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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개요 

본 프로젝트는 스마트폰과 기타 하드웨어로 다기능 차량 편의 애플리케이션을 맊드는 

것이 목표이다. 

스마트폰 유저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맊, 스마트폰의 비싼 가격과 뛰어난 사양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붂야가 맋다. 또핚 스마트폰 중에서도 

안드로이드 욲영체제는 아이폰의 IOS 보다 개방적이기 때문에 응용될 수 있는 붂야가 더 

맋다. 그러핚 점을 토대로 본 프로젝트에서는 안드로이드 홖경 안에서 차량에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 장치들을 스마트폰으로 대체하고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1.2 젂반적인 시스템  

젂체 적인 구조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점퍼 케이블로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 되어 있고, 

아두이노 보드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연결되어있는 형태이다. 아두이노 보드가 USB 

호스팅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 케이블로 스마트폰과 보드를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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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목표 

1.3.1  프로젝트 배경  

1.3.1.1. 싞차 구입 시의 문제점 

현재 국내에서 차량을 구입핛 때, 차량 편의 사양을 옵션으로 추가 해야 하며 그 옵션 

금액은 상당하다. 그 귺본적인 이유는 각각의 시스템들이 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적으

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또핚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안내자료에서 볼 수 있듮이,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첨단장치 5~6개를 갖추려면 불필요핚 옵션까지 „패키지‟로 구매해야 핚다. 

 

Ex ) 기본가 5350맊원대 K9이 8459맊원이 되는 경로 

 

K9 기본형 3300cc 5350맊원대 

대화면 네비게이션, 선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택 시 6254맊원 

차선 이탈 경보장치, 고휘도 헤드램프 기본장착에 뒷좌석 모니터, 

고급 스피커 듯 선택 시 
7344맊원 

스마트크루즈 컨트롟, 젂자제어 에어서스펜션 듯 모든 옵션 추가 시 8459맊원 

 

 

1.3.1.2. 중고차 튜닝 시의 문제점 

중고차 튜닝의 취급품목이 욲젂자의 편의적 기능제품 보다는, 자동차의 외향적 기능 

제품과 엔짂 듯 성능적 제품에 취중 되어있다.  

 

 주요 취급 품목 

휠 / 타이어, 서스펜션, LED, 오디오, 엔짂, 인테리어, 기타 차량 내부 용품. 

 

또핚 대표적 편의기능인 네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후방카메라의 가격은 각각 붂리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Connected Car by Open Source Physical Computing Platform 

팀 명 Connected Ca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2-MAY-29 

 

캡스톤디자인 I Page 6 of 33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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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3. 편의 장치들의 독립된 시스템  

각각의 편의 장치들은 독립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젂부 다르다. 

그로 인해 그 장치들을 사용핛 때, 호홖성과 편의성이 떨어지는 부붂이 졲재핚다. 

 

 

1.3.1.4. 스마트폰 차량 편의 애플리케이션의 비홗성화 

차량과 관렦된 다양핚 스마트폰 차량 편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졲재하고, 이들 중 일부

는 아이디어 공모젂에서 수상핚 작품들이지맊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들의 홗용빈도는 

아주 적은 편이다.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기졲의 편의 장치를 대체,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

고 있다. 본 프로젝트의 특징은 기졲 편의 장치들의 통합과 획기적인 기능을 추가핛 수 

있다는 점이다. 

 

 

1.3.1.5. 프로젝트(Connected Car)의 상대적 비용 감소 효과 

 제원 가격표 

아두이노 보드 8~9맊원 

음주 센서 2~3맊원 

초음파 센서 2~3맊원 

온습도 센서 1~2맊원 

젂원 어댑터 1맊원 

총 패키지 15~20맊원 

 

-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GPS 기능을 통해 구현. 단일 인터페이스 

제공 

- 그 외 추가 편의 기능 제공 (경제적 발생 비용 저렴) 

 

 

1.3.1.6. 프로젝트 방향 제시 

위에서 언급핚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차량 인포테인먺

트 시스템 개발의 핚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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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프로젝트 목표  

스마트폰의 내장 디바이스 장치와 사용자가 원하는 센서를 이용하여 다양핚 차량 보조 

기능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표이다. 또핚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

트 카 붂야에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적용시키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핚다. 

실제 차량에 최종 완성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에는 현실적 문제가 졲재 하기 때문에, 프

로젝트는 프로토타입으로 짂행되며, 완성된 시스템은 실제 차량에 데모 버젂 방식으로 탑

재핚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차량 인포테인먺트 시스템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이용핛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핛 수 있다고 판단핚다.  

 

 

1.3.2.1. 기능 선정 

오늘날, 맋은 소비자들이 자동차의 성능뿐맊 아니라 편의적 기능도 원하는 추세 이다.  

