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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에서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즐기기 위해 취미활동이나 레저활동 혹은 캠핑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최근 출퇴근을 위한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도 샤오미를 통한 가격 인하 제품의 출
시로 직장인들에게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레저활동이나 혹은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 사용
에 있어서의 안전을 위한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이용한 방향지시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레저활동이나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의 안전을 위한 방향지시등의 제작 사례와 문제점등을 알아 보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사용
자의 안전을 위한 방향지시등 개발을 개발하였다. 그모양은 원형의 링으로 LED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 방향을 
후측방에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퍼스널모빌리티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위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있다.

주제어 : 방향지시등, 퍼스널모빌리티제품, 레저스포츠, 자이로스코프센서, 마이크로제어장치, 디지털융복합

Abstract  As the five-day workweek has been implemented in Korea many people are focusing their attention 
on hobbies, leisure activities or camping to enjoy the weekend. Recently many workers are purchasing personal 
mobility devices for commute, due to the launch of cheap personal mobility devices by Xiaomi.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aimed to develop turn signals by using gyroscope sensors for safe use of personal 
mobility devices or for leisure activities. This study focused on previous cases of turn signal production for the 
safety during leisure activities or for personal mobility devices and analyzed their cases and identified problems. 
This study further presented an alternative design to overcome such problems and to develop turn signals for 
the safety of users. This is ring shape and included LED and then it expresses user’s direction for backside. 
This study is one of the solution for safety of personal mobility product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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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나라의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주말을 이용해 여

가를 즐기는 문화가 차 자리 잡고 있다. 여가를 즐기는 

종류도 최근 다양해서 많은 여가 문화가 발달하고 있다. 

캠핑이나 자 거 혹은 익스트림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의 격한 발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

게 되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자 거를 이용한  활

동을 즐기고 있으며, 실생활에서도 자 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꾸 히 늘어나고 있다. 한 최근 직장인들과 

학생들로부터 퍼스  모빌리티 제품에 한 인기가 꾸

히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제품 사용 시 

안 에 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캘리포니아 학의 벤자민 이어(Benjamin N. 

Breyer) 교수와 그의 연구 이  JAMA에 발표한 내

용에 따르면 1998년에서 2013년 사이 자 거로 인한 외

상 환자가 분명하게 증가했다고 한다. 사실 경미한 외상

이나 찰과상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아  병원

에 가지 않기 때문에 자 거 사고는 쉽게 통계를 내기 어

렵다.

따라서 연구 은 미국의 국가 자 외상 조사 시스템 

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 

(NEISS)에 등록된 외상 환자  자 거로 인한 외상 환

자의 수를 조사했다. 병원을 찾아야 하는 심한 외상의 경

우라도 통계를 내면 유용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

문이다.

그 결과 성인 10만 명당 자 거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한 진료 건수는 1998-1999년 사이에는 96건인데 비해 

2012-2013년 사이에는 123건으로 28% 증가했으며, 입원 

건수는 1998-1999년 사이에는 5.1건인데 비해 2012-2013

년 사이에는 11.2건으로 1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1)

이러한 상은 자 거 뿐만이 아니라 여러 스포

츠 부분에서 비슷하게 나타나는 상이다. 한 성인만

이 아닌  스포츠를 즐기는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나

는 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와 퍼스  모빌리티 

1) 고든, 자전거가 중년층 외상을 증가시킨다. JAMA, September 
1, 2015, Vol 314, No. 9 

제품을 즐기는 사람들을 한 안  방향지시등을 제안하

고 디자인 하 다. 본 방향지시등을 이용해  스포츠

와 퍼스  모빌리티 제품 사용의 사고율을 일 수 있고, 

한 모든 연령층을 한 가젯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자

이로스코  센서를 이용한 방향지시등을 제 시 에서 

매되는 제품의 단 을 개선하여 제작하는 것이 본 연

구의 목 이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재 활동이나 퍼스  모빌리티 제품을 한 방

향지시등의 종류와 장단 을 악하고 개선 을 찾아 새

로운 방향 지시등을 디자인하여 제안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를 진행 하 다. 한 실제로 로토타입을 제작하

여 실험을 통해 기능성을 악하는 것 까지를 본 연구의 

범 로 한다. 

