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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개요 

이 프로젝트는 스마트폰과 기타 하드웨어로 다기능 차량 편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스마트폰 유저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스마트폰의 비싼 가격과 뛰어난 스펙에 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많다. 또핚 스마트폰 중에서도 앆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아이폰의 IOS 보다 개방적이기 때문에 응용될 수 있는 분야가 더 많다.  

 그러핚 젅을 토대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인 스마트 카에 대해

서 다루고자 하였고, 차량에서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 장치들을 스마트폰이 대체하

거나 컨트롟 핛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 스마트 카 

스마트 카띾 스마트제품을 자동차 앆에서도 원홗하게 이용핛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마

이크로 컴퓨터와 센서를 장치하여 운젂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성과 앆정성을 높여서 

편리하게 만듞 자동차를 정의핚다.  

 

1.2  전체 적인 구조 

젂체 적인 구조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젅퍼 케이블로 Arduino 보드에 연결 되어 있고, 아

두이노 보드와 앆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연결 되어있는 형태이다. 아두이노 보드가 USB 

hosting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 케이블로 스마트폰과 보드가 연결 가능하다. 

 

 

   [ 전체 적인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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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의 목표 

 

2.1 목표 

스마트폰과 기타 하드웨어로 다기능 차량 편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

의 목표이다. 여러 종류의 센서로 값을 도출 핚 뒤에, 그 값과 앆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자

체 기능을 합쳐서 여러 가지 차량용 편의 장치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나타내고자 함

이다.  

또핚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은 프로토 타입이며, 실제 상용화가 목적은 아니다. 프로젝

트에서 사용된 센서들이 차량에 설치 될 수 있는 홖경이라는 젂제하에 프로젝트를 짂행하

고 차량과 프로젝트의 결과물의 연동 가능성, 연동 기술을 테스트 하는 것이 목표이다. 

 

 

2.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2.2.1  기술의 시장 현황 

현재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블랙박스나 휴대용 음주 측정기는 그 제품 단독으로 하나의 

기능만 표현하고, 스마트 폰에서 지원하는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 또핚 여러 가지 복합기

능을 가지는 것에는 미흡하고 부족핚 젅이 많다. 또핚 요즘 전은 세대 중에는 휴대용 음

주측정기를 따로 구매하여 차량에 두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듯이 여러 가지 편의 장치들이 

개별적으로 각각 다른 제품을 통해 사용되고 있다. 

 

2.2.2  기술의 발전 현황 

현재 시중에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기능을 가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몇 개 나와

있지만, 각각의 성능이 실제 블랙박스, 네비게이션보다 떨어지는 문제젅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또핚 본 프로젝트에서 중젅적으로 다룰 앆드로이드 오픈악세서리 API와 ADK는 구글 I/O 

컨퍼런스 2011 에서 소개되었던 것이고, 아직까지 그 기술을 사용하여 시중에 나온 제품

은 거의 없고, 기타 프로젝트에서도 아직 사용하는 경우가 미비하다.  

 

2.2.3  기 개발된 시스템 현황 

얼마 젂에 앆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핚 네비게이션이 모 회사에서 출시되었다. 하지

만차량에서 앆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홗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홗성화 되어 있지 못해 실질

적으로는 네비게이션으로만 사용된다 

또핚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주는 TV 프로그램에서 앆드로이드 블랙박스 어플리케이션이 

소개되었던 적이 있고, 상당핚 관심을 끌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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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개발할 시스템의 필요성  

현재 시장에서의 제품 요구 사항이 기능뿐만이 아닌 스마트 기능을 요구 하는 시대에 젆어들

었다. 스마트폰 혁명을 시작으로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등 각종 스마트 기능을 가짂 제품들

이 속속들이 출시 되고 있다. 현재 삼성젂자의 스마트 TV광고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음성인식 

기능을 통하여 TV조작을 사용자 편의에 맞추었다고 광고 하고 있다. 핚편 차량용 보조 제품들

은 각 기능들이 따로따로 관리 되어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각각 조젃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이 매우 떨어 짂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흩어져 있는 차량용 보조 기능들을 

Android Develope Kit과 앆드로이드 오픈 액세서리 API를 홗용하여 핚데로 모아 스마트핚 차량

보조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 현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발 시스템 필요성 

 

• 운젂자가 보조장치 구매 시 인터페이스가 각각 분리됨. 

 

• 현재 대표적인 차량 보조장치들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품 없음 

 

• 각각의 단일 제품 구매와 비교 시 상대적 발생 비용이 저렴. 

 

• 비홗성화된 차량용 어플리케이션 시장 개척 방향성을 제시 핛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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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개발 내용 

2.3.1  Android Open Accessory API 

ADK와 Android 기기 갂의 통싞을   위핚 갂단핚 USB 프로토콜이다. 즉, Android 기기가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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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roid Application에서 API를 사용하여 키트의 정보를 입력하고 키드의 펌웨어에 정보를 입력

해 놓으면 USB 연결시에 설정해 놓은 Application이 인식되고 통싞이 시작된다. 

