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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용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 장치에 관한 연구

김 희 남*․이 태 의**․서 혁 준**․송 현 오**․최 윤 범**

1. 서 론

대도시의 발전으로 주변 시민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

통이 크게 발달하고 있다. 대중교통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이용자들의 안전 여

부 또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탑승하는 버스가 대

형 사고에 직면하게 되면 큰 인명 피해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 도로교통법 67조 에 따라 정원 내 승객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실

제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2012년 10월 24일부터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운전기사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

했다    . 하지만 운전기사들도 소극적으로 안전벨트 착용을 권하고 승객들도 불편하다

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다  .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중상 이상의 상해가 10% 이하이다  . 실제로 2012년 5월에 중학생 38명을 태운 버스

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지만, 인솔 교사가 다급히 안전벨트 착용을 명령하여 기적적

으로 탑승객 모두가 사망 사고를 면한 사례가 있었다.  . 이는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일

깨워준 사고였다.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교통 경찰관이 안전벨트 미착용 버스를 인지

할 수 있고 전보다 쉽고 편리한 단속으로 안전벨트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본 연

구는 시트 틀에 쉽게 장착 할 수 있는 좌석용 스위치를 제작 하며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 LED가 교통경찰관으로 하여금 가장 식별하기 쉬운 색상의 변화와 조도에 미치

는 영향, 알림 LED의 회전각도 변화가 조도에 미치는 영향, 알림 LED의 상하 각도

변화가 조도에 미치는 영향이 교통경찰관의 가시적 관찰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함에

목적이 있다.

* 명지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 명지대학교 기계공학과 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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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및 실험장치

2.1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의 외부 LED 실험방법

기존 버스의 시트 틀에 맞춰 버스 좌석용 스위치를 제작하였다. 버스에 승객이 앉게

되면 시트 속에 장착 되어있는 스위치가 눌리게 되고 이 스위치의 작동으로 운전기사

에게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알려주는 내부 LED에 승객이 앉은 자리에 해당하

는 LED가 켜지게 된다. 따라서 버스기사는 LED를 통해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안전벨트를 착용 하도록 권할 수 있다. 추후에 승객이 안

전벨트를 착용하게 되면 안전벨트 버클 내에 설치한 스위치가 작동 하여 LED가 꺼지

게 된다. 또 내부 LED와 연동되어있는 외부 LED의 켜짐과 꺼짐을 통해 안전벨트의

착용유무를 교통경찰관이 쉽게 단속할 수 있도록 버스 전면부 상단에 외부 LED를 부

착하였다. 즉,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승객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운전기사에게 승객

의 안전벨트 착용여부를 알려주는 내부 LED에 해당좌석의 불이 켜지고 내부 LED와

연동되어있는 외부 LED 역시 불이 켜져 이를 본 교통경찰관의 법적제제를 통해 안전

벨트착용을 생활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품이다.

이번 연구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승객으로 인해 외부 LED가 켜진 버스를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교통경찰관이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

치의 LED 칼라의 변화가 조도에 미치는 영향,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의 LED 회전

각도의 변화가 조도에 미치는 영향,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의 LED 상하각도의 변

화가 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이 교통경찰관의 가시적 관찰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함에

목적이 있다.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의 LED 칼라의 변화가 조도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0°의 회전각도 및 상하각도와 무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의 색상을

통해 거리에 따른 조도 실험을 실외에서 진행하였다.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의

LED 회전각도의 변화가 조도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0°의 상하각도와 무

색의 색상을 통해 거리별 회전각도에 따른 조도 실험을 실외에서 진행하였다. 안전벨

트 미착용 알림장치의 LED 상하각도의 변화가 조도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기 위하

여 0°의 회전각도와 무색의 색상을 통해 거리별 상하각도에 따른 조도 실험을 실외에

서 진행하였다. 이들의 조건을 일괄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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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의 외부 LED 실험조건

조건

실험항목

장

소
색상

좌우각도

(°)

상하각도

(°)

측정거리(

m)

높이(

m)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의 LED 칼라의

변화가 조도에 미치는

영향

실

외

무색

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2.75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의 LED

회전각도의 변화가

조도에 미치는 영향

실

외
무색

0

0

15

30

45

60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의 LED

상하각도의 변화가

조도에 미치는 영향

실

외
무색 0

0

15

30

45

60

2.2 실험 장치

1)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의 외부 LED 선정

그림1은 Kocom의 제품이며 DC 24V, 3W이다.

2) 조도 측정 장치

그림2는 조도를 측정하기 위한 모델 TES-1330A를 사용하였다.

3) Dimmer

그림3은 내부 LED의 빛의 밝기를 외부환경에 따라 조절하기 위한 장치이다.

4) 조도측정

그림4는 실외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의 조도를 측정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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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ocom의 LED [그림 2] 조도측정기 (TES-1330A)

[그림 3] Dimmer [그림 4] 실외 조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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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의 외부 LED의 높이

그림5와 같이 버스에 외부 LED를 정해 놓은 높이에 설치한다. 설치 높이는 버스의

전고(대우 좌석형 버스 3.2m, 현대 시내 좌석형 버스 3.18m) 에서 인도의 높이인

0.2m와 버스 최상단에서 0.15m 아래 버스 번호 높이를 감안하여 2.75m의 높이에 설치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5]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의 외부 LED의 높이(왼쪽 버스, 오른쪽 실험장치)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의 외부 LED 색상의 변화가 조도에

미치는 영향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승객으로 인해 외부 LED가 켜진 버스를 날씨와 시간대에 구

애받지 않고 교통경찰관이 쉽게 적발할 수 있도록 가장 눈에 잘 띄는 LED의 색상을

찾기 위해 거리 변화에 따른 색상별 조도측정 실험을 하였다. 측정거리는 5, 10, 15,

20, 25, 30, 35, 40, 45, 50m로 5m간격의 등간격 변화를 시켰다. 그리고 LED의 회전각

도와 상하각도를 0도로 고정시켰고 측정된 결과는 그림6에 나타내었다.

