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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를 활용한 자 거 운 자 안  향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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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자 거의 보호와 탑승자의 안 을 하여 아두이노와 센서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

다. 리  스 치를 통하여 15㎞/h이하, 15∼30㎞/h, 30㎞/h 이상 속도에 따른 알림과 더불어 과속시 경고를 

주고 실제 속도와 96.6% 일치하는 속도계를 구 한다. 한 야간에 악하기 힘든 5㎝이하의 장애물을 감지

하기 하여 약 3m거리에서 음 센서를 통해 이를 인지하고 경고를 한다. 자 거의 보호를 하여 자물쇠 

손 시 사용자의 핸드폰에 메시지를 송하고, Auto Lock System이 제어 되도록 한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칼로리 소모를 알 수 있도록 어 리 이션을 제작하 다.

ABSTRACT

The system is consisted of arduino and sensors for protecting bicycle and safety of driver. The speed indicator is composed of speed alarms 

which are less than 15㎞/h , 15∼30㎞/h, over 30㎞/h through limit switch. At that time, the accuracy is 96.6% compared to actual speed. Also, It 

gives a person warning ablut the obstacle of 5cm tall through ultrasonic sensor in night. Auto Lock System is operated to protect bicycle and the 

text message is sent to the user, if the bicycle lock was broken. This system puts emphasis on safety and usability, providing a application to know 

consuming cal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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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요즈음 건강에 하여 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연령층부터 고 연령층까지 운동을 많이 한다. 연령

층은 몸매를 만들거나 재미를 한 목 이고, 고 연령

층은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져 건강을 해서 체

력을 다시 증진시키기 해 운동의 요성이 요구되

어지고 있다. 야외운동은 햇빛에 의한 비타민D를 자

체 으로 만듦으로써 사증후군을 개선하고, 살아있

는 생생한 느낌을 받기 해 야외운동을 한다[1]. 이로

써 자 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손쉬운 운동으로

써 경제· 환경· 건강· 에 지 등 좋은 측면이 많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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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자 거 교

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교통공

단에 따르면 자 거를 타는 인원이 약 1,200만명에 이

른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자 거로 인해 일어나는 사

고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림 1의 교통사고분석 시스템

에 따르면 지난 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5년간 자 거 

교통사고는 가해자, 피해자를 포함해서 12,000여건에

서 17,000여건까지 꾸 하게 증가하 다[2]. 체 교통

사고 증가율은 연 평균 1.1%로 소폭 증가하는데 비하

여, 자 거 교통사고는 해마다 평균 9.4%씩 증가하고 

있어서 자동차 사고와 비교할 때 더욱 심각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 에서도 연간 사망자가 약 300명

에 이르고 약 15,000명이 부상을 당한다. 그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해서 안 을 한 스마트 자 거 

시스템을 구축한다[3].

본 연구에서는 과속을 방지하기 한 시스템과 앞

에 장애물이 있을시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등 안 에 

한 알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 거 도난방지를 

하여 자물쇠가 손 되었을 경우에 경고 메시지가 사

용자에게 송되고, Auto Lock System이 발동하여 

자 거의 주행을 방함으로써 주행자의 신체  안 뿐 

만아니라 물질  안 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림 1. 자 거 사고 발생 수 (2011~2015)
Fig. 1 Number of bicycle accident (2011~2015)

Ⅱ. 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은 자 거의 속도를 정확하게 알기 해

서 리 스 치를 사용하여 자 거 둘 를 이용해 속

도를 측정하 고, 속도 구간에 따라서 15㎞/h이하일 

경우에는 노란색 LED를 발 하고 15∼30㎞/h일 경우

에는 주황색 LED를 발 하고 30㎞/h를 과할 경우 

빨간색 LED를 발 시킴과 함께 부 를 울려 경고를 

함으로써 자 거의 속도를 략 으로 악하고 과속

에 한 험을 인지하여 운 자에 한 안 을 모색

한다. 한, LCD 디스 이를 통하여 정확한 자 거

의 속도를 알 수 있다.