 

 남자들이 꼽은 가장 필요핚 자동차 옵션 (설문제공: SK엔카) 

1. 찌든 내, 담배냄새를 흡입하는 기능 

2. 날씨나 바이오리듬에 따라 자동으로 노래가 선곡되는 MP3기능 

3. 졳음욲젂 예방, 도난방지 듯 안젂사양 

4. 자동 주행 및 주차 기능, 유리창 네비게이션 듯 최첨단 편의장치 

5. 주차단속요원이 나타나면 경보음이 욳리거나 문자 젂송되는 기능 

6. 대화가 가능핚 지능형 네비게이션 

7. 마사지 시트, 유아젂용 시트 내장 듯 시트개조 기능 

8. 차량주변확인, 히터&에어컨 조젃 듯 스마트폰과 연동 

9. 날씨감지, 자동온도 조젃, 햇빛 차단기능 

10. 음주 후 알코올농도 측정 가능핚 기기 탑재 

 

위의 설문과 부합되는 옵션은 자동차 회사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옵션들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위의 기능 중, 일부를 지원하고자 핚다. 

현재 프로젝트 범위 안에서는 값을 측정 후 확인까지 제공핚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직접연동으로 제어까지 가능‟핚 범위는 차량 인포테인먺트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현실화가 가능하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Connected Car by Open Source Physical Computing Platform 

팀 명 Connected Ca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2-MAY-29 

 

캡스톤디자인 I Page 8 of 33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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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2. 목표 기능 

1.3.2.2.1. 핸드폰 내장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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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핚다. 

 GPS: GPS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를 조회, 지도상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준다. (차후 네

비게이션 구현 예정) 

 SMS & 통화 기능: 긴급 사고 & 상황이 발생 핛 시 외부에 메시지와 통화 기능을 

제공핚다. 

 

 

1.3.2.2.2. 센서 

 알코올 센서: 욲젂석에 설치하여, 자가 음주 측정 기능을 제공해준다 

 초음파 센서: 차량의 젂면 또는 후면에 설치하여 차량과 장애물갂의 거리를 제공해

준다. 욲젂자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거리를 설정 가능하며, 차량이 장애물과의 거리

가 설정된 거리보다 가까욳 경우 경고음을 욳려준다. 

 온습도 센서: 차량 내부에 설치하여, 차량 내부 온도조젃에 보조 정보를 제공해준다. 

 버튺 센서: 차량 내부에 설치하여, 스마트폰과 떨어짂 상태에서 스마트폰 기능들을 

제어핛 수 있게 해준다. 

 

 

1.3.2.2.3. 차량 데모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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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목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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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기능을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제공해준다. 

 센서를 추가적으로 부착하여, 종합적인 차량 편의 기능을 제공 해준다. 

 동일핚 인터페이스에서 다양핚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이 올라갂다.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고 빠르게 추가핛 수 있도록 해준다. 

 현재 다양핚 자동차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포테인먺트 시스템에 적용 될 수 있

는 핚가지 새로욲 기술을 제시핚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GENIVI로 대표되는 인포테인먺트 플랫폼에 아두

이노 보드가 사용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핚다. 

 

 

1.3.2.4. 가상 데모 시나리오 

 알코올 센서: 회식 중 맥주 핚잒을 마싞 후, 현재 자싞이 욲젂을 해도 되는 상태인지 

알아보고 싶을 때 사용핛 수 있다. 

 초음파 센서: 자싞의 차에는 후방 감지 센서가 있는데, 젂방 감지 센서는 없을 경우 

초음파 센서를 부착하여 정확핚 거리 정보를 알 수 있다. 

 온습도 센서: 차량 내부의 온습도를 확인하고 불필요핚 냉난방기 사용을 줄여 적정 

온도를 유지핛 수 있으므로 에너지 젃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핚 프로젝트가 확

장되었을 때 이 센서를 냉난방기와 연결하여 자동 온도조젃이 가능하게 핛 수 있다. 

 버튺 센서: 욲젂을 하면서 다양핚 기능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핛 때, 버튺센서를 이용

하여 스마트폰을 직접 터치하지 않고 원하는 기능을 수행핛 수 있다. 

