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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18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규정 위반내역 현황 자료'를 복지부 점검에서 아동학대가 적발된  
사건을 보면 2010년 3건에서 2014년 81건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2700% 증가  



        
       1. CCTV 사각지대 존재 (CCTV는 한방향으로 찍힘) 
            -> 여러 개의 CCTV 설치 필요. 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 
       2. CCTV는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다는 한계 존재 
      3. CCTV로 인한 보육교사와 어린이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 
      4. CCTV는 사건 사후 점검만의 역할 수행(실시간 감지불가) 

 

CCTV 
한계점 



서버가 스마트의류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수신함. 
부모에게 측정된 데이터를 전달 
  

아동의 상태가 스마트 의류를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  

부모가 알림을 통해 
아이의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Ikeeper 



    - 의사표현이 힘든 아이들의 자신의 위험 상황을 보다  
       쉽게 전달 
      - 아동 폭력 예방이 가능  

아이 
입장 

      - 아이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 
      - 폭력의 상황에서  빠르게 대처하고 
         증거를 확보 

보호자 
입장 

      - 부모와 어린이집간의 신뢰 상승 
      - 사생활 침해 감소 

사회적 
입장 



아이의 상태 측정 

           -> 심박센서 

외부로부터의 충격 감지 
       -> 충격센서, 가속도 센서 

음성을 통한 상황 파악 
            -> 아두이노에 내장된 마이크 

데이터 수치화 및 애플리케이션으로
의 전송 

          -> 라즈베리파이, 아두이노 



아이와 연결 
 

 

원하는 아이옷 고유번호 입력 
옷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값을  
입력하여 연결하는 기능 



아이의 상태 확인 
현재 상황, 24시간 정보 제공 

1. 현재상황(좌) 
내 아이의 현재 스트레스 지수와  
해당 지수가 뜻하는 상태를 전달 
 
2. 24시간(우) 
내 아이의 스트레스 강도가 하루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려줌 



Event Log 
중요 사건 제공 

 
• 중요사건 정보 
 “폭력상황”으로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 가능 
 
• 확인 가능 정보 
   - 주변 상황 소리 
   - 해당 시간 스트레스 수치 
     



1. 서버 개발 환경 
• 운영체제 : Linux(Ubuntu) 
• 사용 언어 : C/C++ 
• 학교서버 혹은 구글클라우드 서버 이용 

 
2. 부모의 입장(모바일 개발 환경) 

• 운영체제 : Android 2.3(진저브레드) 
• 개발툴 : Eclipse, Android S아 
• 사용언어 : JAVA, XML 

 
3. 아이의 입장(스마트 의류 개발 환경) 

• 운영체제 : Linux(Rasbien), Linux Ubuntu or 
Windows 

• 개발툴 : Arduino Sketch 
• 개발 언어 : C 언어 

본 프로젝트는 Github를 이용해 
공개 소프트웨어로 개발될 예정 

 
(http://github.com/SongMiLee/I-kee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