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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자전거 피팅에 적용 가능한 체중 분포 측정장치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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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cycle fittings have been used to ride bicycles comfortably while minimizing non-traumatic injuries. To analyze the cause of non-

traumatic injuries,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body weight distribution in various biking positions. In this study, a weight distribution

measurement system was implemented by installing five weighable devices on the saddle, both pedals, and both handle grips of a bicy-

cle. To measure the body weight applied through the saddle, the structure of a commercial seat post was modified and a load cell was

installed inside. Weighable pedals and handle grips were designed using a 3D modeling program and fabricated by employing a 3D

printer. The body weight distribution for ten bicycle riders was measured when the two pedals were aligned horizontally and vertically.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body weight distribution vari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human body shape, even after the bicy-

cle fitting was complet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body weight measured by the proposed system and a commercial scale was less

than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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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자전거 관련된 인프라 발달로 자전

거를 이용한 생활 스포츠 활동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해 자전거 탑승자의 부상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자

전거로 인한 부상은 외상성 상해와 비외상성 상해로 분류된다.

외상성 상해는 접촉사고와 같은 외부의 작용으로 인한 부상을

의미하고, 비외상성 상해는 잘못된 자세로 장기간 자전거를 탑

승하여 발생되는 부상을 의미한다[1]. 비외상성 상해가 자주 발

생되는 부위는 목, 허리[2], 무릎, 손목[3] 및 발목 관절 부분으

로 나타났다[4]. 이러한 비외상성 상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관

련 근육들을 단련하는 것은 오히려 각 근육에 부담으로 작용해

비 외상성 상해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었어[5], 올바른 자

세로 자전거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외상성 상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 탑승자의 체

형에 따라 최적의 자전거 탑승 자세가 되도록 자전거의 구조를

적절히 변경하여야 한다. 이를 자전거 피팅(fitting)이라고 한다

[6]. 자전거를 피팅하는 방법으로는 정적 피팅과 동적 피팅이 사

용되고 있다. 정적 피팅은 먼저 자전거 탑승자의 신장에 따라

자전거 차체의 크기를 결정하고[7], 정지된 탑승 자세에서 무

릎, 허리와 어깨의 각도를 측정하여 자전거 안장의 높이, 핸들

바(handlebar)와 안장 사이의 거리를 탑승자에게 맞게 조절하는

방식이다[6]. 동적 피팅은 몸의 각 부위에 센서를 부착하거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주행 중에 있는 탑승자의 자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전거의 안장 높이와 핸들바의 거리를 조절하

는 방식이다[8]. 최근에는 동작 감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전거

탑승자의 자세를 관찰하고 신체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피팅에 활

용하고 있다[9]. 

비외상성 상해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를 피팅하는 방법에 관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10-13]. 체중이 가장 많

이 인가되는 안장에 체중 분포를 측정하여 비외상성 상해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거나[14,15], 자전거가 정지한 상태나 주행 중

인 상태에서 체중 분포를 측정하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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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전거 탑승자의 체중 분포를 측정하려면 자전거에 체

중측정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16]에서는 피팅 전

용 자전거인 사이클 에르고미터(cycle ergometer)의 안장, 핸들

바와 페달 등 세 곳에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

고, 페달에는 회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 주행

중에 탑승자의 체중 분포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자전거 탑승자의 체중은 자전거의 안장, 양쪽 핸들 그립과 양

쪽 페달에 분산되어 자전거에 전달되므로 탑승자의 체중 분포

를 측정하려면 자전거와 접촉되는 다섯 부위에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전거와 탑승자의 신체가 접촉되는 부위에 무

게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상용 자전거에도 적용할 수 있도

록 설계·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전거가 정지한 상태에서 탑

승자의 자세에 따라 신체의 체중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

를 구현하였다.

2. 체중측정장치의 설계 및 제작

자전거 탑승자의 체중 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전거와 신

체가 접촉되는 안장, 양쪽 페달과 양쪽 핸들 그립에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변경하거나 새로이 설계·제작하

고, 이를 구동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현하였다.