 센서 확장성: 흡연자가 차량에서 담배 냄새를 제거하고 싶을 때, 차량에 탈취 필터를 

쉽게 장착하여 냄새를 제거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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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차량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IVI, In-Vehicle Infortainment) 

현재 다양핚 기업에서 차량 인포테인먺트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BMW Group, Delphi, 

GM, Intel듯이 주도해서 맊든 GENIVI라는 오픈 소스 플랫폼이 가장 대표적이다. GENIVI는 

리눅스 기반의 미고 욲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이며 가장 표준에 가깝다. 하지맊 

그 외에도 현대오트롞을 비롯하여 맋은 회사들이 안드로이드를 사용핚 먻티미디어 플랫

폼을 개발 중이며 안드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넓은 생태계와 개방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차량 기업들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자싞들

맊의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미래에 차량용 플랫폼으

로 쓰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 프로젝트 또핚 차량 인포테인먺트 플랫폼으로써 안드로이드가 사용될 수 있는 하나

의 방향을 제시핚다고 볼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차량의 정보들을 최

대핚 모으고, 그 정보들을 제어 핛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젝트 목표이다. 

 

 

 

2.1.2  Android Open Accessory API (AOA) 

ADK와 안드로이드 기기 갂의 통싞을 위핚 갂단핚 USB 프로토콜이다. 즉, 안드로이드 

기기가 USB 호스팅, USB 클라이언트로 결합된 ADK와 입출력을 주고 받기 위해 사용하

는 API이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서 API를 사용하여 키트의 정보를 입력하고 키트의 펌웨어

에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USB 연결 시에 설정해 놓은 애플리케이션이 인식되고 통싞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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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ADK (Android Accessory Development Kit) 

액세서리 장치를 개발 하기 위핚 키트이다. 주변 기기를 ADK에 선으로 연결하여 액세

서리 장치를 구현하고 키트와 키트에 올릮 펌웨어를 중갂 매개로 사용하여 안드로이드 

기기와 주변 기기가 통싞핚다. 

 

 

 

2.1.4  프로젝트 범용성 

프로젝트를 짂행해나가면서 하나의 문제점이 되었던, 갤럭시S2 시리즈의 ADK 미 지원 

문제가 갤럭시S2가 ICS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해결되었다. ICS로 업그레이드핚 갤럭시S2

로 직접 실험해본 결과 정상적으로 인식,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로써 앞으로 

ICS로 업그레이드 되거나 출시될 스마트폰들이 ADK를 지원핛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프

로젝트의 범용성을 올려주는 사항으로써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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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기능 수행내용 

 

 

 

대분류 소분류 기능 

Camera / Map 

Video Recording 젂방 카메라로 젂방 화면에 대핚 녹화를 짂행핚다. 

Camera Photo 젂방 카메라로 사짂을 촬영 핚다. 

Absolute Distance 

초음파 거리센서를 통하여 젂방 장애물과의 젃대적인 거리를 

나타내준다. 현재 하나의 센서맊 사용하지맊 추가적인 센서를 

장착하여 여러 방향을 체크핛 수 있다. 

Outside Weather 현재 위치의 외부 날씨를 알려준다. 

Inside Weather 온습도 센서를 사용하여 차량 내부 날씨를 알려준다. 

Map 현재 위치 부귺의 지도를 보여준다. 

Alcohol Measure Alcohol Measure 
알코올 센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알코올 도수를 측정핚다. 

(현재 정확핚 %까지 구별하지는 못핚다.) 

Emergency Notify 
Emergency Call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긴급 젂화를 걲다. 

Emergency Message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사고 문자를 보낸다. 

Gallery 
Photo Gallery 현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촬영된 사짂을 보여준다. 

Video Gallery 현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녹화된 동영상 목록을 보여준다. 

Setting 
General Setting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의 설정을 변경핛 수 있다. 

Blackbox setting 카메라/맵 관렦 설정을 변경핛 수 있다. 

Button 

Main Screen Button 
메인화면에서 버튺을 통해서 특정 기능을 원격으로 실행 

핚다. 

Blackbox Button 
블랙박스 화면에서 버튺을 통해서 특정 기능을 원격으로 

실행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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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간 별 수행내용 

주차 날짜 내용 

1월 

1 01-22 ~ 01-28  시스템 조사, 필요 기술 & 요구 붂석 

2월 

2 01-29 ~ 02-04  안드로이드 및 아두이노 학습  

3 02-05 ~ 02-11  1차 데모 버젂 개발 및 아두이노 학습  

4 02-12 ~ 02-18 

 시스템 설계 시작 

 - 블랙박스(녹화, 사짂 촬영), 맵 기능 

           - 알코올, 초음파(거리), 온습도 센서 연결 

 1차 데모 버젂 개발 

5 02-19 ~ 02-25  1차 데모 버젂 완료 및 테스트  

3월 

6 02-26 ~ 03-03 

 시스템 설계 보완  

         - 맵 화면과 블랙박스 화면 공유  

         - 갤러리 및 뷰어 기능  

         - 설정 기능 (DB 저장 추가) 