2. 선행사례

최근 퍼스  모빌리티 제품이 속히 확산되고 있지

만 재 이를 한 안 장치들은 출시되지 않고 있다. 그

래서 본 연구에서는 고 인 퍼스  모빌리티 제품인 

자 거의 사례를 심으로 자 거를 한 방향지시등의 

선행사례를 조사하 다. 아래의 사례들은 KICKSTARER

를 통해 공개된 재 펀딩을 받고 있는 가장 최근의 제품

들이다. 

2.1 Helios Bars

블루투스 4.0과 GPS 기능을 내장한 제품이다. 자 거

를 한 제품으로 자 거의 손잡이 부분을 교체해야 한

다. 그리고 사용을 하는데 있어 버튼을 러 방향지시등

을 켤 수 있다.

아래의 장치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를 통해 연결되어 

LED를 이용해 엠비언트 라이트 색상의 변화나 GPS  기

능을 이용해 자 거의 치를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자 거에

서 본 제품을 사용할 경우 후방의 자동차나 자 거 보행

자들이 방향지시등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없으며, 본 제품

은 자 거의 손잡이 부분을 교체해야 하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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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elios Bars

즉 범용 으로 기존의 자 거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자

거 외의 다른 퍼스  모빌리티 제품에 응용이 불가능 

하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2.2 Lumos

블루투스 통신과 버튼을 이용한 LED 안 모 제품이

다. 이 제품의 특징은 안 모에 LED를 사용하여 시안성

이 뛰어나며 안 모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이나 퍼스

 모빌리티 제품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하

지만 방향을 표시하는데 있어 블루투스 버튼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버튼이 자 거의 손잡이에 거치 할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어 자 거를 제외한 다른 제품 혹은 활동

에 사용이 제한된다. 

[Fig. 2] Lumos

의 그림처럼 원형의 에 버튼을 부착하게 되어있

다. 이는 자 거 외의 다른 퍼스  모빌리티 제품을 이용

할 경우 휴 하기가 불편하고 거치할 수도 없다. 를 들

어 샤오미사의 나인 을 이용할 경우 나인 은 손잡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버튼을 거치할 곳이 없는 것이다. 

의 제품은 자 거외의 다른 퍼스  모빌리티 제품에 

사용이 어렵다. 

2.3 SEIL BAG

한국의 이명수 디자이 의 ‘자일백’이다. 가방의 형태

로 디자인 되어 있으며, LED를 포함하고 있다. 

[Fig. 3] SEIL-Bag

가방을 매고 자 거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앞

에서 소개한 제품들과 같이 의 [Fig. 3]에서 볼 수 있듯

이 자 거 손잡이에 견착하는 버튼을 이용해 방향을 나

타낼 수 있다. 이 제품의 경우 앞에서 소개한 Lumos와 

같은 방식으로 동작한다. 한 본 제품은 방향을 지시하

기 해 비교  부피가 큰 가방을 매야 한다는 단 이 있

고 방향을 지시하는 버튼을 포함하고 있어 자 거를 제

외한 다른 종류의 퍼스 모빌리티 제품 사용자에게는 

합하지 않다. 최근 출시되는 퍼스 모빌리티 제품의 경

우 자 거와 다르게 손잡이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제품

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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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을 위한 자이로

스코프 센서를 이용한 방향지시등 시

나리오

본 연구에서 디자인 제작하는 자이로스코  센서를 

이용한 방향지시등은 기존의 제품과는 다른 장 을 가지

고 있다. 첫 번째는 본 연구의 결과물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다. 앞에서 살펴본 제품들은 자

거에 국한된 제품으로 자 거를 제외한 퍼스  모빌리티 

제품에 응용이 용이하지 않다. 에서 소개 한 모든 제품

들이 자 거의 디자인을 활용하여 기획, 디자인 되었기 

때문이다. 본연구에서 제안하는 자이로스코  센서를 이

용한 방향지시등은 자 거의 부품을 이용하지 않는다. 

