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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운
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황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으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쿨존 내 사각지대

를 없애는 카메라, 사전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번호인식 카메라 시스템을 설계한다. 차량속도 및 보행자를 인식

하는 LIDAR 시스템을 개선하여 설계한다. 카메라 및 LIDAR에서 인식된 보행자 및 차량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

하여, 인공지능 시계열 분석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딥러닝으로 학습된 인공지능 교

통사고 예방 시스템은, 스쿨존 진입 전 차량 내 모바일 장치에 스쿨존의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강제 푸시서비

스를 한다. 그리고 LED 안내판에 스쿨존 교통정보를 알람으로 제공한다.

ABSTRACT

Efforts are being made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in the school zone in advance. However, traffic accidents in school 
zones continue to occur. If the driver can know the situation information in the child protection area in advance, accidents 
can be reduced. In this paper, we design a camera that eliminates blind spots in school zones and a number recognition 
camera system that can collect pre-traffic information. It is designed by improving the LIDAR system that recognizes 
vehicle speed and pedestrians. It collects and processes pedestrian and vehicle image information recognized by cameras 
and LIDAR, and applies artificial intelligence time series analysi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raffic accident prevention system learned by deep learning proposed in this paper provides a forced push 
service that delivers school zone information to the driver to the mobile device in the vehicle before entering the school 
zone. In addition, school zone traffic information is provided as an alarm on the LED sign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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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1] 통
과와 도로교통법[2] 강화로 스쿨존의 차량 운행 통제가 

그림 1과 같이 강화되었다. 스쿨존 내 가해자의 가중 처

벌, 범칙금 3배, 차량운행속도 30km/h이내, 과속단속카

메라 의무설치가 스쿨존에 수행되고 있다.

과속단속 카메라
제한속도 표시 

안내판
과속방지턱

Fig. 1 School zone traffic safety device

하지만,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어린

이 사고는 최근 10년간 표 1과 같이 사고, 사망자 및 부

상자 수 모두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9년도 

어린이 사고 사망 수는 작년 대비 17.6% 적어진 반면 사

고는 10.4% 증가했다[3].

Table. 1 Current status of children's accidents by year

 

어린이는 스쿨존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며, 위험한 상황의 판단능력이 낮고 충동적으로 행

동하는 현상이 있다. 어린이들의 운동능력이 어른과 비

교해 대처 능력이 늦고 정확하지 못하여, 위험 상황에 직

면했을 때 민첩성이 부족해 회피 반응을 취하기 어렵다. 
운전자가 속도를 줄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피하기 어렵다. 각종 안전 

시설물 등이 다수 설치되어 있으나, 정작 운전자는 불법

주차 된 차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할 

수 없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패해가 심각하다[4].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

하여, 4차산업혁명기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과 IoT(Internet of Things)을 활용한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성 강화의 연구가 필요하다.
불법주차 된 차량 및 사각지대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 보행자를 사전에 인식하여 운전자들에

게 미리 알려 안전 운전을 유도하여 사고를 예방해주는 

시스템 개발이 수행되었다[5].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딥러닝 알고리

즘을 이용해, 번호판 검출 결과 YOLOv3 및 YOLOv4를 

사용하면, 기존의 차량번호 인식보다 더 높은 인식률을 

가진다[6].
스쿨존 현장에서 CNN 기반의 실시간 객체 검출 딥러

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차량번호를 판단하는 프로그

램을 개발을 통한SSD(Single Shot Multi Detection) 알
고리즘을 활용하여 차량, 번호판 영역이 검출되는 기술

을 개발하였으며, 전처리 된 학습데이터로 딥러닝 후 약 

99.5%의 정확도가 높이 나왔다[7]. 
CPU(Central Processing Unit) 기반의 내장형 보드에

서 실시간으로 원하는 대상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을 제

안하고 학습된 신경망과 연계하여 정확도와 수행시간

의 결과를 연구하였다[8].
인공지능 신경망과 연계하여 YOLOv4에서 차량 영

상분석과 인공지능 학습모델의 정확도와 수행시간의 

결과를 연구하였다. 차량 영상의 변형이 있을 때 object 
detection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조사하고 어떤 변형

