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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스마트 폰의 내장 디바이스 장치와 커스터마이징 센서를 이용하여 종합적인 차량 보조 

기능을 제공 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실제 차량에 최종 완성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Proto Type으로 진행이 되며, 완성된 시스템은 실제 차량에 데모 버전 방식으로 탑재해보

는 것으로 한다. 

  

1.1 목표 기능 

1.1.1  핸드폰 내장 디바이스 

 카메라 : 핸드폰 카메라의 사진 찍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블랙박스 

기능을 제공 한다. 

 GPS : GPS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를 조회, 지도상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 준다 

(차 후 네비게이션 구현 예정) 

 가속도 센서 : 급격한 차량의 감속을 탐지하여, 긴급 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 

하는데 도움을 준다. 

 SMS & 통화 기능 : 긴급 사고& 상황이 발생 할 시 외부에 메시지와 통화 기

능을 제공 한다. 

 

1.1.2  센서 

 알코올 센서: 운전석에 설치하여, 자가 음주 측정 기능을 제공 해 준다 

 초음파 센서: 차량의 전면or후면에 설치하여 차량과 장애물간의 거리를 제공 

해 준다. 운전자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거리를 설정 가능하며, 차량이 장애

물과의 거리가 설정된 거리보다 가까울 경우 경고음을 울려 준다. 

 연기 센서 : 차량의 보닛에 설치하여, 연기 발생 유무에 따른 긴급 사고 발생 

여부를 판단 하는데 도움을 준다. 

 온습도 센서 : 차량 내부에 설치하여, 차량 내부 온도조절에 보조 정보를 제

공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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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표 성과  

 기존의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네비게이션 (현재 맵으로 대체 차후 개발 예정), 블랙박

스 기능을 제공 해 준다.         

 추가 적인 센서를 부착하여, 종합적인 보조 기능을 제공 해준다. 

 

 

1.2.1  가상 데모 시나리오 

 알코올 센서: ex) 회식 중 맥주 한잔을 먹었는데, 현재 자신의 혈중 알코올농

도를 제공 해 주어 운전 여부 판단 ( 음주 운전은 되도록 하지 맙시다.) 

 

 초음파 센서: ex) 내 차에는 후방 감지 센서는 있는데, 전방 감지 센서는 없다. 

또는 오래 된 차종이라 후방 감지가 없다. 초음파 센서를 부착하여 대체. 

 

 연기 센서: ex) 외딴 산길을 드라이빙 중이다. 잠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결

과 큰 사고가 발생 했고 운전자는 의식이 없다. 연기 센서와 가속도 센서로 

긴급 사고 발생을 감지 하고 등록 된 번호로 메시지와 함께 자동 전화가 연

결 된다. 

 

 온습도 센서: ex) 무더운 여름날, 소개팅을 한 그녀와 첫 애프터를 갖는 중이

다. 에어컨을 계속 켜 놓았는데, 그녀가 혹 추운지 아닌지 물어보기 전에 온 

습도 센서로 매너 있게 온도를 관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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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이번 프로젝트는 Android Open Accessory API (AOA)를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에

서 주변 하드웨어 악세서리들을 제어하는 것이다. 

 

 

2.1.1   Android Open Accessory API (AOA) 

ADK와 Android 기기 간의 통신을   위한 간단한 USB 프로토콜이다. 즉, Android 기기

가 USB Hosting, USB Client로 결합된 ADK와 Input, Output을 주고 받기 위해 사용하는 

API이다.  

Android Application에서 API를 사용하여 키트의 정보를 입력하고 키드의 펌웨어에 정

보를 입력해 놓으면 USB 연결시에 설정해 놓은 Application이 인식되고 통신이 시작된다. 

 

2.1.2  ADK (Android Accessory Development Kit ) 

주변 기기(Accessory)를 개발 하기 위한 키트이다. 주변 기기를 ADK에 선으로 연결하

여 Accessory 장치를 구현하고 키트와 키트에 올린 펌웨어를 중간 매개로 사용하여 

Android 기기와 주변 기기가 통신한다. 

 

 

 

2.2 수행내용 

 

계획서에서 작성한 일정대로 2월 29일까지 1차 데모 버전 완료, 3월 18일까지 시스템 

설계를 완료를 수행하였다. 또한 1차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맞춰, 1차 중간 버전

을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있다.  