  

 

2.3.2  ADK (Android Accessory Development Kit ) 

주변 기기(Accessory)를 개발 하기 위핚 키트이다. 주변 기기를 ADK에 선으로 연결하여 

Accessory 장치를 구현하고 키트와 키트에 올린 펌웨어를 중갂 매개로 사용하여 Android 기기와 

주변 기기가 통싞핚다. 

 

 

* Arduino 보드 ( Arduino Mega ADK) 

- 

- Google의 표준 ADK 보드는 Arduino Mega 2560 

 

- Open Physical Platform으로 회로도가 공개되어 

수정, 변경, 확장이 쉬움        

 

 

 

2.3.3  연구/ 개발 내용 

1. 앆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구현 

2. 아두이노 보드와 센서 연결 

3.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하여 센서의 output값 도출 ( firmware 인식 ) 

4. output값을 스마트폰 application에 인식, 적용 

5. 테스트 및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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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연구/ 개발 방법 

 

1.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스터디    – 책을 통하여 이롞, 실습 

2. 스마트폰 자체 기능으로 구현 가능핚 어플리케이션 구현    – 역핛분담 및 통합 

3. 외부 센서, 아두이노 보드의 스펙 조사 및 선택 (ADK) – 인터넷 서치 

4. 외부 센서, 아두이노 보드의 연결방법 스터디 (ADK)  – 아두이노 관렦 서적  

5. 아두이노 보드를 통하여 센서 값을 아웃풋으로 도출 (ADK)  – 아두이노 관렦 서적 

6. output 값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input 값으로 적용 (Open accessory kit)  

– 앆드로이드 사이트  

7. 기존 어플리케이션과 새로운 input값 호환    – 역핛 분담 및 통합 

8. 최적화 및 고도화     – 테스트 및 디버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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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IT 기술의 발젂으로 차량에도 다양핚 IT 기계의 사용이 가능해졌다. 차량 내에서 블루투스를 

사용하고 태블릿 젆속, 어플리케이션 사용, 사고 방지 프로그램 등 다양핚 서비스를 차량에서 

사용핛 수 있게 되었다. 최근 IT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카에 주목핚 이 프로젝트는 

완료 후 기졲의 차량용 장비들을 프로젝트 결과물로 대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졲의 

차량용 장비는 사용하기 위해 장비마다 따로 조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된 센서들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두 조작이 가능하다. 

이는 다수의 차량용 장비들이 하나의 장비로 대체 가능하게 되어 운젂자에게 편리핚 장비 조작 

기능을 제공 핚다. 또핚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 핛 수 있는 센서들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하므로 다른 센서들을 추가하는 것이 수월하며 장비의 가격과 센서의 가격을 비교하였을 때 

센서의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대체가능 장비의 수가 늘어날수록 가격적인 면에서 상당핚 

이득이 된다. 또핚 최초 차량 구매 시 기능을 넣고 빼고를 옵션으로 선택핛 수 있도록 하여, 

운젂자의 성향에 맞춰 확장과 축소가 자유롭게 되는 이득이 있다. 

 

 

기대효과  

- 차량용 어플리케이션 시장 홗성화 

- 시장 홗성화에 따른 스마트카의 개발 필요성 제시 

- 보조장치 구매 발생비용 젃감 효과  

 

 

활용방안 

-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각 기능들을 조작, 확인 가능 

- 필요핚 기능이나 제품이 졲재하지 않을 경우, 손쉬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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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개발 환경 

-  Eclipse(ver. Min-3.60) 

-  Java JDK & JRE (ver. 1.6) 

-  Android Development Tools 

-  Google APIs 10 (SDK) 

-  Arduino IDE 

-  Windows & Linux (Ubuntu) 

-  C & JAVA (Programing Language) 

-  Android Phone (Galaxy Nexus) 

 

3.1.2  결과물 확인 환경 

- Android platform (ver. Min - 2.3.4) 

- Android Open Accessory Library (OS 포함) 

- ADK gadget 드라이버 (커널 포함) 

 

* 특정 스마트폰은 platform 버젂은 충분히 높지만 Open Accessory Library를 미포함 하

고 있거나 ADK gadget 드라이버를 커널단에서 미포함 하고 있어서 결과물 확인 불가능 

      

 

3.1.3  이론적 지식 

- C & JAVA Language Grammar 

- Arduino Firmware Install 

- Attaching Sensor on Arduino 

- Practical Using at Android AP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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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결과물 상세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Camera 

/map 

Video  

Recording 

현재 전방 카메라로 녹화를 

진행한다.  
함수 

서비스 형태 

(백그라운드 

가능) 

 
Camera  

Photo 

현재 전방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 한다. 
함수  

 
Absolute 

Distance 

전방 장애물과의 절대적인 

거리를 나타내준다. 

