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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이하 CarTalk 시스템)는 운전자에게 차량 환경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CarTalk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제

공하는 차량 환경 정보는 주변 차량에 대한 위치 정보와 주변 차량과 내 차량 간

의 상대 속도 정보이다. CarTalk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는 주변 차량의 위치를 알 수 

있으므로, 주변 차량과의 안전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CarTalk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는 주변 차량이 내 차량에게 빠르게 접근 중인지 등의 상대 속도 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차선 변경과 같은 특정 주행을 쉽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CarTalk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전방 사고 발생과 같은 이벤트를 경고함으로써, 운전자가 알 

수 없는 차량 환경 정보를 알 수 있게 한다.  

CarTalk 시스템은 차량 환경 정보를 얻기 위하여 GPS 모듈, 3축 가속도 센서, 무

선 네트워크 모듈, 블루투스 모듈이 부착되어 있는 라즈베리파이를 사용한다. 

CarTalk 시스템은 일정 시간마다 주변 차량에게 위치 정보와 주행 방향 정보를 요

청한다. 주변 차량은 GPS 모듈을 통해 위치 정보와 주행 방향 정보를 계산하여 응

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요청과 응답과 관련된 통신을 위해 무선 네트워크 모듈이 

이용된다. 주변 차량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CarTalk 시스템은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스마트폰에 출력할 정보를 전송하고, 스마트폰의 HUD(Head Up Display)를 담당하

는 어플리케이션은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이해하

기 쉽도록 주변 차량 정보를 HUD에 그래픽 출력한다. 만약 CarTalk 시스템이 장착

된 차량이 충돌 또는 추돌 사고를 겪는 경우 3축 가속도 센서는 비정상 값을 계산

하게 되고, 그 결과를 주변 차량에게 브로드캐스팅함으로써 사고 발생 여부를 전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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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추진 배경 

2013년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72.1%는 차와 차 사이에 일어난다. 

차 대 차 교통사고는 충돌과 추돌 사고로 구분된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대부분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다. 안전 운전을 불이행하게 하는 요소는 크게 기상 

악화 중 주행이나 야간 주행 등 차량 외부적인 요소와 운전자의 고의적인 난폭 운

전, 초보 운전, 사각지대에 대한 부주의 등 차량 내부적인 요소로 나뉠 수 있다. 최

근 영종대교 100중 추돌 사고는 차량 외부적인 요소로 인하여 전방 시야 확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의 극단적인 피해를 보여주는 예시이다. 이와 같이 기존 

차량 시스템만으로는 주행 중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CarTalk 시스템은 이처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1.2.2 기 개발된 시스템과의 비교 장점 

1.2.2.1 닛산 - Smart Rearview Mirror(http://www.kbench.com/?q=node/130975) 

닛산의Smart Rearview Mirror는 후방카메라를 이용해 뒷자석에앉은 사람이 리어뷰

로 볼 수 있는 영역을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쉽게 후방상황을 알 수 있도록 만

들었다. 하지만 CarTalk 시스템은 기존의Rearview Mirror와 달리, 자신의 차에서 후

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차를 3인칭 시점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차선변

경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운전자들에게 자신 차의 주행상황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Rearview Mirror의 경우는, 기존 차량의 리어뷰미러 위치에 있으므로 운전자가 

리어뷰로시선을 옮기는 동안 전방의 상황에 신경을 덜 쓰게 되므로 사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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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다. 하지만 CarTalk 시스템은 HUD 방식을 통해 정보를 출력하므로, 운전자가 

Rearview Mirror로 시선을 옮길 필요 없이 전방의 상황에만 신경을 쓸 수 있게 된

다. 즉 Rearview Mirror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변 차량 정보를 획득하므로, 사각지

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CarTalk 시스템은 GPS 정

보를 기반으로 하여 차량 환경 정보를 획득하므로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1.2.2.2 BMW - LANE DEPARTURE WARNING 

(http://www.bmw.co.kr/kr/ko/insights/technology/connecteddrive/2013/dri

ver_assistance/intelligent_driving.html) 

BMW의 LANE DEPARTURE WARNING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았을 때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는 시스템이다. CarTalk 시스템과 LANE 

DEPARTURE WARNING 시스템의 유사한 점은 차선 변경 상황에 대하여 정보를 준

다는 점이다. LANE DEPARTURE WARNING 시스템은 차선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

을 켰을 때, 차선변경이 안전하지 않은지를 판단하여 사이드 미러에 시각적인 표

시를 해준다. 그러나 CarTalk 시스템은 사이드 미러에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차량 간 통신을 통해 받은 정보를 통해, HUD에 주변 차량의 속도와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표시해준다. 따라서 CarTalk 시스템은 사이드 미러에 별도의 처리를 

하지 않아 비용이 적고, HUD에 차선변경 가능/위험을 표시해주어, 사이드 미러에 

돌릴 필요가 없어 시선 분산을 막을 수 있다. 