외부 LED는 외부에 설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실외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측

정거리가 5m일 때 무색은 9.21 lux, 노란색은 8.23 lux, 초록색은 7.6 lux, 파란색 6.01,

빨간색은 2.14 lux의 순서로 나타나는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측정거리가 5m씩 증가함에 따라 조도 값은 반비례하여 낮아짐을 알 수 있었고, 측정거

리가 35m이상에서는 조도 측정값이 LED 색상에 상관없이 1 lux 이하의 값이 측정되었으

나 가시적 관찰을 통하여 봤을 때 LED의 켜짐과 꺼짐을 구별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LED의 색상 변화에 따른 lux의 측정값은 무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순위

였으나 일반적인 가시적 관찰을 통하여 봤을 때 여러 버스의 LED를 주시해야하는 교

통경찰관에겐 파란색이 가장 이상적인 색상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조도 값이 가장

큰 무색일 경우 가장 밝게 보일 수는 있으나 야간 주행 시 건물이나 가로등에서 나오

는 무색의 불빛과 잘 구별이 되지 않아, 먼 거리에서는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본 실

험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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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거리 변화에 따른 LED의 색상별 조도 측정값

3.2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의 외부 LED 회전각도의 변화가 조도

에 미치는 영향

외부 LED가 회전각도 변화에 따라 가장 높은 조도 값이 측정되는 거리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7과 같이 교통경찰관이 외부 LED와 수직거리로 5m 떨어진 곳에서 LED

를 바라본다고 하였다. 이 지점을 0°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인 15°, 30°, 45°, 60°의 각각

의 각도에서 거리 변화에 따라 조도를 측정하여 최대 조도 값이 측정되는 거리를 구하

였다. 이때 측정거리는 5, 10, 15, 20, 25, 30, 35, 40, 45, 50m의 등간격 변화를 주었으며

무색의 LED와 0°의 상하각도를 주어 실험을 진행해 이 결과를 그림8에 나타내었다.

실외 조도측정 실험을 통해 측정거리가 5m일 때 0°의 조도 측정값은 0.12 lux, 5°의

경우 0.24 lux, 30도의 경우 0.26 lux, 45도의 경우 0.35 lux, 60도의 경우 0.31 lux로,

45°에서 최대 조도가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측정거리가 5m씩 증가함에 따라 최대 조도를 갖는 각도는 점점 작아져 그 값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최대 조도는 거리가 가까운 5m가 아닌 15m의 모든 각도에서 가장 큰

수치의 조도 값이 측정되었다. 그 중에서 30°가 가장 높은 조도 값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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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버스 LED와 사람의

위치
[그림 8] 거리별 회전 각도에 따른 조도 측정값

3.3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장치의 외부 LED 상하각도의 변화가 조도

에 미치는 영향

가장 높은 조도를 갖기 위한 외부 LED의 상하각도를 측정하기 위해 교통경찰관이

외부 LED와 정면에서 하늘 방향으로 0, 15, 30, 45, 60의 각각의 각도에서 거리에 따

라 조도를 측정하여 평균적으로 측정값이 최대가 되는 각도를 구하였다.

이 때 측정거리는 5, 10, 15, 20, 25, 30, 35, 40, 45, 50m의 등간격 변화를 주었다. 또

무색의 LED와 0°의 회전 각도를 주어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 결과를 그림9에 나타내었다.

실외 조도측정 실험을 통해 측정거리가 5m일 때 0°의 조도 측정값은 9.21 lux, 15°

의 경우 9.7 lux, 30°의 경우 9.43 lux, 45°의 경우 8.36 lux, 60°의 경우 6.81 lux로, 30°

에서 최대 조도가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측정거리가 15m일 때엔 0°의 조도 측정값은 2.61 lux, 15°의 경우 2.67 lux, 30°의 경

우 2.4 lux, 45°의 경우 2.09 lux, 60°의 경우 1.71 lux로, 0°와 15°사이에서 가장 큰 조

도가 존재함 알 수 있었고 0°를 기준으로 각도를 미세하게 변화시켜 11°에서 2.7 lux

의 최대 조도를 구하였다.

그림10에서 볼 수 있듯이 측정거리가 5m씩 증가함에 따라 최대 조도를 갖는 각도는

점점 작아져 그 값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0에서 50m까지 측정거리가 변하는 동안 최

대 조도를 갖는 평균 상하각도는 약 8.8도로 계산되고 이 값은 외부 LED가 가장 잘

보이는 15m지점의 11°와 비슷한 값이며 약 19m지점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면방향으로

약 10°정도 기울여 외부 LED를 설치하는 것이 교통경찰관의 가시적 관점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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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거리별 상하각도에 따른 조도

측정값

[그림 10] 거리 변화에 따른 최대

조도를 갖는 각

4. 결 론

이상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 장치에 관한 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안전벨트 미착용 알림 장치의 외부 LED의 색상으로는 파란색이 적합하고, LED의

회전각은 30°, LED의 상하각도는 지면방향으로 약 10° 기울여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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