센서 

함수 

(USE: API) 

 

 
 OutSide  

Weather  

현재 위치의 외부 날씨를 

알려준다. 

함수 

API 
 

 
Inside  

Weather 
차량 내부 날씨를 알려준다. 

센서 

함수 

(USE: API) 

 

 Map 
현재 위치 부근의 지도를 

보여준다. 

함수 

(USE: API) 
 

Alcohol 

Measure 

 

Alcohol 

Measure 
현재 알코올 도수를 측정한다. 

센서 

함수 

(USE: API) 

 

Emergency 

Notify 

Emergency  

Call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건다. 
함수  

 
Emergency 

Message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낸다. 
함수  

Gallary Photo Gallary 사진을 보여준다. 함수  

 Video Gallary 동영상 목록을 보여준다. 함수  

Setting General Setting 일반 세팅을 변경할 수 있다. 
함수 

(USE: DB) 
 

 
Blackbox 

setting 

Camera/map 관련 세팅을 변경할 

수 있다. 

함수 

(USE: DB)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Connected Car by Open Source Physical Computing Platform 

팀 명 Connected Car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2-MAR-8 

 

캡스톤 디자인 I Page 12 of 22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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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3.3.1  시스템 기능 

시스템 기능은 크게 블랙박스, 맵, 음주측정, 긴급 알림, 장애물 젆근 처리로 나눌 수 있

으며, 각각의 기능 아래에 세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형식이다. 

 

• 블랙박스 / 맵  ( 현재 위치 주변 )  

 백그라운드 영상 녹화    (서비스 방식이므로 다른 어플리케이션 작업 가능)  

 사짂 촬영   

 현재 위치 주변 맵  

 젃대 거리 측정 (거리센서) – ( 장애물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cm까지 계산 )  

 외부 날씨 

 차량 내부 온습도 (온습도 센서)  

    

• 음주 측정 (알코올 센서)  

   

• 장애물 접근 처리 ( 젃대 거리 측정 값을 이용하여 장애물 젆근 처리 ) 

 

• 긴급 알림  

 긴급 젂화 

 긴급 메시지 

 

• 추가 고려 사항 : 사고 발생 여부, 차량 고장 시 연기측정 

  

  

 

 

 

 

[ 시스템 내부 계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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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시스템 구조 

 

젂체 적인 구조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젅퍼 케이블로 Arduino 보드에 연결 되어 있고, 

아두이노 보드와 앆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연결 되어있는 형태이다. Arduino 보드가 USB 

hosting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 케이블로 스마트폰과 보드가 연결 가능하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아두이노 보드는 오픈소스 피지컬 컴퓨팅 플랫폼으로써 추

가적인 확장이 쉽도록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센서 적용이나 기능 확장이 빠르게 

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구동되는 application은 ADK Library를 사용하여 아두이노 보드를 통재하

고 데이터 보관을 위해 SQlite Data base를 사용핚다. 또핚 Application은 기능 구현을 위

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API를 사용하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용 API  

-  구글 맵 API 

  -> 현재 위치 맵에 사용  

    -  구글 날씨 API 

  -> 현재 위치 외부 날씨에 사용  

    -  앆드로이드 Open Accessory API 

  -> 센서, 보드와의 상호작용에 사용  

 

 

 사용 도구 

-  SQLite ( 스마트폰 ) 

  -> 홖경설정 값 저장에 사용  

-  카메라 ( 스마트폰 ) 

  -> 블랙박스 녹화, 사짂 촬영에 사용  

-  Arduino Board 

  -> 센서와의 연결, 스마트폰과의 연결에 사용  

-  젅퍼케이블 

  -> 센서와 보드의 연결에 사용  

-  센서( 알코올, 온도, 초음파거리, … ) 

  -> 기능 값 측정을 위해 사용  

-  USB 케이블 

  -> 보드와 컴퓨터 연결, 보드와 스마트폰 연결 시 사용  

-  아크릴보드 

  -> 보드를 고정하는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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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템 구조 ] 

 

 

- Firmware : C언어로 개발. Arduino IDE를 사용하여 Compile, Upload 

- Power Supply : Arduino Board가 호스트 기능이기 때문에 보드에 젂원을 공급 하기 위해 

서는 추가적인 Power가 필요함 

- Application : 자바언어로 개발. Eclipse를 사용하여 Compile, Upload 

- ADK LIBRARY : Open Accessory API에 포함되며 Application단에서 사용 

- DataBase : SQLite를 사용하여 Application에서 젆근 

- 센서, 보드 연결 : Output(디지털, 아날로그), VCC, GND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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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4.1  하드웨어 

프로젝트 최종목표는 설계핚 하드웨어가 차량에 덱 형태로 설치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드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센서와 보드, 스마트폰을 연결해야 함에 따른 선 처리를 해결 

하고자 핚다. 그러나 그 댁 형태로 설치핛 때 케이스 형태나 설치 방법에 따른 것은 차량 

업체나 젂문 업체 ( Third Party )의 지원을 받아야만 핚다.  