그림 2.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Fig. 2 System block diagram

그림 3. 시스템 개략도
Fig. 3 System schematic diagram

그림 2은 시스템 블록도이며, 그림3은 시스템의 개

략도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야간에 방 라이트가 비

추어주는 범 는 운 자로부터 4m ∼ 5m 정도이지

만, 방에 높이가 10㎝ 이하의 장애물을 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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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 은 운 자로부터 1.5m 떨어진 지 부터이

다. 따라서 그 보다 먼 거리에 치한 소규모 장애물

(높이 10㎝이하)을 감지 할 수 있도록 음  센서를 

이용하여 경고를 주고 이는 외부 자장치들을 통제

할 수 있는 로세서와 메모리를 갖춘 아두이노로 제

작하여 제어하 다[4].

그림 4. 칼로리 계산기
Fig. 4 Calorie counter

한 자신의 진행방향과 상태를 뒤쪽 운 자에게 

알려주기 해 방향지시등과 이크 후미등을 안장 

뒤쪽에 설치하여 스 치를 통해 작동한다[5]. 자 거

의 보호를 하여 자물쇠가 손되었을 때 손을 경

고하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송되고 Auto Lock 

System이 발동되어 자 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걸

쇠를 자 거 바퀴에 삽입시켜 도난을 방지하고 운

자의 건강에 도움을 주기 해 앱을 통해 운 자가 자

거를 타면서 소비한 칼로리 소모량을 계산한다. 제

작한 앱은 그림4에 나타내었다.

Ⅲ. 실험결과

3.1 리드 스 치 동작 실험

그림 5와 그림6는 리드 스 치의 동작 여부 실험이

다. 리드 스 치는 카운트 에는 연결부 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0V를 유지하다가 자석이 지나가면서 카

운트가 세어지면 합부가 연결되어 동작된다[6]. 그

림 5 와 그림6를 통하여 속력이 빨라질수록 동작여부

가 일정하지 않아 32㎞/h일 때 출력 형이 고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림 5. 0㎞/h일 때와12㎞/h 일 때 출력 형
Fig. 5 Output waveform in such 0㎞/h & 12㎞/h

그림 6. 22㎞/h일 때와32㎞/h 일 때 출력 형
Fig. 6 Output waveform in such 22㎞/h & 32㎞/h

3.2 리  스 치 동작 실험

그림 7 0㎞/h일 때와 12㎞/h 일 때 출력 형
Fig. 7 Output waveform in such 0㎞/h & 12㎞/h

그림 8. 22㎞/h일 때와 32㎞/h 일 때 출력 형
Fig. 8 Output waveform in such 22㎞/h & 32㎞/h

그림 7과 그림 8은 리  스 치의 동작 여부 실험이

다. 리  스 치는 카운트 에는 5V가 스 치 내에 

흐르고 있다가 물리 으로 리는 순간 0V로 떨어짐으

로써 카운트를 취하는 것을 그림과 같이 자세히 알 수 

있다. 리  스 치는 물리 으로 리기만 한다면 인식

이 되기 때문에 항시 균일 한 동작을 하는 것을 악

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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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리드 스 치와 리  스 치 비교

자 거의 속도계를 리  스 치와 리드 스 치를 

사용하여 구 하고, 각 스 치의 속도 구간에 따른 인

식률을 악하여 어떤 스 치가 자 거의 속도계를 

구 하는데 있어서 합한 인식율을 가지는지에 한 

실험 결과이다. 각 스 치에 한 실험을 40회 이상 

실험하여 평균을 내었다.

