 

- HW Setting 

박성범 
- Mobile App Develop 

- Mobile App Design &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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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주제 선정 100 

라즈베리파이 – 초음파 센서 거리 측정 30 

라즈베리파이 – 후방 영상 출력 90 

라즈베리파이 – 전방 영상 출력 60 

라즈베리파이 – 가속도 변화 감지 90 

라즈베리파이 – 응급상황 전파 50 

모바일 – UI 제작 10 

모바일 – 앱 제작 40 

합  

 

 

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모바일 앱 UI 제작        

 모바일 앱 제작        

 
라즈베리파이 부분 

제작 
      

 

 
모바일–라즈베리파이  

통신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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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프로젝트 구상 
프로젝트 주제 선정 

산출물 : 구매 제품 견적서 
2016-01-04 2016-02-16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2016-02-11 2012-02-25 

계획서 발표 

프로젝트 주제 선정, 개발 환경 완성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2016-03-02 2012-03-10 

1 차 중간 보고 

초음파 센서를 사용한 거리 측정 기능 구현 

야간 영상 출력 기능 구현 

헬멧에 각 모듈 부착 테스트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2-03-10 2016-04-07 

2 차 중간 보고 

후방 영상 출력 기능 성능 개선 

가속도 센서를 사용한 응급상황 감지 구현 

산출물 :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016-04-07 2016-05-19 

구현 완료 
각 모듈 구현 / 시험 완료 

산출물 : 센서 별 모듈 
2016-04-25 2016-05-01 

테스트 
헬멧에 각 모듈 부착 테스트 

산출물 : 스마트 헬멧 
2016-05-10 2016-05-21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2. 최종 발표용 자료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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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전원 프로젝트 주제 선정 2016-01-04 2016-02-14 40 

전원 필요 부품 선정 및 시스템 설계 2016-02-11 2016-02-25 14 

손성수 

서진환 
모바일 앱 UI 제작 2016-03-02 2016-03-07 5 

김한결 라즈베리 – 후방 영상 출력 2016-03-10 2016-05-10 60 

김한결 라즈베리 – 전방 영상 출력(야간 감지) 2016-03-20 2016-05-10 50 

김윤호  라즈베리 – 가속도 변화 감지 2016-03-10 2016-05-10 60 

김윤호 라즈베리 – 거리 측정 기능 2016-03-10 2016-04-20 40 

손성수 

박성범 

라즈베리, 모바일 간 통신 구현 

응급상황 전파 
2016-04-01 2016-04-30 30 

서진환 

박성범 
모바일 앱 - 비상 연락망 저장 기능 구현 2016-04-01 2016-04-30 30 

손성수 하드웨어 구성, 헬멧 제작 2016-04-25 2016-05-10 15 

전원 테스트 및 피드백 2016-05-10 2016-05-20 10 

전원 최종발표 준비 2016-05-20 2016-05-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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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라즈베리파이 4 대 Rasberry Pi 2016-03-07 2016-05-20  

스마트폰 2 대 
Samsung 

LG 
2016-03-07 2016-05-20  

모바일 앱 개발용 

컴퓨터 2 대 

ASUS 

LG 
2016-03-07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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