 

1.2.2.3 옴니뷰(http://www.omnivue.co.kr/omnivue/about.html) 

옴니뷰는 4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차량의 주변 환경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

다. 그러나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범위가 작고, 

사각지대가 많다는 점이 있다.  그에 반해 CarTalk 시스템은 차량간 adhoc 

network를 이용해 주변 차량의 속도와 위치 정보를 받고, 그 외 추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양 옆 차선의 정보까지 보여줄 수 있다. 

http://www.bmw.co.kr/kr/ko/insights/technology/connecteddrive/2013/driver_assistance/intelligent_driving.html
http://www.bmw.co.kr/kr/ko/insights/technology/connecteddrive/2013/driver_assistance/intelligent_driv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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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1) 라즈베리파이와 GPS 모듈, 3축 가속도 센서, OBD2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 하드

웨어를 개발한다. 

2) 라즈베리파이에서 동작하기 위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3) HUD 출력을 위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2.2 연구/개발 내용 

2.2.1 전체 시스템 하드웨어 개발 

CarTalk 시스템 하드웨어는 라즈베리파이, GPS 모듈, 3축 가속도 센서, OBD2, wifi 동

글, 블루투스 동글로 구성된다. 라즈비안(OS) 설치 및 회로도 구성, 개발환경 구축

을 해야 한다. 시스템에 존재하는 센서 값을 모두 적절하게 받아올 수 있는 회로도 

구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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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Ad-hoc 네트워크 연결을 하기 위한 초기화 모듈 개발  

CarTalk 시스템끼리 네트워크 연결을 하기 위해서, 특정 패턴을 가진 IP 주소를 시

스템마다 부여할 필요가 있다.  

 

2.2.3 주변 차량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자료구조 개발  

CarTalk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주변 차량의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주변 차량은 계

속해서 바뀔 수 있으므로, 동적으로 관리하기 좋은 형태의 자료구조가 필요하다. 

이때 관리해야 할 주변 차량의 정보는 IP, GPS, 주행 방향, 상대 속도 등이다.  

 

2.2.4 Broadcasting Storm을 방지하기 위한 Clustering 알고리즘 개발  

CarTalk 시스템이 주변 차량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Broadcasting Storm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Broadcasting Storm을 방지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필요

하다. CarTalk 시스템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은 Clustering 알고리즘이다. 

Clustering 알고리즘은 각 차량을 몇 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하고, 클러스터 내부의 

브로드캐스트는 클러스터 헤드만이 하게 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때 클러스터를 생

성하기 위해서 클러스터에 포함될 수 있는 반경 범위나 차량의 개수를 한정할 필

요가 있으며, 클러스터 헤드를 정하는 기준도 정할 필요가 있다.  

 

2.2.5 라즈베리파이 시스템끼리 통신(ad-hoc)하기 위한 프로토콜 개발  

Ad-hoc 방식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각 차량 노드 간의 라우팅을 구현해야 한

다. 차량이 이동하면서 라우팅 정보가 자주 바뀔 수 있고 실시간으로 영상 출력을 

해야 하므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써야 한다. 또한 

일단 라즈베리파이 시스템끼리 통신이 보장된 후에, 보내질 데이터의 포맷과 관련

된 프로토콜도 개발되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이면서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해

야 한다. 

 

 

 

 

 

2.2.5 라즈베리파이와 HUD(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가 통신하기 위한 프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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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개발  

라즈베리파이가 주변 차량 정보를 얻어오면,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정보를 

전달하여야 HUD로 출력할 수 있다. 라즈베리파이와 안드로이드는 블루투스를 통

해 통신하므로 TCP 소켓 통신을 할 것이며, 소켓을 통해 전달할 데이터의 포맷과 

관련된 프로토콜이 개발되어야 한다. 차량의 위치와 주행 방향 및 상대 속도를 적

절하게 담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2.2.6 GPS 값의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  

CarTalk 시스템은 GPS 모듈을 통해 차량의 위치를 계산한다. 그러나 GPS는 약 

1~3m의 오차를 가지며, 이는 CarTalk 시스템이 극복해야 할 제한 요소이다. GPS 

값의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통계적 알고리즘을 개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GPS 오차가 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보조 정보 이용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한

다. 

