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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 7세이하의 유아에 대한 승하차 안전사
고가 높아가고 있다. 불가항력적인 안전사고의 대
표적 개선 사례인 한음이법은 어린이통학버스 내 
CCTV (폐쇄회로)와 후방·측면 카메라 등 영상장
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해, 운전자와 인솔자의 시
야 확보를 통해 사각지대의 위험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음이법 2호는 승차한 후 잠든 
아이를 하차시키지 않은 채 문을 잠그고 주차해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장치는 확
인버튼을 누르기 위해 차 뒤편까지 가서 하차하
지 않은 아이가 없는지 확인하는 법안인데, 2016

년 11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1].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에서는 BLE 

(Bluetooth Low Energy)를 사용한 iBeacon을 사
용하였다. Bluetooth 4.0 이상을 지원하는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 가능한 iBeacon은 애플이 2013 

WWDC (World Wide Development Conference)

에서 소개한 통신규약을 포함한 기술이다. 

iBeacon은 Pairing을 기본으로 하는 기존의 

BLE(Bluetooth Low Energy) 통신 기술과는 다르
게 Scanning과 Advertising만을 활용하도록 설계 
되었다. 따라서 iBeacon을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
가 Advertising을 하게 되고 위치 정보를 제공받
는 디바이스가 Scanning을 하게 된다. 표준 비콘
은 약 70m 정도까지 신호가 도달하며, 최대 
100m 정도까지 신호가 도달할 수 있다. 또한 
BLE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적다
는 장점이 있어 실생활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2, 3].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은 유치원 통학 
버스에 1:N 블루투스를 장착하여 자동 승하차 기
능을 제공하며, 승하차시 발생되는 안전상태나 안
전사고를 알림 장치가 IoT를 통해 인체의 압력, 

GPS, IR을 사용하여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구현을 제안한다.  

Ⅱ. 본  론

그림 1은 승하차시 안전상태 알림 장치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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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승하차 알림장치와 교사 알람 어플로 이
루어져 있으며, 좌석 알림장치는 좌석 내/외에 
탈부착 되어 있으며, 인체를 감지하고, 이벤트를 
메인제어를 통해 교사 알람 어플에 통보하는 기
능을 갖는다.

그림 1. 승하차 안전사고 알림 장치

2.1 HC-06 블루투스
승하차 안전상태 알림 송·수신간 통신은 블루

투스 모듈인 HC-06을 사용한다. HC-06은 블루투
스 V2.0 프로토콜 기반이며, 마스터와 슬레이브 
두 종류로 나뉜다. 마스터 모듈의 경우 슬레이브 
모듈과 페어링하기 위한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다. 

페어링 시 마스터 모듈의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양쪽 마스터/슬레이브 모듈의 LED가 점멸된다. 

블루투스 모듈과 MCU와의 연결은 MCU의 
PE0(RXD)와 PE1(TXD) 포트에 블루투스 모듈의 
TXD와 RXD를 교차 연결하면 USART 통신이 가
능하다. 

2.2 알림장치 센서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알림 장치에 대해서는 

적외선 센서와 압력센서, GPS 수신모듈 순으로 
설명하겠다.

IR 센서는 일정 주파수의 빛을 발산하는 발광
부와 발광부에서 발산하는 빛을 받아들이는 수광
부로 이루어져 있다. 발광부에서 발생된 적외선은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고, 수광부에서는 이 반사된 
빛을 감지하여 물체의 유·무 또는, 물체까지의 거
리 등을 알 수 있다.

그림 2의 압력센서는 100g～10kg의 압력을 측
정하는 곳에서 바닥에 압력 감지하는 두 개의 핀
이 나와 있으며, 핀 간 간격이 0.1인치로 브레드 
보드에 사용된다. 센서 뒷면에는 테이프가 있어, 

센서 시트에 설치한다.

그림 2. 압력센서

GPS 수신 모듈은 지구 밖에서 돌고 있는 GPS 

위성으로부터 수신 받은 신호를 처리한 후, 모듈
과 연결된 아두이노를 통해 PC로 신호값을 수신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된 신호를 인터넷을 이용
하여 지도로 위치를 확인하거나, 값을 분석해 현
재 시간, 이동거리, 속도 등을 얻을 수 있다.

Ⅲ. 구현 및 테스트

3.1 소프트웨어 구성
소프트웨어는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코딩을 하

였다. 그림 3은 센서 값을 계속적으로 1초 단위로 
전송을 하게 하였다. 그 결과 터미널의 1라인에서
는 스타트 표시를 시리얼로 확인하였고, 2라인 압
력 센서의 ON/OFF로 좌석의 무게를 감지한다. 

IR 센서로는 좌석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26.30cm

를 알려주고 있으며, 그 외의 라인의 표시는 위도 
경도에 관련 위치를 결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알고리즘 실험결과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승하차시 발생되는 안전상태를 알
림 장치가 IoT를 통해 인체의 압력, GPS, IR을 이용
하여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하드웨어로 구성하였다. 

또한, 블루투스를 통해 데이터 코딩을 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향후 안전상태에 대한 교사수신용 어플
에 대한 구현과 연동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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