이 object detection에 더 치명적인지를 연구하였다[9].
또한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획기적으

로 개선한다. 스쿨존 내 횡단보도 교통정보, 도로 및 인

도 보행자, 진입 차량, 스쿨존 진입 전 차량정보에 대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후 인공지능 학습을 한다. 인공지

능 학습된 교통사고 예방 푸시정보는 스쿨존 경계지역

에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의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또는 안내장치(음성, LED(Light-Emitting Diode) 안내

판, LED 신호판)에 강제 푸시서비스(Force Push Service)
를 실시한다. 

본 연구는 스쿨존 내의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

한 생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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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련연구

2.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민식이법)이 시행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스쿨존 내에서 과속단속

카메라 의무설치, 신호등 우선 설치 및 안전운전 부주의

로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한다는 내

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음에

도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및 노약자가 교

통사고로 중상 및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한다.

2.2.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시스템

그림 2는 LIDAR 시스템 스쿨존 내 설치된 여러개의 

라이더 센서로 부터 사람이나 자동차를 향해 레이저 펄

스를 쏘고 사람이나 자동차로부터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사람이나 자동차의 위치, 속도 측정하

는 라이더시스템이다. 스쿨존 내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

여 시계열 분석을 한다.
카메라 및 레이더 기반 객체 인식과 라이다 융합 인식 

성능향상[10] 및 CNN 알고리즘으로 물체에 이름을 붙이

는 학습을 하고, 객체에 대한 학습 후 물체를 인식하게 되

면 영상을 입력하여 영상 실행 중에 물체를 인식하는 방

법 및 LIDAR 센서의 물체 거리 측정을 연구하였다[11].

Fig. 2 LIDAR system

2.3. 스쿨존 내 안전시설 및 교통사고 분석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쿨존 내 도로 및 인

도에 교통사고 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림 3과 같이 정지선 위반탐지, 활주로형 유도등, 집

중조명, 과속방지턱, 교통 표지판, 과속단속카메라, 로
고젝터, 옐로카펫, 횡단보도 음성안내 등 교통사고를 줄

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지선 위반 탐지 활주로형 유도등 집중조명

Fig. 3 Traffic accident prevention facilities in the school 
zone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카메라들

도 설치되어 있다. 방범용, 주정차단속, 횡단보도 감시

용, 과속단속카메라 등이 있다. 
하지만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막을 수 없다. 운전자에

게 스쿨존 내 정보를 사전에 알려 줄 수 있는 시스템 부

재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감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활용 사각지대를 없애고, 스쿨존

의 교통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행자 정보를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려 주어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

통사고 예방 시스템을 연구하고 설계한다.

Ⅲ. 스쿨존 교통사고에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설계

3.1. 스쿨존 교통상황 인지 강제 푸시 서비스 설계

현재 스쿨존 주변에 차량이 진입했을 때 운전자가 인

식할 수 있는 안전장치 및 시스템은 돌발 상황이(무단횡

단, 시야가림) 발생 시 운전자가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중상 또는 사망사고에 이르

고 있다.
그림 4와 같이 인공지능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이 도

입됨으로써 스쿨존 내외에 진입하는 사람, 자동차, 자전

거, 오토바이, 모빌리티 등을 카메라(객체 및 차량번호 

인식카메라), 라이다 센서에서 수집 및 전처리 후, 인공

지능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사고 및 어린이가 많이 통행

하는 시간에 운전자에게 스쿨존 내 보행자 정보를 스쿨

존 진입 전에 내비게이션 및 LED안내판에 강제로 알려 

준다. 본 논문에서는 스쿨존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 교통상황 인지 푸시 서비스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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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ow char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raffic accident 
prevention in the school zone

3.2. 스쿨존 내 보행자 감시용 카메라 설계

스쿨존 주변 방범용 카메라는 주로 인도 및 이면도로

를 먼 거리로 비추고 있다. 가로수, 보안등 및 각종 시설

물 또는 불법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키가 작은 어린이

들을 감시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그림 5는 보행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진입로, 이

면도로에 영상을 교차, 원거리, 근거리 카메라 설치한

다, 또한 반대편 도로변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주차, 가
로수로 인한 CCTV 사각지대를 방지한다. 보행자 또는 

무단횡단자의 시야 확보를 하고, 촘촘하게 설치하여 사

각지대를 없애도록 설계한다.