 

2.2.7 사고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  

CarTalk 시스템은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사고 상황을 감지하는 기능을 가지

고 있다. 이때 감지하는 사고 상황은 추돌 또는 충돌 사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3

축 가속도 센서의 x, y, z 값을 이용하여 벡터를 계산하고, 계산된 벡터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사고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수식 및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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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CarTalk 시스템은 차량 간 통신 및 차량 정보 계산을 담당하는 라즈베리파이 

어플리케이션과 차량 정보 출력을 담당하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다.  

 

2.3.1.1 CarTalk System(Raspberry Pi Application) 

 

1) initSystem -> configureIP 

사용자(운전자)가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시스템의 초기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시스템의 

초기화는 통신을 위해 시스템에 특정 패턴을 가진 IP 를 할당하는 일을 의미한다.  

2) getGPS 

GPS 모듈을 통해 GPS 값을 얻어오고, 통계 처리를 통해서 오차가 보정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GPS 값을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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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etVelocity 

OBD2 를 통해 내 차량의 속도 값을 얻어와야 한다.  

4) getVector 

3 축 가속도 센서를 통해 현재 시스템의 x, y, z 축 값을 얻어오고, 수식을 통해 현재 차량의 

벡터 값을 계산해야 한다. GPS 와 마찬가지로 통계 처리를 통해서 오차가 보정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벡터 값을 계산해야 한다. 

5) getBtnValue 

추돌 또는 충돌 사고가 난 경우, 3 축 가속도 센서가 사고 발생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고가 난 경우 버튼을 눌러 사고 발생 여부를 입력할 수 

있게 해야 한다. 

6) sendMyInfo 

주변 차량이 내 차량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포맷의 형태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전달하는 정보는 내 차량의 IP, 위치, 주행 방향, 속도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7) clusterCars 

통신할 수 있는 주변 차량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해야 한다.  

8) getOthersInfo 

주변 차량의 정보를 요청하고,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얻어내는 정보는 일정한 포맷(내가 

주변 차량에게 보내는 정보의 포맷과 일치하여야 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얻어내는 

정보는 각 주변 차량의 IP, 위치, 주행 방향, 속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9) sendIsAccident 

내 차량이 추돌 또는 충돌 사고가 났음을 주변 차량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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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CarTalk System(Android Application) 

 

1) initSystem 

사용자(운전자)가 시스템을 작동시키면 라즈베리파이 어플리케이션과 통신할 수 있도록 

블루투스 페어링을 포함한 시스템 초기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getCarsInfo 

라즈베리파이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주변 차량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3) renderGraphic 

주변 차량의 정보를 2D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4) giveCarsInfo 

주변 차량의 정보를 표현한 그래픽을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HUD(Head Up Display)를 

통해서 출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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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렌더링하는 주기는 적어도 1초에 2번이어야 한다. (따라서 

라즈베리파이 어플리케이션이 주변 차량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주기도 적어도 1초에 2

번이어야 한다.) [우선순위 2] 

 GPS 오차는 최대 3m 이내여야 한다. [우선순위 3] 

 주변 차량의 정보를 요청하는 반경(브로드캐스팅 반경)은 최소 80m 이어야 한다. (안전

거리 확보) [우선순위 4]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은 전송받는 패킷의 timestamp를 확인하여, 렌더링한 패킷보

다 이전 timestamp 패킷이 전송된다면 렌더링하지 않고 무시해야 한다. [우선순위 1] 

2.3.2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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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measure> 

 3 축 가속도 센서 : 벡터 값의 이상 변화를 감지하여 충돌여부를 감지한다. 

 Button : 사고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가 수동으로 전파하기 위한 버튼. 

 GPS : 차량의 현재 위치를 받아 오고, 바로 이전에 측정된 GPS 좌표값과 현재 

실시간으로 측정된 GPS 좌표값으로 차량의 진행방향을 확인한다. 

 OBD2 : 차량내부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Raspberry Pi 에 전달하기 위한 센서, 

차량의 주행속도, 방향지시등 등의 데이터를 송신한다.  