계획서의 일정과 비교하였을 때, 1차 데모와 시스템 설계는 기간에 맞춰 완성되었고, 1

차 중간 버전은 2차 중간 버전의 기능들과 상호작용 하는 부분 때문에, 2차 중간 버전까지 

고려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1차 중간 버전 기능의 최종 완

료 시점은 2차 중간 버전의 완료 시점과 동일하게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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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1차 데모 버전 

Application에서 스마트 폰의 자체 성능과 폰 안에 내장 되어 있는 하드웨어들로 가능한 

기능 부분 구현. 기본적인 User Interface 구현. 

 

2.2.1.1.  Application User Interface 

 

 

-Application을 처음 실행하고 뜨는 

Loading 화면과 Main 화면. 

각각의 기능들로 접속할 수 있는 메

뉴 들이 구현 되어 있다. 

또한 프로그램이 실행 될 경우, 백그 

라운드에서 서비스가 작동되고 그 서

비스는 동영상과 사진의 총 용량을 체

크한다. 

 

 

-블랙박스, 설정, 음주 측정, Map, 갤

러리, 정보 ( 위쪽부터 시계 순 )  

 

2.2.1.2. Black Box & Google map 

-블랙 박스 

 블랙 박스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녹

화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되고 홈 버튼이

나 뒤로가기를 통해서 다른 Application을 

실행 시켜도 백그라운드로 녹화가 진행된

다. 

-Google Map 

Google Map Api를 사용하여 구현한 현

재 위치 기반 맵지도 이며, 위쪽 오른 방

향에 위치한 화면으로 녹화되고 있는 영

상을 볼 수 있다. 또한 그 미니 화면을 

클릭함으로써 녹화화면과 지도가 전환 될 

수 있다. 

 
긴급 알림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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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Outside weather 

 

 

 

 

 

 

화면 맨 하단에 위치한 텍스트 뷰는 switching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외부 날

씨, 내부 날씨, 현재 위치 등이 일정한 주기로 switching 되면서 나타난다. 현 단

계에서는 외부 날씨와 현재 위치만 표현 된다. 구성은 현재 기온, 그 날의 최저, 

최고 기온, 기후 변화 순으로 나타난다. 

 

2.2.1.4. File Gallary 

 

-  File Gallary  

File Gallary 화면으로 날짜 선택, 영상,사진 선택 후 갤러리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화면에

서 동영상, 사진의 미리보기 화면, 사이즈, 이름, 경로를 확인 할 수 있다. 

 두 번째 화면은 동영상을 직접 확인하는 플레이어로 컨트롤러를 통해서 동영상 제어가 가능하다. 

 세 번째 화면은 사진을 확인하는 뷰어로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좌우 모서리를 클릭함으로써 다

음 사진이 확인 가능하다. 

현재 지역 기온 

최저, 최고 기온 

현재 외부 기후 상태 

요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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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Application Setting 

 

 

-Application Setting 

Application 환경 설정 부분으로 Application

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설정을 체크 

할 수 있다. Sqlite를 사용하여 DataBase를 사

용 하는 부분으로 Application이 종료되고 다

시 실행되더라도 설정 한 값은 다 남아 있다. 

 

 

 

 

 

 

 

 

2.2.1.6.  Information 

 

 

-Information 

Application에 대한 소개와 version 관리,  

주요 기능, 변경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주 

는 부분이다. 

 

 

 

 

 

 

 

 

 

 

 

긴급 알림 관련 파트 

소개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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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설계 완료 

시스템의 전체적인 설계 방향과, 구조를 완성.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또는 추가 확장에 의한 구조의 변경

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그러한 변경에 대한 반영은 추후, 2차 중간보고서

나 최종 보고서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현재 예상하고 있는 추후 변경 고려사항으로는 

보드의 전력 문제로 인한 아두이노 보드 이중화, 네비게이션 구현 부분을 위한 외부 

open api 추가 등이 고려되고 있다. 

  

 

 

[ 전체 시스템 설계도 ] 

 

 

전체 시스템 설계도이며, 센서에서 Data를 Arduino에 보내주고 Arduino가 안드로

이드 스마트 폰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Connected Car 

Application이 Arduino로부터 받은 데이터와, 스마트 폰 자체 센서, DB, API들을 활용

하여 차량에 필요한 정보들을 만들고 표시해주는 구조이다.  

 

- 이 시스템을 실제 차량에 완벽하게 탑재하여 보여 주는 것에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Proto Type으로 설계하여 차량에 데모 버전을 설치해 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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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tion 내부 계층도 ] 

 

Application의 내부 계층도이며, 주 기능으로는 긴급 알림, 블랙박스/맵, 갤러리, 음주측정, 정보, 

환경 설정으로 구성된다. 그 아래 세부 기능들이 나타나는 방식이며, 서로 상호 보완 하는 부분,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부분은 SQLITE를 이용해 DB에 저장하고 불러온다.  