Fig. 5 Installation of an anti-blind spot camera in the 
school zone

3.3. 스쿨존 내 차량 및 보행자 인식 설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차종), 자전거, 모빌리티 또

는 사람이 시간대 별로(시간, 날짜, 요일, 월별)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해 CCTV 영상에서 객체 인식률이 좋은 

YOLOv4(You Only Look Once version4)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YOLOv4 알고리즘은 영상에서의 객체 인식을 위한 

체적화한 모델로 YOLOv3보다 10% 향상된 성능을 가

진다. 그림 6과 같은 방법으로 객체를 탐지하는 기법을 

가진다[12]. 

Fig. 6 YOLOv4 Object detector

그림 7은 객체인식 프로그램에서 YOLOv4 데이터 

셋 학습을 통해 객체를 인식하는 장면이다.

Fig. 7 Object Recognition Program Testing

그림 8은 YOLOv4 알고리즘이 적용된 CCTV 영상에

서 각각의 객체(사람, 차량, 자전거, 모빌리티)를 데이터

셋을 전처리 후, 인공지능 학습을 통한 실제 현장에서 

실증한 객체 인식 장면이다. 열화상 및 적외선 카메라에

서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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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카메라에서 인식된 영상을 통해 ROI(Region 
Of Interest, 특정영역)에서 시간별로 객체(사람, 모빌리

티)를 인식하여 밀집도를 알 수 있다, 도로에서도 차량

을 종류별(승용차, 버스, 트럭)로 분류하여 실시간 밀집

도를 파악한 장면이다.
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도 특수 카메라(열화상) 및 적

외선 기능을 통해 객체의 밀집도를 파악할 수 있다.

사람 밀집도 분석 차량 밀집도 분석

적외선 영상 밀집도 분석 열화상 영상 밀집도 분석

Fig. 8 CCTV image object recognition and density 
analysis

3.4. 스쿨존 내 LIDAR 시스템 설계

본 연구에서 강우 및 안개 등의 날씨에 카메라가 객체

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림 9와 같이 

LIDAR 시스템을 응용 설계한다. 
LIDAR 시스템의 반사파를 이용해 객체(차량 및 사

람)인식, 거리 및 속도를 측정하여, 카메라에서 객체 인

식이 누락된 면을 보충할 수 있다.

Fig. 9 LIDAR system installation chart

3.5. 스쿨존 접근 차량 번호인식 카메라 설계

스쿨존 진입 전에 차량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카메라 

설치로 번호인식을 한다. 그림 10은 CCTV 영상으로부터 

번호를 인식하기 위해 LPRnet(License Plate Recognition 
via Deep Neural networks)을 적용하여 번호판의 문자

를 인식하고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과 

CTC(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로 구성되

어 있다. CNN은 각 캐릭터의 확률을 예측하여 번호판

의 각 캐릭터의 특징을 추출해 내고 CTC는 번호판에서 

번호의 패턴을 분석하는데 사용한다.

Fig. 10 License plate recognition library

그림 11은 딥러닝 학습된 LPRnet 알고리즘을 적용해 

CCTV 영상에서 차량번호 인식한 장면이다.

Fig .11 CCTV video LPRnet number recognition

3.6. 스쿨존 외 경고 및 안내 장치 설계

스쿨존 주변 차량 및 보행자 정보를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습득한 스쿨존 상황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려

면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및 스마트폰을 항상 실행하고 

스쿨존을 진입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대부분 많은 운전

자가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운전자를 위해 별도의 알림 장치가 필요하다. 그림 

12. 13과 같이 스쿨존 진입 전에 도로변, 신호등, 가로등

에 LED알림 장치를 설치한다.