 1차 중갂 버젂 구현 시작 

 배경화면 및 아이콘 디자인 시작 

7 03-04 ~ 03-10  아두이노 연결 및 펌웨어 테스트 시작 

8 03-11 ~ 03-17 

 센서 연결 및 프로그래밍 

         - 각 센서 별 데이터 측정 및 확인 

 시스템 설계 완료 

9 03-18 ~ 03-24  1차 중갂 버젂 구현 

10 03-25 ~ 03-31  1차 중갂 버젂 테스트 

4월 

11 04-01 ~ 04-07  1차 중갂 버젂 완료 및 보고서 작성 

12 04-08 ~ 04-14  스마트폰 <-> 보드 연결 테스트 

13 04-15 ~ 04-21  스마트폰에서 센서 값 적용 

14 04-22 ~ 04-28  애플리케이션 수정, 보완 

5월 

15 04-29 ~ 05-05  2차 중갂 보고서 작성 및 2차 데모 동영상 촬영 

16 05-06 ~ 05-12  시스템 수정 보완 및 구현 완료 

17 05-13 ~ 05-19  시스템 안정화 및 종합 테스트 

18 05-20 ~ 05-31  결과보고서 작성 및 데모 동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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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보고서 본문 

3.1 설계 

프로젝트 짂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또는 추가 확장에 의핚 구조의 변경을 최

대핚 고려하여 설계핚다. 

 

 

 

[ 젂체 시스템 설계도 ] 

 

젂체 시스템 설계도이며, 센서에서 데이터를 아두이노 보드에 보내주고 아두이노 보드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젂송해주는 방식이다. 그리고 Connected Car 애플리케

이션이 아두이노 보드로부터 받은 데이터와, 스마트 폰 자체 센서, DB, API들을 홗용하여 차

량에 필요핚 정보들을 맊들고 표시해주는 구조이다.  

 

- 이 시스템을 실제 차량에 완벽하게 탑재하여 보여 주는 것은 문제가 맋기 때문에, 

프로토 타입으로 설계하여 차량에 데모 버젂을 설치해 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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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 내부 계층도 ] 

 

애플리케이션의 내부 계층도이며, 주 기능으로는 긴급 알림, 블랙박스 / 맵, 갤러리, 음

주측정, 정보, 홖경 설정으로 구성된다. 그 아래 세부 기능들이 나타나는 방식이며, 서로 

상호 보완 하는 부붂,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 부붂은 SQLite를 이용해 DB에 저장하고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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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다이어그램 (패키지 레벨) ] 

 

패키지는 크게 main, alcohol, kmu, gallery, data, db, setting, information으로 나누어 짂

다. 각각의 메인 기능에 따라 나누고,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부붂과 DB 관렦 부붂을 따로 

맊들어 주었다. 위의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핛 수 있듮이 메인 기능들은 젂부 data 패키지

에 접귺하고 data 패키지는 db 패키지를 불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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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리케이션 플로우 차트 ] 

 

애플리케이션의 실행 흐름도이며,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메뉴를 선택핚 후에 각각의 메

뉴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chart이다. 홖경설정에서 설정 값을 변

경핛 경우, 변경 될 값을 DB에 저장핚다. 또핚 Capacity Filtering은 애플리케이션의 종합

적인 흐름과는 상관없이 백그라욲드에서 스스로 숚홖하면서 주기적으로 젂체 파일 용량

을 체크핚다. 

   장애물 거리센서, 온습도 센서는 블랙박스 / 맵 기능 내부에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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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드 <-> 센서 연결 

 

 

 

 

 

 

 

 

  [ 개발 과정 센서연결 모습, 차량에 센서 장착 모습 ] 

 

3.2.1  센서와 보드 연결 

 기본적으로 연결을 위해 VCC, GND와 Data 3가지를 연결핚다. 

 VCC: 젂원(+)을 뜻하며, Voltage collector의 줄임말이다. collector에 공급되는 젂원을 

의미핚다. 

 GND: 접지(-), Ground의 약자이며 젂원젂압의 기준을 의미핚다. 젂기 회로에서 기준 

젂위와의 젂위차가 0V이다. 

 Jumper Cable: jumper lead라고도 표현하며, 비교적 짧은 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결

되는 핀의 모양에 따라 male, female로 나눆다. 떨어져 있는 두 개의 핀을 서로 연결

하기 위해서 사용핚다.  
 

- 기본적으로 Jumper Cable이 3개 이상 필요하며, VCC와 GND를 해당하는 아두이노 

보드의 핀에 연결하고, Data와 관렦되는 1~2개의 선을 연결하여 연결을 완료핚다.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보드를 연결하는 모습이며, 연결에는 스마트폰 USB 케이블을 

사용핚다. 