<Network> 

 Send(WLAN): Data measure module 중에서 차량의 위치, 주행데이터 (속도, 

방향지시등 등..)를 외부의 다른 차량에게 보낸다. 

 Receive(WLAN) : 외부차량의 위치, 주행데이터(속도, 방향지시등 등..)를 수신한다. 

<Positioning> 

 Compute: Data measure module 을 통해 수신한 자신 차량의 위치, 

주행데이터와 외부로부터 수신한 외부차량의 위치, 주행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에 

보여주기 위한 상대적인 위치계산을 한다.  

<Display> 

 Bluetooth: Positioning module 에서 계산된 좌표를 Bluetooth 를 이용해 Smart 

phone 에 정보를 전송한다. 

<Smart phone> 

 Bluetooth: Display module 로부터 화면에 보여줄 정보를 수신한다. 

 Rendering: 수신된 정보를 2 차원으로 렌더링 한다. 

 Display : 2 차원으로 렌더링된 화면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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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출력 HUD 
안드로이드 모바일 화면에 주변 

차량 정보를 출력한다. 
Java Android 

입력 

버튼 버튼이 눌리는 경우를 감지한다. C Wiring PI 

차량 위치 
GPS 모듈로부터 현재 차량의 위치 

정보를 얻는다. 
C Wiring PI 

차량 기울기 

벡터 

3 축 가속도 센서로부터 현재 

차량의 벡터 정보를 얻는다. 
C Wiring PI 

차량 속도 
OBD2 로부터 현재 차량의 속도 

정보를 얻는다. 
Python PyBluez 

네트워크 

Ad-hoc 연결 
라즈베리파이 시스템 간에 연결이 

있어야 한다. 
C  

블루투스 연결 
라즈베리파이 시스템과 안드로이드 

간에 연결이 있어야 한다. 
Python Pybluez 

알고리즘 

Clustering 
브로드캐스트에서 중복을 

제거한다. 
C  

GPS 오차 보정 
GPS 오차는 최대 3m 이내일 수 

있도록 값을 보정한다. 
C  

사고 상황 감지 
사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낸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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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사각지대를 포함한 주변 차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선 변경과 같은 까다로운 주행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야간 주행 상황 또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변 차량 

환경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다.  

3. 차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차량 통신을 통해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다.  

4. 차량 주행 패턴을 분석하여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계산하고, 계산 결과를 운전자에게 제

공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5. 차량 간 통신 방법은 Ad-hoc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 1km까지 통신이 가능하며, AP없이 통

신이 가능하다. 

6. HUD(Head Up Display)를 통해 주변 차량 정보를 출력하기 때문에, 큰 시선 분산 없이 운

전하는 도중에도 자연스럽게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7. Raspberry PI를 이용하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쉽다. 

8. 시스템과 출력을 위한 HUD 간의 통신은 블루투스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데이터 사용 없

이 어플리케이션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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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2.1. 개발 환경 

RASPBIAN  라즈베리파이 시스템을 위한 운영체제 

Wiring Pi  라즈베리파이에서 GPIO를 컨트롤하기 위한 라이브러리(C언어) 

PyBluez  라즈베리파이에서 블루투스 통신을 하기 위한 패키지(Python) 

GPS  모듈  차량 위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모듈 

3축 가속도 센서 차량 기울기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센서 

OBD2  차량 속도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모듈 

Android  HUD 출력을 위한 모바일 운영체제 

Android SDK HUD 출력을 위한 Android 소프트웨어 개발 킷(Java)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3.2.1.1 GPS 오차  

CarTalk 시스템에서 통신을 통해 교환되는 정보는 주로 GPS 값에서 도출된 값이다. 따라

서 GPS의 오차는 제한 요소가 된다. 민간용 GPS의 오차는 약 1~3m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고속도로와 같이 차간 거리가 먼 상황에서는 크게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차간 거리가 가까운 상황에서는 GPS 오차가 현실적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해 GPS 오차가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하여, 해당 상황의 경우 지

도 정보 등의 보조 정보를 통해 GPS 값을 대체할 수 있는 주변 차량의 정보를 산출함으

로써 GPS 오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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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사고 타이밍 감지의 자동화 

 CarTalk 시스템은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주변 차량에게 사고 발생 여부를 전달함으

로써 주변 차량이 사고 타이밍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런데 이때 사고 타이밍의 

감지는 사고 차량이 하고, 사고 발생 여부의 브로드캐스팅 또한 사고 차량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수동으로 사고 발생 여부를 입력하

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사고가 났을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사고 타이

밍을 감지하고 주변 차량에게 사고 발생 여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때 사고 타이밍

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것이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3축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즉 센서 값이 일정 수치 이상으로 측정 되는 경우 사고로 판

단할 수 있다. 