LED 안내판 스쿨존 상황 알림판

Fig. 12 School zone boundary situation transmission 
notification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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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에서 스마트 기기가 

없는 운전자들에게 스쿨존 내 상황정보를 미리 알림을 

줌으로써 교통사고에 대비하게 설계한다.

Fig. 13 LED guidance system before entering the 
school zone

3.7. 인공지능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 설계

그림 14는 스쿨존 주변 객체 인식 카메라, LIDAR 시
스템 및 스쿨존 외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에서 수집된 시

간, 날짜, 요일, 월별, 년별 등의 차량정보(차종, 차번, 속
도, 운전자 운전 특성 등) 및 보행자 정보(어린이, 고학

년, 일반인, 노인 및 거리, 속도 등)를 수집/분석한다.
인공지능 학습을 위하여 데이터 전처리, 정제, 레이

블링 작업을 통하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셋 구축 하도

록 설계한다. 
CCTV 및 번호인식 시스템과 LIDAR시스템을 융합

하여 플랫폼화 한다. 인공지능 데이터셋 기반으로 YOLOv4 
학습을 하도록 설계한다. 

스쿨존 상황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통사고 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운전자에게 스쿨존 

진입 시 사전에 스쿨존 내 상황정보를 스마트 기기(스마

트폰, 내비게이션) 및 LED 안내판에 알려 줌으로써 스

쿨존 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게 설계한다.

Ⅳ. 스쿨존 경계지역 진입 차량에 대한 인공지능 
푸시 서비스

4.1. 인공지능 푸시서비스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에서 학습된 인공지능 정보를 

바탕으로 운전자에게 스쿨존의 상황을 미리 알려 줌으

로써 교통사고를 줄인다. 운전자가 스쿨존 진입 전에 강

제로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내비게이션)를 통해 몇십 

미터 앞에 어린이 또는 노약자 있으니 반드시 속도를 줄

이고 주의하라는 음성 멘트를 스마트기기로 사전에 알

려 줌으로써 운전자가 앞 상황을 인지하여 속도를 줄일 

수 있고, 집중하여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강제 푸시 서비

스를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4.2. 스마트기기가 없는 운전자 진입 시 스쿨존 예방 안전

조치

모든 운전자가 스마트기기를 장착하고 스쿨존을 통

과할 수는 없다. 스마트기기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스쿨존 진입 전에 스쿨존의 상세한 상황정보를 알 수 없

다. 주의 깊게 집중하지 않고 운전을 했을 때 스쿨존에 

진입했을 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가 있다면 아무

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 운전을 할지라도 교통사고로 이

어져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다. 운전자는 스쿨존 내

에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다면 교통사고를 현저하게 감소

시킬 수 있다. 인공지능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에서 분석

한 스쿨존 내 상황을 스쿨존 진입 전에 스쿨존 정보를 

인도에 설치된 LED 안내판을 통해 알려 주고, 신호등 

상단에 점멸기능을 추가한 LED 신호판으로 운전자에

게 사전에 알려 줌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Ⅴ. 결 론

본 논문 설계는 CCTV, 번호인식 카메라 및 라이다 

센서 정보를 인공지능 YOLOv4, CNN 알고리즘을 사용
Fig. 14 Composition diagram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traffic accident preven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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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객체인식을 설계 구축했다. LPRnet 알고리즘을 사

용하여 차량번호 인식도 설계 구축하였다. LIDAR시스

템과 융합되어 정밀한 차량 및 보행자(어린이)의 정보

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인공지능 학습을 통한 스쿨존 상

황정보 예측 모델을 만들어 차량 운전자 및 스쿨존 보행

자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설계하였다. 
푸시서비스를 통하여 스쿨존 상황정보를 운전자 및 

차량을 통해 사전에 전달되고, 인공지능 학습이 업그레

이드되면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감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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