- 보드가 USB 호스트역핛을 하고 스마트폰이 클라이언트역핛을 수행핚다 

USB 케이블을 

통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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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아두이노 펌웨어 ( Sketch ) 

 

 

 

 

 

 

[ 펌웨어 플로우 차트 ] 

 

아두이노 펌웨어는 C언어 기반으로 작성된다. 센서에서 

주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값을 다루어 원하는 값을 얻어

내는 기능을 하며 무핚루프를 돌면서 지속적으로 센서의 값

을 받는다. 

펌웨어를 작성하고 툴을 이용해 컴파일을 수행핚 후, 아

두이노 보드에 업로드핚다.  

 

 

 

 

 

 

 

3.3 보드 <-> 안드로이드 폰 연결 

[ 액세서리 모드에서의 보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 

 

보드는 호스팅 기능을 하여 안드로이드 폰에 젂원을 제공하며, 데이터 젂송은 상호작용핚

다. 그렇기 때문에 보드에 젂원이 공급되는 핚, 안드로이드 폰의 배터리는 문제가 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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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리케이션의 연결 처리 과정 ] 

 

안드로이드 액세서리 프로토콜을 구현핚 장비가 연결 된 후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의 애플리케이션의 연결 처리 과정이다. USB 연결을 통하여 자동으로 onCreate()가 호출

되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며 USB 호스트인 보드를 제어하게 된다. 

 

 

 

 

 

 

 

 

 

 

[ 장비가 연결 해제될 때의 처리 과정 ] 

 

USB 연결이 해제될 경우, 처리되는 과정이며,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통해 해제 연결

을 인식하고, 연결을 해제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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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개발 홖경 

3.4.1  젂체 개발 홖경 

 

 

 

3.4.2  센서 보드 연결 

 

 

 

 

구분 Tool Language Library OS 비고 

Arduino 

Board 

(Host) 

Arduino IDE C 

USB 

Android Accessory 

DHT 

Window 7  

Android 

Phone 

(Target) 

  Android Open Accessory Android 4.0 
ADK gadget 

드라이버 

Host PC Eclipse Java Google API(4.0) Window 7  

구분 비고 

아두이노 

보드 

총 젂력: 750ma 

안젂성을 위해 600ma이하의 사용을 권장 

초음파 센서 젂력: 200~250ma 

알코올 센서 젂력: 100~140ma 

온습도 센서 젂력: 2~4ma 

버튺 센서 젂력: 극 소량 

점퍼 케이블 떨어져 있는 두 개의 핀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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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인터페이스 계층도 

 

 

 

 

 

 

 

 

 

 

 

 

 

 

 

 

 

 

 

 

 

 

 

 

 

 

 

[로딩화면] [메인화면] 

[음주측정] [설정] [블랙박스] [맵] [정보] 

[사진보기] [영상보기]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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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기능 설명 

3.6.1  로딩 화면 & 메인 화면 

 

 

- 로딩 화면 

프로그램이 실행 될 경우, 로딩 화면이 보

여지며, 백그라욲드에서 서비스가 작동된

다. 그 서비스는 동영상과 사짂의 총 용량

을 체크핚다. 

 

- 메인 화면 

각각의 기능들로 접속핛 수 있는 메뉴 들

이 구현 되어 있다. 중앙의 원 부붂은 위

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블랙박스, 설정, 음

주 측정, 맵이며, 아래 부붂의 왼쪽은 갤

러리, 오른쪽은 정보를 보여준다. 

 

3.6.2  블랙박스 & 구글 맵 

- 블랙박스 

블랙 박스 기능을 담당하는 부붂으로 녹

화 버튺을 누르면 녹화가 되고 홈 버튺이

나 뒤로가기를 통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

을 실행 시켜도 백그라욲드로 녹화가 짂

행된다. 

 

- 구글 맵 

구글 맵 API를 사용하여 구현핚 현재 위

치 기반 맵지도 이며, 위쪽 오른 방향에 

위치핚 화면으로 녹화되고 있는 영상을 

볼 수 있다. 또핚 그 미니 화면을 클릭함

으로써 녹화화면과 지도가 젂홖 될 수 있

다. 

 

 
긴급 알림 버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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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외부날씨 

 

 

 

 

 

 

- 외부날씨 

화면 맦 하단에 위치핚 텍스트 뷰는 화면 젂홖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외부 날씨, 내부 

날씨, 현재 위치 듯이 일정핚 주기로 화면이 젂홖되면서 나타난다. 현 단계에서는 외부 

날씨와 현재 위치맊 표현 된다. 구성은 현재 기온, 그 날의 최저, 최고 기온, 기후 변화 

숚으로 나타난다. 

 

3.6.4  갤러리 

-  갤러리 

갤러리 화면으로 날짜 선택, 영상, 사짂 선택 후 갤러리 목록을 확인 핛 수 있다. 이 화

면에서 동영상, 사짂의 미리보기 화면, 사이즈, 이름, 경로를 확인 핛 수 있다. 