 

3.2.2  소프트웨어 

3.2.2.1 사생활 침해 문제 

CarTalk 시스템은 차량 간 통신을 통해 각 차량의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교환하는 정보를 사생활 침해가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의 

정보로 제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통신을 통해 주행 경로 정보

는 교환하지 않고, 일정 순간의 차량 위치 정보만을 교환하면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사생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 교환의 경우에는, 각 차량의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급차나 경찰차와 같

이 공공성을 가진 차량의 권한을 일반 차량의 권한과 구분함으로써, 통신을 통해 교환하

는 정보를 일반 차량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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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Broadcasting Storm 

CarTalk 시스템에서 주변 차량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은 브로드캐스팅을 통해 일어

난다. 이때 브로드캐스팅을 받은 차량은 자신의 주변 차량에게 다시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결과적으로 한 차량에게 같은 내용의 정보가 중복되어 전송될 수 있다. 이와 같은 

Broadcasting Storm 현상은 네트워크 통신을 방해하는 제한 요소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의 차량들을 clustering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2.2.3 실시간 처리 문제 

주행 중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처리가 핵심이다. 이미 지나

간 정보를 HUD에 출력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주행 중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보여줄 수 있도록 실시간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실시간 처리를 

방해하는 제한 요소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제한 요소는 통신 측면의 제한 요소이다. 주변 차량의 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 출력을 위한 정보를 계산하는 것이 지연될 수 있다. 이 문제는 

Broadcasting Storm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Broadcasting Storm을 해결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또한 브로드캐스팅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통신 측면의 제한 요소를 해결 

할 수 있다. 즉 가장 최적화된 브로드캐스팅 범위를 찾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제한 요소는 영상 처리 측면의 제한 요소이다. 주변 차량의 정보를 계산하여 

HUD로 출력하는 과정에서 렌더링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출력하

는 데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렌더링 속도를 줄이기 위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다수의 정보를 렌더링에서 제외하고, HUD에 2D 그래픽을 출력함으로써 렌

더링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주행중인 차선 정보 등 여러 가지 주행 환경 

정보를 HUD의 출력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렌더링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

이 간단한 출력 방식은 운전자가 주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더욱 적합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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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기타 

3.2.3.1 회로도 구성(하드웨어 개발) 

GPS 모듈과 3축 가속도 센서가 같은 회로도에 구성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팀 전원이 회

로도 구성에 대한 경험이 미흡하여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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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신혜수 센서 값 획득 모듈 

김성중 블루투스 네트워킹 모듈 

김환규 HUD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박  훈 Ad-hoc 네트워킹 모듈 

김태욱 Ad-hoc 네트워킹 모듈 

에이리쉬 

파하드 
블루투스 네트워킹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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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아이디어 추출 30 

개발 환경 구축 5 

설계 방법 및 정보 수집 35 

하드웨어 개발 5 

UI 개발 5 

회로 구성 및 회로에 연결된 센서 값 획득 10 

라즈베리파이 간 네트워킹 20 

라즈베리파이와 안드로이드 네트워킹 5 

주변 차량 정보 계산 10 

주변 차량 정보 렌더링 10 

프로젝트 테스트 및 유지보수 20 

프로젝트 평가 및 보고서작성 10 

합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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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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요구사항분석 
아이디어 구상 회의       

설계        

관련분야연구 

및 

개발환경구축 

하드웨어 연구       

회로도 구성       

Ad-hoc 라우팅 

프로토콜 연구 
     

 

구현 

센서 값 획득 모듈       

Ad-hoc 네트워킹 모듈       

블루투스 네트워킹 모듈       

HUD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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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아이디어 회의 

 계획서 작성을 위한 회의 

 자료 수집 및 예산 책정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2015-02-01 2015-03-12 

설계 완료 

 Raspberry Pi 를 이용한 시스템 회로도 설계  

 HUD 기반의 UI 설계 

 시스템 다이어그램 설계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설계 

 Ad-hoc 통신 프로토콜 설계 

 블루투스 통신 프로토콜 설계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5-03-01 2015-03-12 