남녀노소 어떠한 퍼스  모빌리티 제품의 사용에서도 

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자석을 내장했다. 그러므로 어떠

한 옷을 입었던 계 없이 가장 겉에 입은 옷에 붙일 수 

있다. 본 제품을 등에 자석을 이용해 본 제품과 붙이고 

원스 치를 르게 되면 마이크로컨트롤러 유니트는 

LED를 반짝 거리며 자이로 스코  센서의 기값을 5

간 셋 하게 된다. 그리고 자이로스코  센서는 기값

을 기 으로 사람 몸의 기울어짐을 감지해 신호를 나타

나게 된다. 

   

[Fig. 4] Turn Signal Design for NOMAL Mode

    

[Fig. 5] Turn Signal Design for STOP Mode

   

[Fig. 6] Turn Signal Design for TURN LEFT Mode

    

[Fig. 7] Turn Signal Design for TURN RGHIT Mode

의 그림 [Fig. 4] ∼ [Fig. 7]은 방향지시등의 디자인

과 시나리오를 나타낸것이다. 원형의 링 모양으로 디자

인 했으며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처음 원 버튼을 러 자이로스코  센서의 값을 

기 셋 후 진시 “NOMAL”모드로서 록색의 LED가 

움직임을 가지며 변화 한다. 움직임을 멈추면 “STOP”모

드로서 빨강색 LED가 움직임을 가지고 변화 한다. 만약 

사용자가 방향지시등을 등에 붙이고 왼쪽으로 몸을 기울

이면 “TURN LEFT”모드로서 왼쪽에 앙 부분은 빨강

색으로 그리고 왼쪽의 끝 부분은 노란색으로 LED가 

등된다. 그리고 오른쪽은 LED가 들어오지 않는다. 사용

자가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TURN RIGH”모드로 

오른쪽 앙에 빨강색으로 그리고 오른쪽의 끝 부분은 

노란색으로 LED가 움직이며 왼쪽 부분의 LED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 와 같은 시나리오를 통해 퍼스  모

빌리티 제품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후방에 자신의 진행 

방향을 별도의 추가장치 없이 움직임 만으로 표시 할 수 

있다. 

4.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을 위한 자이로

스코프 센서를 이용한 방향지시등의 

하드웨어 구성

4.1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트

자이로스코  센서를 이용한 방향지시등(Turn 

Signal) 디자인과 제작을 해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니

트로 Arduio Pro Mini를 사용하 다. Arduino Pro Mini

는 Arduino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가로 3cm, 세

로 2cm정도의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 있어 본 연구의 방

향지시등 제작에 알맞은 제품이다. 본 연구에서는 LED 

제어를 해 I2C: A4 (SDA), A5 (SCL)를 사용한다. 

Arduino Pro Mini는 A4 (SDA), A5 (SCL)를 지원하기 

때문에 본 로젝트에 최 화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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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LED 모듈 

방향지시등을 디자인하기 해 아래 LED 모듈을 사

용하 다. Adafruit사의 “NeoPixel Digital RGB LED 

Weatherproof Strip 30 LED”이다. 이 제품의 장 은 각

각의 LED에 제어 모듈이 포함되어있어 제작자가 LED 

제어를 비교  쉽게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 

LED를 각각 분리하여 사용할 경우 형태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어떠한 형태이던 LED를 통해 제 구성 할 수 있어 

본 연구에 합한 LED라고 단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4.3 자이로스코프 센서 

CJMCU 10DOF 9-Axis MPU9250+BMP180 Gyro 

Acceleration Barometer Sensor Module을 이용하여 마

이크로컨트롤러에 신호를 보낸다. 의 센서는 작은 사

이즈(1Cm x 1Cm)로 9축의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다. 