 

 

 

 

 

 

 

    [ Application Flow Chart ] 

 

Application의 실행 흐름도이며, Program이 시작하고 Menu를 선택한 후에 각각의 Menu가 어

떤 흐름을 가지고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chart이다. Capacity Filtering은 Application의 종합적인 

흐름과는 상관없이 background에서 스스로 순환하면서 주기적으로 전체 파일 용량을 체크한다. 

향후, 추가되는 센서나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서 2차 중간 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에 변경된 사

항이 적용 된 Flow chart를 포함 시킬 예정이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Connected Car by Open Source Physical Computing Platform 

팀 명 Connected Ca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2-APR-5 

 

캡스톤 디자인 I Page 12 of 17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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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1차 중간 보고 

2.2.3.1.  중요 사항 

1. 1차 데모버전의 안정화와 기능간의 매끄러운 상호 작용을 위해 수정, 보완.  

2. 아두이노 보드와 기본적인 몇 가지 센서를 점퍼 케이블을 통하여 연결. 

3. 아두이노 보드에 그 센서들과 작용 할 수 있는 firmware upload. 

4. 보드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센서에서 도출 되는 값을 정상적으로 확인. 

5. 센서 측정 값을 안드로이드 스마트 폰에 전송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하는 과

정 테스트 진행. (진행 중) 

 

2.2.3.2. 연구 & 구현 

1. 센서와 보드 연결 

 기본적으로 연결을 위해 VCC, GND와 Data 3가지 연결 

 VCC : 전원(+)을 뜻하며, Voltage collector의 줄임말. 

      collector에 공급되는 전원을 의미한다. 

 GND : 접지(-), Ground의 약자이며 전원전압의 기준을 의미한다. 

       전기 회로에서 기준 전위와의 전위차가 0V이다. 

 Jumper Cable : jumper lead라고도 표현하며, 비교적 짧은 wire로 구성되

어 있고 연결되는 핀의 모양에 따라 male, female로 나눈다. 떨어져 있

는 두 개의 핀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 기본적으로 Jumper Cable이 3개 이상 필요하며, VCC와 GND를 매치 되는 아두이노 핀

에 연결하고, Data와 관련되는 1~2개의 선을 연결하여 연결을 완료한다. 

 

 

2. Arduino Firmware 

 ( Sketch ) 

Arduino Firmware는 C언어 

기반으로 작성되며, 센서에서 

주는 analog 또는 digital 값을 

다루어 원하는 값을 얻어내는 

기능을 한다. Firmware 작성을 

하고 툴을 이용해 컴파일과 보

드에 upload 한 다음, 알코올 

센서와 초음파 거리 센서의 값

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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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중요 사항 데모  

 

 

 

 

 

 

 

 

 

 

 

 

 

 

 

센서들과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한 모습. 연결에는 점퍼케이블을 사용 하였고, 프로젝트 

진행의 편의성을 위하여 아크릴 판에 부착하였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연결에는 VCC, 

GND, DAT 3가지의 선은 필수로 연결되어야 되며, 센서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1~2개

의 연결을 더 필요로 한다. 어답터는 9V, 1000mA, STPS 타입이다. 

 

 

 

 

 

 

 

 

 

 

 

 

 

 

 

 

 

아두이노 보드와 노트북을 연결한 모습. 연결에는 USB 케이블을 사용하며, 이 케이블

은 기본적으로 프린터와 PC를 연결할 때 사용되는 케이블이다. 

연결한 후에 아두이노 IDE를 통해서 firmware을 보드에 Upload 할 수 있으며, 보드의 

출력 값 또한 시리얼 모니터를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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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firmware 이며, Sketch라고도 표현한다. 센서

와의 상호작용, 외부로 값 출력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이며 C언어로 작성 된다. 화면에 나와있는 부분은 무

한 Loop를 돌면서 알코올 센서의 값을 읽고 출력하는 

부분이다.  

 

 

 

 

 

 

 

 

 

 

Serial Monitor를 통하여 화면에 출

력된 센서의 값. 첫 번째는 초음파 

거리 센서에 의해 측정된 거리 값

이며, 두 번째는 알코올 측정이 가

능한 센서에 의한 값이다. 알코올 

값은 50~150이 기본 값이며, 실질

적인 알코올 측정 시, 측정 값 은 

500~950을 나타낸다.  