1 차 중간 보고 

 개발 환경 구축 

- Raspberry Pi OS 설치 

- 회로도 구축(GPS 모듈, 버튼, 3 축 

가속도 센서, 무선 LAN 동글, 블루투스 

동글 등 설치) 

 HUD 기반의 UI/UX 제작 

 Raspberry Pi GPS 값(차량 위치 정보) 획득 

 Raspberry Pi 와 스마트폰 간의 블루투스 

연결 및 샘플 데이터 전송 

 Raspberry Pi 간의 ad-hoc 연결 및 샘플 

데이터 전송 

 Raspberry Pi 가속도 센서 값 획득 

 Raspberry Pi 버튼 설치 및 테스트 

 OBD2 를 통해 차량 속도 값 획득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1 차 회고록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4.  

 

 

2015-03-13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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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중간 보고 

 GPS 모듈 값을 이용한 주행 방향 계산 

- 수식화 및 오차 보정 알고리즘 구현 

 통신 프로토콜 기반의 차량 정보 

송신(인코딩) 및 수신(디코딩) 

 Broadcasting storm 해결(clustering 구현) 

 차량 간 상대 속도 계산 

 통신 정보를 HUD 에 반영 

 가속도 센서 값을 이용한 사고 시점 계산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2 차 회고록 

3.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5-04-10 2015-05-14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차량 변경 상황 시 시연 

 사고 상황 시 시연 

산출물: 

1. 구현한 프로젝트 결과물 

2015-03-13 2015-05-07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오류 수정 목록 

2. 프로젝트 수정 결과물 

2015-05-08 2015-05-14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1.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2. 프로젝트 최종 결과물 

2015-05-15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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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신혜수 GPS 오차 값 보정 알고리즘 개발 2015-03-13 2015-03-20 7 

신혜수 회로도 구성 2015-03-20 2015-03-25 5 

김성중 블루투스 페어링(RPI) 2015-03-13 2015-03-18 5 

김환규 HUD 어플리케이션 UI 제작 2015-03-13 2015-03-18 5 

박  훈 Ad-hoc 라우팅 프로토콜 구현 2015-03-13 2015-04-02 20 

김태욱 Ad-hoc 라우팅 프로토콜 구현 2015-03-13 2015-04-02 20 

파하드 블루투스 페어링(RPI) 2015-03-13 2015-03-18 5 

신혜수 GPS 모듈, 3 축 가속도센서, 버튼 값 획득 2015-03-26 2015-03-31 5 

김성중 블루투스 페어링(Android) 2015-03-19 2015-03-24 5 

김성중 블루투스 패킷 값 전송 2015-03-25 2015-03-31 6 

김환규 사고 상황 감지 알고리즘 구현 2015-03-19 2015-03-31 7 

신혜수 OBD2 를 통한 차량 속도 값 획득 2015-04-01 2015-04-03 2 

김환규 Clustering 알고리즘 개발 2015-04-01 2015-04-08 7 

신혜수 Clustering 알고리즘 개발 2015-04-04 2015-04-08 4 

박  훈 Ad-hoc 패킷 전송 2015-04-02 2015-04-08 6 

김태욱 Ad-hoc 패킷 전송 2015-04-02 2015-04-08 6 

전원 프로그램 통합 2015-04-08 2015-05-13 35 

전원 테스트 및 유지보수 2015-05-14 2015-05-2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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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Laptop 5 대 
ASUS, HP, Samsung, 

Acer 
2015-03-13 2015-05-28  

라즈베리파이 라즈베리파이 2015-03-13 2015-05-28  

브레드보드 WANJIE 2015-03-20 2015-05-28  

GPIO 확장 모듈 늘솜 2015-03-20 2015-05-28 T 자형 

3 축 가속도 센서 MAI 2015-03-20 2015-05-28 5V 또는 3.3V 동작 

GPS 모듈 US-Technology 2015-03-20 2015-05-28 3.3V 동작, 8pin 타입 

블루투스 동글 OEM 2015-03-20 2015-05-28  

Wifi 동글 NETGEAR 2015-03-20 2015-05-28  

ADC MICROCHIP 2015-03-20 2015-05-28  

OBD2 스캐너 Soliport 2015-03-20 2015-05-28 블루투스 가능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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