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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륜차 운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

라 국내의 이륜차(오토바이,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에서 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 그림 1.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이륜차 사고율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이륜차 사고율이 점

점 증가하고 있다. 이륜차 운전자의 사망원인 중에는 헬

멧에 대한 착용인식의 부족과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고

가 났을 때 신속한 병원 이송조치의 부재가 존재한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 헬멧을 착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자

동으로 병원이나 가족에게 위치정보가 포함된 문자메시

지를 전송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이륜차 운전자들의 

사망률을 줄이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Ⅱ. 문제 분석 및 문제 해결 

  이륜차 운전자들의 주요 사망원인은 돌발적인 상황에

서 머리 충돌 때문에 발생한다. 이것은 대부분 이륜차 운

전자들이 헬멧을 착용하는 것을 피하기 때문에 발생한

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륜차 운전자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이륜차가 작동이 되지 않게 만들어서 

운전자들의 헬멧착용을 유도한다. 또 한 사람들이 없는 

경우에 돌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스마트 

폰으로 병원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위치가 포함된 문자메

시지를 자동으로 전송하여 이륜차 운전자들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Ⅲ. 스마트 헬멧 

1. 개발 환경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마트 헬멧은 하드웨어는 아두이

노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구현하고 소프트웨어는 윈도우7

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것 이다. 누구나 쉽게 스마트 폰에 있는 스마트 

헬멧App을 이용하여 헬멧과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연결하여 센서들을 제어 할 수 있다. 또한 충격 감지센서

로 사고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다음지도 API와 공공데이

터 API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는 병원으로 자신의 위치를 

문자 메시지가 전송 되어질 것이다.  

2. 스마트 헬멧 구성 및 구현

  스마트 헬멧과 스마트 헬멧에 대한 App의 구성도이다. 

스마트 헬멧 
SMART HELMET

김  진, 구 성 은, 임 준 영, 진 민 완, 최 종 명

목포대학교 

Kim Jin, Koo Sung Eun, Lim Jun Young, 

Jin Min Wan, Choi Jong Myung 

Mokpo Univ.

 요약

현재 교통수단으로 이륜차를 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도로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에 따라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해결방법으로 스마트 헬멧을 착용하여 현재 사고자의 위치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경찰이나 병

원, 가족들에게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현재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사망률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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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스마트 헬멧과  App에 대한 구성도

  스마트 헬멧의 착용여부를 감지하여 블루투스 통신으

로 오토바이에 통신 보내게 되어 오토바이 시동이 걸리

게 된다. 그렇게 운행 중 사고가 발생 시 충격감지센서로 

일정 충격 이상이 가해지면 자신의 위치를 다음 지도 

API로 위치를 파악 하게 되고 공공데이터와 다음지도 

API를 이용하여 주변 병원에 번호를 불러와 사고메세지

로 사고위치지점과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문자가 전송되

어진다.  

 

▶▶ 그림 3. 스마트 헬멧 App UI

  3개의 공간에 비상으로 연락하고자 하는 곳을 넣을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신의 위치를 메시지

로 비상으로 연락하고자 하는 곳과 주변 병원으로 자동

으로 메시지가 가게 된다. 

▶▶ 그림 4. 스마트 헬멧 App UI

  어플리케이션을 실행되었을 때 첫 번째 아이콘은 헬멧

을 착용하지 않으면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사용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을 인식 할 수 있고, 

오토바이의 보안을 한층 올릴 수 있다. 2번째 아이콘과 3

번째 아이콘은 부가적인 안전서비스로 브레이크의 고장

여부와 바퀴의 압력의 크기를 알 수 있다. 3가지 부가서

비스를 추가하여 한층 더 안전을 높일 수 있다. 

 

Ⅳ. 결론  

  점점 더 이륜차 운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서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특별한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

한 문제의 주요원인은 헬멧에 대한 착용인식의 부재가 

존재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이 사람이 없는 돌발 상황에

서 빠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 소개한 스마트헬멧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헬멧착

용을 유도하고 돌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

여 이륜차 운전자들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의

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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