 

 

 

  

Serial Monitor를 오픈하여 보드의 

출력 값을 확인 가능 

보드에 firmware Upload 

Firmware comp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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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수정 사항 

- 센서의 사용 개수. 4개 → 5개 

- 브레드 보드 사용에서 선 여러 개를 꽈서 하나의 선으로 하나의 입출력 포트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변경.  

- 환경 설정의 파트 다양화 및, 화면 분할을 통해 이중화. 

- 블랙 박스, 맵 변경 시 화면 터치 뿐만 아니라 근접 센서 제공. 

 

 

3.1.2  추가된 내용 

-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관리할 수 있는 갤러리 기능 추가 

- 드래그 동작으로 사진을 확대하여 볼 수 있는 핀치줌 기능 구현 

- 어플리케이션의 전체적인 동작과 블랙박스 기능 내의 동작을 조절할 수 있는 설정 기

능 구현  

- 설정에서 변환한 값을 DB에 저장해 어플리케이션 재실행 시에도 적용 

 

 

3.2 추진 방향 

- Google map API 부분을 Daum map API로 수정 

 Google map API의 길 찾기 기능은 법률상 우리나라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때문에 

map 부분을 추후 길 찾기 기능을 제공할 예정인 Daum API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향후 길 찾기 기능이 제공 된다면 네비게이션 구현을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Android Open Accessory 연구 및 적용 

 센서를 장착한 아두이노 보드를 USB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센서의 값을 읽는 부분

을 테스트하였다. 이 후에는 컴퓨터와 연결했던 아두이노 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

하여 Android Open Accessory API를 적용해 어플리케이션에서 센서의 값을 확인

할 수 있게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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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연결한 센서를 테스트 후 측정 데이터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정보로 변환한

다. 

 

 다수의 센서 사용을 위한 정격전류 확보 방법을 모색한다.  

 

 센서에서 수신된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 정보화 하여 그 값을 차량 보조 정보

로써 표현한다.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개발 일정 개발 부분 세부 내용 

2012-4-5 

~ 

2012-5-3 

센서 

알코올 센서 

혈중 알콜 농도에 따른 출력값을 측정하고 데

이터의 기준을 잡는다.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 현재 상황을 표현한다. 

거리 센서 
거리 센서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차량

과 장애물과의 거리측정 정보로 사용한다. 

연기 센서 
연기 센서에서 받은 데이터를 측정하고 어플리

케이션 단계에서 경보를 울릴 기준치를 잡는다. 

온도 센서 
온도 센서의 데이터와 실제 정보를 비교하여 

오차를 보정한다. 

보드 아두이노 

다수의 센서를 연결할 경우, 전류의 부족 문제

가 발생 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

법을 모색하고 연결을 확립한다.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며 디버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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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5.1 네비게이션 구현 

네비게이션을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도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POI(Point Of Information) 

정보도 필요하게 된다. POI 정보는 네비게이션 회사들의 주요 자산이므로 공개된 자료를 찾기 

힘들었고, 공개용 API 중에서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API 는 제공은 해주지만 길 찾기 기능을 제공 

해 주는 API 는 없었다. 

또한, POI 정보를 제공 해 주어도 현재 위치 탐색 시 얻어 올 수 있는 정보는 경도,위도에 대한 

정보만 얻어 올 수 있어서 직접 알고리즘을 구현하는데 있어도 난항을 겪었다.  

한편, SK 플래닛의 T 맵 API 에서 길 찾기 기능을 제공은 해준다. 하지만 위치 조회 시 20 원씩 

요금발생 부분과 SK 이통사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프로젝트에서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했다. 

 현재 다음 지도 API 에서 올해 안으로 길 찾기 기능을 제공 하기로 공지 하였는데, 기능이 추가 

되는 대로 네비게이션을 구현 할 예정이다.  

 

 

 

5.2 백그라운드 녹화 

현재 개발 과정에서 진저브레드 플랫폼에서 백그라운드 서비스 녹화기능을 구현 하였다. 하지

만 최초 어플리케이션 개발 타겟으로 잡은 갤럭시S2 같은 경우는 Open Accessary API를 제공 하

지 않으므로 개발 타겟을 갤럭시 넥서스로 변경 하였다. 갤럭시넥서스의 플랫폼은 새로운 안드로

이드 버전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인데,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는 카메라의 동영상 녹화기능의 백그

라운드 서비스 기능을 자체적으로 막아 두었다. 기존의 동영상 관련 어플리케이션도 동일한 장애

현상을 경험 하는 중이며 해결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결하는 방법을 찾게 되면 동일하

게 백그라운드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고, 차후 책은 백그라운드 기능을 제외한 실행 중 녹화 기능

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