2.1 안장의 체중측정장치

자전거의 안장에 관련된 장치는 안정과 싯포스트(seat post)로

구성된다. 싯포스트는 안정의 높이를 조정하는데 사용되고, 안

장에 부과되는 체중을 자전거 프레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안장에 인가되는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서스펜션 기능이 있는

상용 가변 싯포스트[17]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Fig. 1의 (a)에는 구조 변경된 싯포스트와 사용된 로드셀(load

cell) 및 계측증폭회로의 기판이 나타나 있다. 무게 측정이 가능

한 싯포스트를 제작하기 위해 싯포스트에서 스프링이 들어 가

는 구조물을 가공한 후에 스프링 대신에 원기둥 모양의 구조물

을 넣고 그 상단에 소형 로드셀을 설치하였다. 제작된 싯포스트

는 Fig. 1의 (b)에 나타나 있으며 전체 길이는 약 43 cm이다.

로드셀이 내장된 싯포스트를 자전거에 설치하고 안장을 통해

전달되는 무게를 측정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초기 오프셋 전

압은 0.097 V 이고, 최대 무게인 110 kg 일 때의 전압은 3.28

V 로 선형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계측증폭회로의 전

원전압은 3.3 V를 사용하였다. 

2.2 페달의 체중측정장치

무게 측정이 가능한 페달을 제작하기 위해 3D 모델링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페달을 설계 하였다. 설계된 페달은 Fig.

3과 같이 힘이 가해지는 상판과 로드셀이 부착되는 하판으로 구

성된다. 

상판에는 4 개의 분리벽을 설치하고 이들을 곡면 처리하여 하

판과의 결합상태에서 상판의 흔들림을 최소화하였고, 힘을 가하

지 않았을 때는 원위치로 복귀하게 하는 복원력을 향상시켰다.

하판에 설치되는 로드셀에 상판의 힘이 모두 전달될 수 있도록

상판 안쪽에 구조물을 추가하여 부분적으로 두께를 보강하였

고, 로드셀과 접촉부위에는 원형의 금속 팁을 설치하였다. 하판

에는 두 개의 로드셀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하판

중앙에는 페달의 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설계된 페달은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Fig. 4. 와 같이 오른쪽

페달과 왼쪽 페달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페달의 크기는 90 mm

× 50 mm × 26 mm 이다. Fig. 4에 주어진 것처럼 하판의 윗부

분에는 두 개의 로드셀이 삽입되고, 하판의 아래 부분에는 로드

셀의 신호를 증폭하기 위한 계측증폭회로를 부착하였다.

제작된 페달을 자전거에 부착하여 페달에 인가되는 무게를 측
Fig. 1. The weighable seat post. (a) A load cell and a disassembled

seat post. (b) A seat post combined with load cell

Fig. 2. Transfer characteristic of the weighable seat post when

weights applied on the sa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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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우측 페달과 좌측 페달의 출력신

호는 오프셋 전압이 각각 0.1 V와 0.02 V 이고, 최대 무게인 47

kg을 부과할 때는 각각 3.2 V와 3.24 V를 나타내었다.

2.3 핸들 그립의 체중측정장치

핸들에 부과되는 무게는 핸들 그립을 통하여 자전거에 전달

되므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핸들 그립을 제작하여야 한다.

기존의 핸들 그립의 두께와 길이를 고려하여 3D 모델링 설계

프로그램으로 Fig. 6과 같이 상판과 하판으로 나누어 핸들 그립

을 설계 하였다. 상판은 핸들 그립에 전달되는 힘을 하판에 전

달하는 기능을 하고, 하판에는 로드셀과 신호처리회로가 부착된다. 

핸들바를 둘러싸는 하관의 중심부에는 신호처리 회로 기판을

부착할 수 있고, 하관의 양쪽에는 로드셀을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상판에서는 하판을 둘러싸는 양쪽 면을 곡면 처리

하여 하판과 고정을 용이하게 하고, 힘을 가하지 않았을 때는

원위치로 복귀하는 복원력을 향상시켰다. 상판의 강도를 증가시

키기 위해 안쪽에 구조물을 추가하였고, 하판의 로드셀에 접촉

되는 부위는 원형의 금속 팁을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제작된 핸들 그립에 두 개의 로드셀을

설치하고 신호처리회로 기판을 부착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제작된 핸들 그립의 크기는 125 mm × 30 mm × 37 mm 이다. 