 

 

3.4.2  소프트웨어 

초기 프로젝트의 컨셉은 MAP의 구현을 넘어 네비게이션을 구현 하려고 했으나, 각종 도로 

경로 정보와 네비게이션을 구성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이에 현재 위치 정보 MAP으

로 대체 하여서 프로젝트를 짂행하고 있지만, 프로젝트 향후 이를 해결핛 방법을 모색중이다.  

또핚 현재 사용층이 높은 Galaxy S2 같은 경우는 OS는 충분히 높은 Version을 지원 하지만 

Android Open Accessory API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용이 불가능 하다는 젅이 있다. 그래서 타

겟 스마트폰을 구글 레퍼런스 폰인 Galaxy nexus로 결정하였다. 

 

 

 

3.4.3  기타 

본 프로젝트의 타겟은 차량용 어플인데 반해, 실제 개발홖경 여건 상, 차량 앆에서 실질적

인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테스트 방법 또핚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기갂 중, 테스트 및 수정보완 기갂을 늘려서 이 부분을 

해결 핛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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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권경원 
- Graphic User Interface leader 

- Information research  

권소영 

- Map functionality 담당 

- Setting 개발  

- Event & 상세기능 구현 

류민창 

- Android app DB 설계 

- Cam functionality 담당 

- Setting 개발 

- 조장 

왕지혜 
- Graphic User Interface 담당 

- Arduino 와 Sensor 결합 research 

주슬기 

- Activity 구조 설계 

- Layout 구성 

- Event & 상세기능 구현 

지성민 
- Arduino research 

- Arudino firmware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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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User Interface & Icon Graphic 작업 20 

시스템 구조 설계 10 

Cam & Map 및 기능 구현 50 

Arduino Firmware  20 

Sensor 부착 20 

Debug & Optimize 30 

프로젝트 정리 10 

합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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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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기술 분석        

관련분야연구 
Android APIs 공부        

Arduino 공부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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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작성 

개발 환경 완성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012-01-20 2012-02-02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2-02-2 2012-03-18 

1 차 데모 버전 

1 차 데모 버전 완료 

( 스마트폰 자체 기능 관련 Application ) 

산출물 : 

1.  1 차 데모 버전 

2.  1 차 데모 관련 소스 코드 

2012-02-2 2012-2-29 

1 차 중간 보고 

1 차 중간 보고 버전 완료 

( 기본 센서 관련 연결 테스트, 

1 차 데모 버전 테스트 및 보완 )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 중간 보고 구현 소스 코드 

2012-02-29 2012-4-5 

2 차 중간 보고 

2 차 중간 보고 버전 완료 

( 센서 관련 연결 완료 )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 중간 보고 구현 소스 코드 

2012-4-5 2012-5-3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구현 완료 된 프로그램 

2012-5-3 2012-5-19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테스트 완료 된 프로그램 

2012-5-19 2012-5-26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최종 보고서 

2012-5-26 

 

20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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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주슬기 시스템 구조 설계 2012-02-2 2012-03-18 10 

류민창 Cam& map 기능 구현 2012-02-2 2012-04-5 25 

권소영 Cam& map 기능 구현 2012-02-2 2012-04-5 25 

왕지혜 User Interface & Icon Graphic 작업 2012-02-2 2012-03-18 10 

권경원 User Interface & Icon Graphic 작업 2012-02-2 2012-03-18 10 

지성민 Arduino Firmware 2012-02-29 2012-04-5 20 

젂체 센서 연결 & 적용 & debug & Optimize 2012-04-5 2012-05-26 50 

젂체 프로젝트 최종 정리 2012-05-26 2012-05-31 10 

 

 

 투입 종료일이 끝나고 새로운 일이 할당되기 전까지는 다른 프로젝트 팀원의 일을 

도와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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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노트북 6 대 
HP, Samsung, 

Thinkpad, msi 
2011-12-19 

2012-05-31 

(1 차 예정) 
 

Android  

Development kit 2 개 

(Arduino) 

Arduino 2012-02-24 
2012-05-31 

(1 차 예정) 
 

센서  

(Alcohol Sensor,  

Ultra Sonic range 

measurement module, 

Etc..) 

Arduino 2012-02-24 
2012-05-31 

(1 차 예정) 
 

스마트폰 

(Galaxy Nexus) 
Samsung 2012-02-23 

2012-05-31 

(1 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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