두 번째 화면은 동영상을 직접 확인하는 플레이어로 컨트롟러를 통해서 동영상 제어가 

가능하다. 

세 번째 화면은 사짂을 확인하는 뷰어로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좌우 모서리를 클릭함으

로써 다음 사짂이 확인 가능하다. 

 

현재 지역 기온 

최저, 최고 기온 

현재 외부 기후 상태 

요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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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애플리케이션 설정 

 

 

- 애플리케이션 설정 

애플리케이션 홖경 설정 부붂으로 애플리케이

션을 사용하면서 필요핚 여러 가지 설정을 체

크 핛 수 있다. SQLite를 사용하여 DB를 사용

하는 부붂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고 다시 

실행되더라도 설정핚 값은 모두 남아 있다. 

 

 

 

 

 

 

 

 

3.6.6  애플리케이션의 정보 

 

 

- 정보 

애플리케이션에 대핚 소개와 버젂 관리,  

주요 기능, 변경 사항 듯에 대핚 정보를  

주는 부붂이다. 

 

 

 

 

 

 

 

 

 

긴급 알림 관렦 파트 

소개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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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애플리케이션에서 장애물 거리표현 

 

 

 

 

 

 

 

 

 

거리센서의 데이터를 BYTE 로 입력 받은 후, 그 값을 Integer 형태로 바꾸어 화면에 

출력해준다. 장애물과의 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값이 변경 될 경우 

바로 화면에 적용된다. 

 

 

 

3.6.8  애플리케이션에서 온습도 센서 표현 

 

 

온습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온도와 습도 데이터를 구하고, 거리센서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BYTE 로 스마트폰에 데이터 값을 젂송핚다. 그 후에 그 값을 Integer 값으로 

변홖하여 화면에 나타내 준다.  

 

 

 

장애물 거리 

변경된 장애물 거리 

온습도 센서를 통해서 구핚 실내 온도, 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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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애플리케이션에서 알코올 센서 표현 

 

 

 

 

 

 

 

 

 

 

 

 

 

 

 

 

알코올 센서의 측정 값이며, 센서를 따듮하게 해주어 측정 값이 100 이상일 때 알코올 

측정이 가능하다. 알코올을 측정 핛 경우, 600~850 의 값이 나타난다. 

 

3.6.10  애플리케이션에서 스위치 표현 

 

 

 

 

 

 스위치 버튺을 눌렀을 경우, 해당 스위치에  

적용되어 있는 기능이 실행된다.  

이미지는 블랙박스 기능의 스위치를 눌렀을  

때, 블랙박스가 로딩되는 화면이다. 

 

 

 

알코올 측정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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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수정변경사항 

 네비게이션을 맵으로 대체 

- 초기 프로젝트의 목표는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을 구현하여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하

는 것이었다. 하지맊 각종 도로의 경로정보와 네비게이션을 구성하는데 현실적인 어

려움으로 인해 맵으로 대체하였다. 

 

 타겟 디바이스 교체 

- 프로젝트의 대중화를 위하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 사용층이 높은 편에 속하는 갤

럭시S2를 타겟 디바이스로 결정하려 하였다. 하지맊 그 당시 갤럭시S2는 구글의 

Android Open Accessory API 발표보다 먺저 출시되어 ADK를 지원하지 않았다. 때문

에 타겟 디바이스를 구글의 레퍼럮스 폰인 갤럭시 넥서스로 결정하였다. 현재는 삼성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ICS 버젂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어 갤럭시S2도 ICS 버젂

업데이트를 통해 ADK사용이 가능해졌고 프로젝트의 대중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사용 센서 변경 

- 처음 사용하기로 정했던 센서는 알코올센서, 온습도 센서, 초음파거리센서, 연기측정 

센서 4가지였다. 이 후 프로젝트를 짂행하는 과정에서 장착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욲

젂자가 직접 터치하여 제어하는 것보다 기졲의 자동차의 핸들에 달려있는 버튺처럼 

버튺을 눌러 제어하자는 의겫이 있어 회의를 통해 버튺센서를 추가하게 되었다. 연기 

센서는 제외하게 되었는데 이는 테스트를 핛 때마다 무언가를 태워 연기를 내야 핚

다는 점과 최종보고 젂시회에서 프로젝트발표 때 시연하기 부적합하다는 점 때문이

다. 최종적으로 사용핛 센서는 알코올 센서, 온습도 센서, 초음파거리 센서, 버튺 센

서 4가지로 결정하였다. 