제작된 핸들 그립을 자전거에 설치하여 핸들 그립에 인가되

는 무게에 따라 출력신호의 크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Fig. 8

에 나타내었다. 우측 핸들 그립의 오프셋 전압은 0.02 V, 좌측

핸들 그립의 오프셋 전압은 0.015 V로 나타났고, 최대 무게 26

kg을 인가 시에 양쪽 모두 출력 전압 값은 3.28 V로 나타났다.

Fig. 3. 3D Structures for the weighable pedal. (a) The top plate (b)

The bottom plate.

Fig. 4. The weighable pedal made by 3D printer 

Fig. 5. Transfer characteristic of the weighable pedals.

Fig. 6. 3D Structures for the weighable handle grip. (a) The top plate.

(b) The bottom plate.

Fig 7. The weighable handle grip made by 3D pr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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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호처리 및 측정회로 

체중측정장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싯포스트에는 4-선식 로드

셀[18] 한 개를 사용하였고, 페달과 핸들 그립에는 각 구조물마

다 3-선식 마이크로 로드셀[19]을 두 개씩 사용하였다. 사용된

회로의 구성도는 Fig. 9에 나타내었다. 로드셀의 신호는 계측증

폭기로 증폭하였으며, 전원전압은 3.3 V를 사용하였다.

자전거는 구조적으로 안장에 가장 많은 체중이 인가되고 페

달, 핸들 순으로 체중을 받게 된다. 이를 고려하여 안장에 설치

된 로드셀에는 무게의 상한 값을 110 kg로 설정하였고, 페달과

핸들 그립은 각각 46 kg와 26 kg로 설정하였다. 사용된 계측증

폭회로의 이득은 안장에서는 270, 페달에서는 1100, 핸들 그립

에서는 1800으로 설계되었다. 

계측 증폭기의 출력신호는 Fig. 10과 같이 구성된 시스템에

의하여 AD 변환되고, 와이파이 모듈을 통하여 컴퓨터나 모바일

장치로 전송되어 체중 측정 및 분석에 사용되었다. 

무게에 따른 계측증폭기의 출력전압 전압 특성이 Fig. 2, Fig.

5와 Fig. 8. 에 나타나는 것처럼 싯포스트, 페달 및 핸들 그립 모

두 선형적인 특성을 나타내므로 다음의 수식을 사용하여 체중

y를 계산하였다.

(1)

여기서, Sm은 변환계수, Vo와 Voffset은 각각 계측 증폭기의 출

력신호와 오프셋 전압의 크기를 나타낸다. 싯포스트의 변환계수

는 6.9, 왼쪽과 오른쪽 핸들 그립의 변환계수는 7.72와 7.81, 왼

쪽과 오른쪽 페달의 변환계수는 14.14과 14.73로 나타났다. 오

른쪽과 왼쪽의 변환계수 차이는 기구물의 제작 및 설치 오차에

기인하였다.

3. 실험 및 결과

제작된 싯포스트, 페달과 핸들 그립을 Fig. 11과 같이 상용 자

전거에 설치하여 자전거 탑승자세에서 체중분포를 측정하였다. 

자전거는 MERIDA 사의 빅세븐 500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자전거 프레임 크기는 신장이 170 cm에서 180 cm까지의 탑승

자가 탈 수 있도록 선택하였다. 제작된 싯포스트를 사용하면 안

y Sn VO Voffset–( )×=

Fig. 8. Transfer characteristic of the weighable handle grips.

Fig. 9. Simplified circuit diagram for the load cells. (a) A 4-wire type

load cell circuit. (b) 3- wire type load cell circuit

Fig. 10. Block diagram of the signal measurement and transmission

circuits for the propos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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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높이는 지면에서부터 90 cm에서 110 cm까지 조절이 가능

하였고, 안장과 핸들바 사이의 거리는 59 cm에서 66 cm까지 조

절이 가능한 안장을 사용하였다.

