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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치원생의 차량 내 안전사고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며 매해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내 어린이 안전에 한 관심 역시 점
점 높아지고 있다. 차량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
방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스스로 안전에 한 인
식을 높이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차량 내 
어린이 감지 알람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어린이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1] 

불가항력적인 안전사고의 표적인 사례가 한음
이법이다. 이 법은 어린이통학버스 내 CCTV(폐쇄
회로)와 후방 ･ 측면 카메라 등 영상장치를 의무적
으로 장착 하도록 해 운전자와 인솔자의 시야 를 
확보함으로써 사각지 의 위험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음이 2호는 승차한 후 잠든 
아이를 하차시키지 않은 채 문을 잠그고 주차해버
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다. 이 법은 확인
버튼을 누르기 전에 차 뒤편까지 가서 하차하지 않
은 아이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
만 그 실효성 문제가 두되고 있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더욱 
확실하게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본 시스템은 유치원생이 스쿨버스를 하차한  
후, 미처 내리지 못한 유치원들의 움직임, 압력, 

음성 등의 이벤트가 감지되면 이를 관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잔류 어린이의 차량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Ⅱ. 시스템 구조

본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감지부와 서
버 관리부로 나뉜다.

그림 1의 상부는 차량 안에 설치되는 잔류 아
동 감지 시스템의 동작도이다. 잔류 아동 감지 센
서는 좌석 내에 부착되어 있으며, 좌석의 압력과 
인체를 감지하여 그 정보를 승차 메인 컨트롤부
를 통해 원격지 관리영역에 전송한다. 그림 1의 
하부는 서버의 관리자 영역이다. 이는 통보받은 
정보를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를 관
리자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때 통신
망은 인터넷 망 또는 LoRa 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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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accidents of residual children in vehicles have frequently occurred. In order to prevent thi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safety devices together with children safety educ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d a 

system to prevent the accidents of leaving kindergarten children in the school bus by detecting the events such 

as movement, pressure,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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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조

Ⅲ. 차량안의 메인부와 잔류 아동 감지 센서

승하차 메인부는 잔류 인원과 승하차 관련 데이터 
수집을 처리하는 곳으로 좌석 잔류 감지부로부터 정
보를 수집한다. 이 메인부는 차량 내에 메인 장치이
며, 좌석잔류 감지장치의 압력센서, 인체감지센서 등 
센서 정보를 받는다. 메인부는 BCM2835로 구성되는
데 CPU는 64 비트, 1GHz 클럭, 이더넷 10/100의 주
요 병렬 통합형 칩으로써 무선 연결 제공 WiFi 

802.11n, 블루투스 4.1, GPIO으로 제어가 직접 가능
하고, OS가 탑재되어서 종합적인 상황 처리가 가능
하다.

IR 레이저센서는 잔류 아동감지센서로써 좌석 
옆에 부착하여 어린이가 있는지를 감지한다. 이 
IR 레이저 센서는 음파 센서나 기존 IR 거리감지 
센서와 달리 직진성이 강해서 거리 감지에 한 
오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성이 좋다. 또 이 
센서는 I2C 통신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I2C 통
신을 사용하는 모듈을 추가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VL53L0X 레이저 센서는 시력에 
무해한 내장형 적외선 레이저 고급 필터와 초고
속 광자 검출 어레이가 있는 완전 통합형 센서로
서 본 시스템에서 사용된다. 

차량 좌석에 장착될 압력 센서로는 블루투스 
4.1 통신칩이 내장된 아두이노 호환보드인 블루노
와 압력센서가 사용된다.[4]

Ⅳ. 알고리즘 순서도

잔류 아동 감지 센서의 알고리즘은 순차적으로 
전원을 ON하고 포트를 초기화를 한다.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을 시 파워 다운으로 슬립모드가 된
다. 이벤트가 발생하면 IR레이저와 압력감지의 데
이터를 Xbee 통신부에서 수신한다. 그리고 이벤
트가 발생이 끝날 시 다시 슬립 모드로 된다. 잔
류 아동 감지를 위해 수집된 데이터는 MCU를 
통해 통신모듈로 데이터가 전송되어 메인부로 센

서 값을 전송하게 되는 순서로 되어 있다. 

그림 2 잔류 아동감지 순서도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스쿨버스용 잔류 아동 감지 시스템
의 구조와 알고리즘이 소개되었다. 이 시스템은 스쿨
버스 내의 잔류 아동이 감지되면 관리자에게 통지함
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효과적이
다. 향후 이 시스템은 스마트 폰에 긴급 메시지를 보
내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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