표 1. 리드 스 치 인식율
Table 1. Reed switch recognition rate

Speed(Km/h)

Reed switch 

revolutions 

per～10s

Error rate(%)

5 3.7～3.8 0.5

10 6.3～7.4 8

15 5.4～8.1 16

20 6.2～8.5 23

25 4.5～7.3 25

30 4.1～7.9 31

표 1은 리드 스 치의 성능을 알아보기 한 실험 

결과값 이다. 리드 스 치는 자석이 스 치를 지나갈 

때마다 스 치가 작동하여 입력 신호를 달하여 자

거의 속도를 악한다. 본 실험에서 리드 스 치는  10

㎞/h 까지는 오차율이 은편에 속하지만 그 이상의 

속도로 자 거를 주행할시 리드 스 치는 인식하는 횟

수가 히 떨어지고, 20㎞/h를 넘어갈 시에는 사실상 

속도측정이 불가능하다.

표 2. 리  스 치 인식율
Table 2. Limit switch recognition rate

Speed(Km/h)

Reed switch 

revolutions 

per 10s

Error rate(%)

5 3.7～3.8 0.5

10 7.3～7.7 3

15 10.8～11.2 2

20 14.～15.2 2

25 18.3～18.5 1

30 22.5～22.7 1

표 2는 리  스 치의 인식률을 실험한 결과값이

다. 리  스 치는 기계식으로 직  스 치가 림으

로써 입력 신호를 달하여 카운터의 인식률 매우 정

확하여 오차율이 은 편이다. 이로부터 오차율측면을 

고려할떼 리 스 치에 한 사용이 더 합리 임을 

알게 되었다.

그림 9은 리드 스 치의 동작을 한 에 알아 보기

해 제작된 그래 이다. 리드 스 치는 동작이 일정

하지 않고 인식율이 조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 스 치를 이용하여 자 거의 속도를 악하고 속

도계를 제작하 다.

그림 9. 리드 스 치 동작
Fig. 9 Operating reed switch

3.4 리  스 치를 이용한 속도계

스 치 비교 실험으로써 악한 인식률을 통해 설

계한 속도계가 표시해주는 속도와 실제 속도의 차이

를 악한다.

표 3. 실제 속도와 측정 속도

Table 3. Actual speed and measurement speed

Actual speed

(Km/h)

Measurement 

speed

(Km/h)

Error rate(%)

5 4.5～5.5 10

10 9.4～10.2 6.7

15 14.6～15.3 3

20 19.9～20.1 0.5

25 24.9～25.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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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실제 속도 계측기와 제작한 속도계의 오차

율을 보여주는 표이다. 속(5㎞/h이하)으로 주행시 

측정 속도가 실제속도에 비해 정확히 측정되지 않는 

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사람의 보속은 3.05㎞/h이기 

때문에 실제 주행시 5㎞/h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일반 주행시 정확한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8].

 

           (1)  

  

식 (1)은 자 거의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다. radius

을 자 거 바퀴의 반지름으로 설정하고, 자 거의 반지

름을 이용하여 원주를 구한 후 Cycle Time로 나 고 

단 를 ㎞/h로 맞추기 해 시간(3.6)을 곱한다. Cycle 

Time은 첫 입력 신호가 들어온 시 에서 다음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의 시간이다. 이를 통해 자 거의 속도를 

계산하고 LCD 디스 이를 통해서 보여 다.

3.5 음 센서

음  센서란 압 소자를 사용한 동자의 송 기

로부터 발 된 음 의 에코가수 기에 도달할 때까

지의 소요시간으로 거리를 검출하는 것이다[9]. 

표 4는 음  센서(SRF02)가 정지시 각도에 따른 

인식거리와 이동  인식거리이다. 이동  속도는 20㎞

/h로 설정하 다. 표를 통하여 장애물 높이에 따른 인

식거리를 도출한다.