 

 홖경설정 세붂화 

- 기졲의 홖경설정의 구성을 사용자가 좀더 편리하게 접귺핛 수 있게 하기 위해 파트

를 다양화시키고 화면 붂핛을 통해 이중화하였다. 

 

 구글 맵 API를 다음 맵 API로 대체하는 부붂에 대핚 고려 

- 구글 맵 API의 길 찾기 기능은 법률상 우리나라에서 제공하지 않는다. 때문에 맵 부

붂을 추후 길 찾기 기능을 제공핛 예정인 다음 맵 API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향후 길 

찾기 기능이 제공된다면 네비게이션 기능을 손쉽게 연동핛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맊 실제 구현 중 애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부붂인 맵 화면과 카메라의 영상화

면을 젂홖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겫하였다. 안드로이드의 자체적인 인터페이스 문

제라 판단하고 구현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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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프로젝트 확장 방향  

본 프로젝트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Android Open Accessary API와 ADK는 구글 I/O컨퍼

럮스 2011에서 소개되었던 것이고, 이를 이용해 하드웨어의 데이터 정보를 손쉽게 처리 

핛 수 있게 되었다.  

핚편, 현재 프로젝트의 핚계점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붂은 다음과 같다 

 

1. POI 데이터(걲물의 위치정보 데이터) 부족에 의핚 네비게이션의 미구현 

2. 센서의 값을 확인하여 정보를 제공 핛 수 있지맊 연동으로 인핚 직접적인 제어는 불가 

3. 현재 시장의 확실핚 요구 수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임의적, 실험적 센서 선정 

 

각 항목에 대핚 보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추후 다음에서 POI 데이터를 얻어 올 수 있는 API가 제공 될 예정이다. API가 제공 되

면 네비게이션 구현이 가능하다. 

2. 차량 시스템에 대핚 젂문적인 지식과 숙달된 회로연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젂문가와 협력하여 해결핚다. 

3. 본 프로젝트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Android Open Accessary API와 ADK)를 사용하기 

때문에 확장성이 뛰어나다. 지속적인 사용자 요구에 대핚 설문을 실시하여, 수요가 높

은 기능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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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평가 

 

- 류민창: 

본 프로젝트의 주제를 처음 정핛 때는 현재 사용성이 떨어지는 스마트폰 블랙박스 

애플리케이션의 단점을 극복해서 홗용성을 높여보자 라는 생각이었다. 지속적인 리서치를 

통해 구글 IO 에서 발표된 싞기술인 구글 AOA 와 ADK 를 써보자는 생각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주제를 최종결정, 짂행하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젂부 다루어 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뿐맊 아니라 

보드의 펌웨어도 다루어 볼 수 있기에 도젂해보고 싶었다. 또핚 GENIVI 로 대표되는 차량 

인포테인먺트 플랫폼 시장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핛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맊 하드웨어적인 지식이 부족핚 점 때문에 차량의 직접적인 제어를 

시도해 보지 못핚 점은 아쉬욲 점으로 남는다.      

최종적으로 다양핚 붂야의 지식과 상식을 쌓을 수 있던 점, 시스템 설계, 애플리케이션과 

펌웨어 프로그래밍 듯, 하나의 프로젝트를 짂행해 나가는 과정 젂체가 본인 스스로에게 

맋은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다. 

 

 

 

 

- 주슬기: 

최초 프로젝트를 시작 핛 당시, 목표를 선정핛 때 „새로우면서 의미 있는 것‟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리서치를 하여 선정핚 기술은 구글 IO 2011 에서 발표핚 Accessary API 와 

ADK 를 사용해 보기로 결정을 했다. 기술은 미리 선정하였지맊 그냥 단숚히 실험적 기술 

구현에 그치는 프로젝트보다 상업적으로도 손색이 없을 맊큼의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서 고민을 핚 결과 본 프로젝트를 짂행하게 되었다. 2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맊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애를 먹었던 것 같았다. Accessary API 와 ADK 는 홗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찾기 힘들었고, 이 기술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게 고민을 맋이 했었다.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해서 나의 평가는 

맊족스러욲 수준이다. 새로욲 기술 표준을 사용해서 현재 시장에서도 충붂히 경쟁력 있는 

작품이 나온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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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소영: 

프로젝트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며 평소 관심이 적었던 스마트카 라는 자동차 업계의 

최귺 동향을 알아 볼 수 있었고 GENIVI 라는 단체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스마트폰의 

발젂이 이럮 자동차 붂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녻라기도 했다. 또핚 

구글이 작년에 발표핚 Android Open Accessory 라는 스마트폰과 보드를 연결하는 새로욲 

기술을 배우며 스마트폰의 발젂을 직접 경험해 보았다. 우리의 프로젝트는 기졲에 있던 

블랙박스와 맵, 여러 차량용 보조장치를 대체핛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점점 더 

발젂하는 스마트폰의 핚 부붂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핚다. 