3.5V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Arduino Pro Mini 5V를 사용

할 경우 원 하압장치를 따로 사용해야 한다. 

4.4 그 밖의 하드웨어 

3.7V 베터리를 병렬로 2개 사용하 다. 한 3.7V 베

터리 충 을 해 베터리 과 압 방지 충 모듈을 사용

하 으며 Arduino Pro Mini 5V의 구동을 해 3.7V를 

5V로 승압해주는 승압장치와 자이로스코  센서를 한 

3V 하압장치를 제작하여 사용하 다. 

5.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을 위한 자이로

스코프 센서를 이용한 방향지시등의 

디자인

본 연구 결과물의 모든 퍼스  모빌리티 제품을 이용

하는 모든 연령 를 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안 상 원

형을 사용하 다. 원형은 모서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다

른 형태에 비교하여 비교  안 하다. 

[Fig. 8] Turn Signal Design for Personal Mobility

의 그림 [Fig. 8]에서 볼 수 있듯이 LED를 원형으로 

배열하기 해 각각의 LED를 재할 수 있는 모양으로 

고정장치를 설계 하 다. 

   

[Fig. 9] Turn Signal Design for Personal Mobility

의 그림 [Fig. 9]은 방향지시등의 설계와 실제 로

토타입의 모습이다. 외형의 지름이 20Cm의 원형으로 설

계 되었다. 본 제품은 성인과 어린이 모든 연령층을 상

으로 하기 때문에 안 성을 고려하여 원형의 모양을 갖

게 되었다. 모서리가 생기는 사각형이나 삼각형의 모양

에 비해 원형의 모양은 성인과 어린이 모두에게 안 성

을 보장할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이다. 

방향지시등의 설계는 세부분으로 나 어져 있으며 가

장 아래 부분은 마이크로컨트롤러와 자이로스코  센서, 

변압기, 베터리, 베터리충  모듈을 제할 수 있게 설계 

되어있고 [Fig. 10]과 같이 자석이 사방에 붙어 있어 사용

자가 제품의 겉으로 자석을 붙이면 어떠한 옷에도 착용

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가운데 부분은 LED를 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가장 윗 부분은 LED를 덮을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Fig. 10] How to use this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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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을 위한 자이로

스코프 센서를 이용한 방향지시등의 

기능

본 연구의 결과물은 기존의 방향지시등과는 다르게 

어떠한 퍼스  모빌리티 제품을 사용하거나 혹은 스

포츠 활동 시 사용할 수 있게 자석으로 옷에 착용이 가능 

하게 디자인 되어 있으며 자이로스코  센서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별도의 조작 없이 자이로스코  센서의 신호에 

의해 후방에 자신의 방향을 지시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

고 있다. 

 

[Fig. 11] Turn Signal Function

의 [Fig. 11]은 실제로 로토타입을 제작하여 자이

로스코  센서를 테스트 해본 장면이다. 기울기에 따라 

사용자의 움직임 방향을 LED가 표시 할 수 있다. 

500mA의 베터리를 병렬로 두 개 사용하고 있어 완충

시 3∼4시간 정도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 

7.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최근 사용이 증하고 퍼스  모빌리

티 제품의 안 이용을 한 방향지시등의 제작을 한 

디자인과 기술의 한 방향을 제시 하 다. 선행 사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재 가장 고 이고 사용자가 많은 

자 거로 제한된 제품들이 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퍼스  모빌리티의 다양한 제품

의 사용에 있어 기존의 제품들은 사용상에 문제를 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는 진행되

었고 연구의 결과물을 통해 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

고 있는 퍼스  모빌리티 제품의 안 을 한 방향지시

등의 사용에 있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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