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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유아보호를 위한 차량용 스마트 알림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여름철 유아들이 차량에 갇혀 숨

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빈번히 일어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확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학차량에 일정 인원 이상의 유아들이 탑승하면 통솔인원교사가 등.하

교 길에 동행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학차량에 유아들이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외국에는 챠량 내부의 모든 버튼을 인식 하여야 차량의 시동이 멈추게 된다. 하지만 유아를 차량에 두고 나오는 사고가 

났다.  차량용 스마트 알림 시스템은 기존 버스 내부에 RF카드를 인식하면 유아의 학부모에게 문자가 전송되게 되며 차량 어디

에 위치하였는지 표시가 되게 된다. 이로인해 차량에 유아를 두고 내리는 일이 없게 되며 유아가 차량을 언제 탑승하였는지 확

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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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본 논문의 차량용 스마트 알림 시스템은 기존 버스의 내부에 교통카

드를 인식하듯이 카드를 리더기에 인식하게 되면 해당 유아들의 

등록된 카드 개인신상정보를 통해 학부모에게 문자가 전송되게 되며 

또한 운전석에 설치된 7-Segment 통해 리더기에 카드를 인식하면 

숫자만큼 업카운팅이 되어 해당 통학버스에 몇 명의 유아들이 탑승하

였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운전석에 설치된 LCD I2C를 통해 카드에 등록된 정보인 

이름, 나이, 주소, 보호자 전화번호를 표시하게 되어 운전기사는 LCD 

화면을 통해 어떤 유아가 탑승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도착하였을 경우 하차 시에 좌석에서 일어

나게 되면 해당 좌석에 해당하는 LED는 점멸될 것이며 하차 시 

유아들이 리더기에 카드를 인식하게 되면 유아들의 등록된 카드 

정보가 LCD 화면에 표시가 되고 유아들의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하차하였다는 문자를 전송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Fig. 1. Diagram of Smart Notification System

II. Design and Implementation

1. Circuit of Smart Notification System

본 논문의 회로도는 Fig. 2 그림과 같이 크게는 RFID리더기와 

초음파 센서로 나뉘지만 세부적으로 메인부와 통신부 센서부, 표시부

로 나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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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부에서 메인부인 Arduino maga에 전원을 인가해주면 센서부

와 통신부에 전원이 인가되며 각각의 센서에서 계속하여 측정을 

시작한다. 각각의 센서들은 Arduino maga의 내부포트와 연결되어 

측정된 값을 입력받게 된다 .

RFID리더기에서 측정된 값을 메인부로 받아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의 수에 따라 LCD와 FND에 표시가 되고 통신부를 통해 

값을 출력하며 출력된 값을 받아서 스마트폰 에서 문자가 전송되게 

된다. 초음파 센서의 값을 메인부가 받아 일정 거리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LED에 불이 들어오게 된다.

Fig. 2. Circuit Diagram

2. Implementation

Fig. 3. Flow Chart

본 과제의 <그림. 2-3>프로그램 흐름도는 크게 승차모드와 하차모

드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메인부와 통신부 센서부, 표시부로 구분되

어 있다.  전원부에서 메인부인 Arduino maga에 전원을 인가해주면 

센서부와 통신부에 전원이 인가되며 각각의 센서에서 계속하여 측정을 

시작한다. 각각의 센서들은 Arduino maga의 내부포트와 연결되어 

측정된 값을 입력받게 된다 .

Fig. 4. Smart Notification System

RFID리더기에서 측정된 값을 메인부로 받아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의 수에 따라 LCD와 FND에 표시가 되고 통신부를 통해 

값을 출력하며 출력된 값을 받아서 스마트폰 에서 문자가 전송되게 

된다. 초음파 센서의 값을 메인부가 받아 일정 거리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LED에 불이 들어오게 된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을 통해 개선하고 싶다. 앱을 더 다듬어서 라즈베리 파이를 

통한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LED의 불빛이 아닌 핸드폰이나 터치스

크린에 좌석 위치 표시와 몇 명이 탔는지 보여주게 할 것이다. 현재 

구동 시에 RFID카드에 유아들의 등록정보를 넣는데 최대 4명의 

등록정보밖에 넣지 못했다. 카드의 고유번호를 최대한 구분하여 더 

많은 유아들의 등록정보를 카드에 넣을 수 있게 프로그래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며 그 외에도 RFID 리더기에 카드를 인식할 때 

버저에서 울리는 소리가 아주 작아서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버저로 

교체하여 확실히 소리가 들릴 수 있게 하고 카드에 등록된 유아들의 

부모님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보낼 시에 네트워크 환경이 불안정하면 

리더기에 카드를 인식 후에 1~2분가량 지체된 후에 문자가 보내지는 

현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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