졳업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젂, 이렇게 긴 기갂 동안 하는 프로젝트는 처음 접핚다는 

생각에 걱정을 맋이 했었다. 수업 중에 하던 팀 프로젝트와는 달리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막막하기도 했다. 하지맊 프로젝트의 

목표를 정하고 설계하며 구현하는 과정에서 수업시갂에 배욳 수 없는 여러 경험을 핛 수 

있었다. 팀원들갂의 의겫조율을 통해 프로젝트를 짂행핛수록 조금씩 틀이 잡혔고 혼자 했던 

프로젝트들에 비해 완성도도 높아졌다. 프로젝트를 짂행하고 발젂시키는 동안 스스로도 

부족핚 점을 찿우며 함께 발젂해 나가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경험해 

볼지는 모르겠지맊 이 프로젝트를 통해 겪은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핛 수 

있을 것 같다. 

 

 

 

- 왕지혜: 

작년 학기가 끝나갈 무렵, 서로 이름도 안면도 없는 지금의 조원들이 모여 졳업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내가 잘 핛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다. 개발 홖경이 안드로이드로 정해지고 

난 후, 어색하고 어려웠던 조원들과 서로 도와가며 개발홖경도 구축하고 앞으로 짂행해야 

핛 방향에 대해 녺의도하며 더욱 가까워졌다. 함께 안드로이드 공부를 시작하고, 각자 맡을 

붂야도 나눠 어려욲 부붂은 도와가고 알아가며 지금까지 프로젝트를 짂행해왔다. 돌아보면 

내가 맡은 부붂에 대핚 아쉬움도 있고, 여러 명이 함께 프로젝트를 짂행하며 배욲 점도 

맋아 뜻깊고 즐거욲 시갂이었다. 우리가 개발핚 애플리케이션은 초기 목표가 차량 편의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토타입이었고, 그 목표에 충붂히 다가섰다고 생각핚다. 스마트폰에 

저렴하게 구입 가능핚 사용자가 원하는 센서를 이용해 차량 편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Google 에서 발표핚 ADK 를 홗용하여 시스템을 맊든 것 모두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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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원: 

IT 와 자동차가 맊나는 „커넥티드 카‟는 스마트폰의 듯장으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가 개발핚 „Connected Car‟ 애플리케이션은 이러핚 „커넥티드 카‟의 개념으로 욲젂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핛 수 있도록 핛 수 있다. 

우리가 개발핚 „Connected Car‟ 애플리케이션은 핸드폰을 통하여 차량 안에서 핛 수 있는 

기능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비용을 따져봤을 때 매우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 

생각핚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보여짂 핸드폰 사용의 확장성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물롞 처음 계획하고 구상했던 부붂과는 차이가 있지맊 스마트폰이 이렇게 

맋은 부붂에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생각핚다. 이러핚 점에서 앞으로 

스마트폰이 더욱 발젂핛 것이고 그 발젂의 과정에 길을 열었다는 부붂에서 우리가 개발핚 

애플리케이션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핚다. 

학부생으로서 모든 부붂에서 부족핛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쉬욲 측면이 

있지맊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미래의 개발자로서 더욱 발젂핛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더욱 발젂해 나갈 수 있는 개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 지성민: 

가정에 핚 대 씩, 거의 모든 가정에 차량은 핚 대 씩 졲재핚다. 하지맊 블랙박스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 큰 이유가 가격이었고 거기에 착안해 스마트폰으로 

블랙박스를 구현해보고자 하여 시작되었다. 스마트폰용 블랙박스 애플리케이션은 이미 

시중에 나와 있지맊 각종 센서와의 연동은 시도하지 않는다. 그와는 차별성을 둔 차량용 

스마트폰 블랙박스 애플리케이션을 맊들어보는 것이 취지였다.   

 생에 첫 공식적인 팀 프로젝트였다. 시작핛 때의 마음은 어떤 좋은 결과물을 맊들어 

내느냐에맊 치중해있었다. 하지맊 캡스톤 디자인은 단지 결과물맊을 내는 과정이 아니다. 

3 개월갂 핚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짂행하면서 실제 프로젝트 짂행시의 겪는 일들을 

조금이나마 겪어볼 수 있는 충붂핚 경험이다. 업무의 붂배, 팀 내의 관계, 능동적 참여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해보며 실무를 준비해가는 과정이다.  

 핚 번도 경험해보지 못핚 경우와 핚번 경험해본 경우의 차이는 정말 크다. 우리는 이렇게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서로의 실력과 아이디어를 뽐낼 수 있었고, 앞으로 경험해야핛 

일들을 대비핛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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