표 4. 각도에 따른 인식 거리
Table 4. Recognition distance by angle

Angle(°)
Stop 

recognition 
distance (m)

Move 
recognition 
distance(m)

90 4 2.9

85 3.98 2.88

80 3.93 2.85

75 3.86 2.8

70 3.75 2.72

65 3.62 2.62

60 3.46 2.51

표 5. 장애물 높이에 따른 인식 거리
Table 5. Recognition distance by obstacle of height

Obstacle of 

height(cm)

Max 

Recognition 

distance by 

angle(°)

Move 

recognition 

distance(m)

5 66 2.69

10 70 2.72

20 73 2.75

30 75 2.8

40 78 2.83

50 82 2.88

SRF02의 방 인식을 고려하여 자 거의 방에 

달았을 시 지면과 90도로 단다면 낮은 장애물은 인식

하지 못하여 각도에 따른 최  인식거리를 측정하고  

장애물 높이에 따른 최  인식거리를 표 5에 나타내

었다. 야간에는 방라이트가 비추는 범 는 운 자로

부터 4∼5m정도이다. 하지만 높이가 작은 장애물을 

악하는데 있어서 육안으로 악이 쉽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지나칠시 장애물의 높이가 5㎝만 되어도 자

거가 복될 험이 있다. 

그림 10와 같이 음  센서의 인식 방향과 지면을 

90°라고 칭하 을 때 66° 정도 꺽어서 설치하는 것이 

5cm 높이의 장애물을 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센서의 역할을 알맞게 수행할 수 있다.

그림 10. 음  센서 각도
Fig. 10 Ultrasonic sensor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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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서보모터

Auto Lock System을 구성하기 하여 서보모터를 

이용하 는데 이는 Vcc(빨강), GND(검정), PWM(노

랑) 신호 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1. 강제 잠  시스템
Fig. 11 Auto lock system

동작은 PWM 신호를 받으면 그 펄스폭에 따라서 

0°∼180°사이를 동작한다[10]. 그림 12는 Auto Lock 

System의 걸쇠 이동거리이다. 서보모터의 회  각도

에 따라서 걸쇠의 이동거리가 정해지는데 각도가 

무 클 경우에는 서보모터가 손되고 각도가 무 작

을 경우에는 걸쇠가 충분이 이동하지 않아 자 거 바

퀴에 걸쇠를 걸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림 12. PWM 형[11]
Fig. 12 PWM Signal[11]

표 6는 걸쇠의 최  이동거리인 2.8㎝에 알맞은 각

도를 찾기 하여 실험한 값이다. 50°만큼 회  각도

를 주었을 경우 최  이동거리인 2.8㎝ 움직이는 것을 

도출하 다.

표 6. 각도에 따른 이동 거리
Table 6. Move distance by rotation angle

Rotation Angle( °) Move distance(cm)

35 2.1

40 2.3

45 2.6

50 2.8

55 3.2

60 3.5

65 3.7

70 3.8

75 4

80 4.1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자 거 탑승자

의 안 과 자 거 도난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탑승자의 안 을 해 리  스 치를 통하여 15㎞

/h이하, 15∼30㎞/h, 30㎞/h 이상으로 주행을 할 시 경

고가 주어지는 속도계를 통하여 과속 사고를 방지한다. 

실제 속도와 96.6% 일치하는 측정속도를 LCD 디스

이를 통하여 악할 수 있어 자 거의 속도를 조

하며 주행 가능하다. 야간에는 방라이트가 밝 주는 

인지거리 4∼5m외에도 1.5m 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육

안으로 악하기 힘든 높이가 5㎝이하인 작은 물체를 

음  센서로 감지하여 자 거의 복을 방지하여 안

을 도모한다. 자 거의 도난을 방지하기 해 자물쇠

가 손 되었을 시 Auto Lock System이 발동하여 바

퀴가 굴러가지 않게 하기 해 걸쇠가 바퀴에 걸리게 

되고, 사용자의 스마트 폰으로 경고메시지가 송됨으

로써 자 거의 도난 험을 알린다. 한, 탑승자가 운

동을 하는데 있어서 원할한 도움을 주기 하여 앱을 

통하여 칼로리 소모량을 악하고 그에 따른 운동계획

을 설계하도록 한다.

한, 아두이노 음  센서의 한계로 인하여 약 3m

밖에 인식을 못하 지만 향후에는 더 좋은 센서를 이

용하여 인식거리를 높이고 제품의 소형화와 더불어 디

자인에 미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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