정적 자전거 피팅을 하기 위해 먼저 탑승자의 신장, 체중과

인심(inseam)을 측정하였다. 인심은 발의 뒤꿈치에서 다리의 안

쪽 즉 가랑이까지의 길이를 나타낸다. 인심이 측정되면 인심 값

에 0.67을 곱하고, 그 값이 페달의 최저 위치에서 안장의 윗부

분까지의 길이가 되도록 안장 높이를 설정하는 초기값으로 사

용하였다[6].

초기값으로 안장 높이가 설정된 자전거에 피험자가 탑승하여

Fig. 12에 주어진 것처럼 탑승자의 무릎, 허리와 발목 각도를 측

정하였다. 이때 발의 볼(ball) 즉 발의 앞꿈치 중간 부분이 페달

의 축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신체의 주요 부위별 각도 측정은

자전거 피팅에 이용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앱(Android App.) RBF

2.1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앱으로 자전거에 탑승한 자세를 촬영

하면 신체 주요 부위의 각도가 측정된다.

주요 신체 부위별 측정 각도가 Table 1의 주어진 피팅 각도

범위[8,9]에 들면 피팅을 완료하고 체중 분포를 측정하였다. 신

체 부위별 측정 각도가 Table 1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안

장의 높이와 안장-핸들바 사이의 거리를 조정하여 신체 주요 부

위의 피팅 각도를 맞추었다.

실험을 위해 신장 170 cm에서 180 cm사이의 피험자를 10명

을 선정하였다. 각 피험자마다 신장, 인심과 체중을 측정하고 자

전거를 피험자에 맞게 정적 피팅한 후에 체중 분포를 측정하였

다. 체중 분포 측정은 두 개의 페달이 서로 수평 위치에 있는

경우와 서로 수직 위치에 있는 경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두 개의 페달이 서로 수평으로 위치하는 탑승자세에서 체중

분포를 측정하여 Fig. 13에 나타내었다. 양쪽 페달이 서로 수평

인 탑승자세에서는 안장에는 38.4 %에서 62.0 %사이의 체중이

분포하였고, 페달에는 26.0 %에서 48.8 %사이의 체중이 분포

하였다. 상대적으로 체중이 적게 부과되는 핸들 그립에는 8.4 %

에서 12.9 % 사이의 체중이 분포하였다. 

접촉 부위별로 측정된 체중의 합은 체중계로 측정한 체중과

비교하여 그 오차가 3 % 미만이었으며 Fig. 13에서 Loss부분으

로 나타내었다. 피험자 3, 6과 7 경우처럼 하체가 발달되고 인

심/신장의 비율이 큰 경우에는 안장의 체중분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양쪽 페달이 서로 수직으로 위치하는 탑승자세에서 체중 분

포를 측정하여 Fig. 14에 나타내었다. Fig. 14의 (a)는 오른쪽 페

달이 6시 방향에 있고 왼쪽 페달이 12시 방향에 있는 경우를 나

타내고, Fig. 14의 (b)는 왼쪽 페달이 6시 방향에 있고 오른쪽

페달이 12시 방향에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제안된 측정 장치로

측정된 접촉 부위별 체중의 합과 체중계로 측정한 체중을 비교

한 결과는 Fig. 14에서 Loss 부분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 오차가

3%미만이었다.

Fig. 11. Experimental setup.

Fig. 12. Bicycle fitting position. (a) Top tube position. (b) Bottom

tube position.

Table 1. Bicycle fitting angle

Part Angle

Knee(θ2, θ3) 104°~180°

Should(θ1) 80°~90°

Hip(θ4) 120°~140°

Fig. 13. Body weight distribution chart when the two pedals are hor-

izontally al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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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페달이 6시 방향에 있는 경우에는 안장에는 34.4 %에서

62.0 %사이의 체중이 분포하였고. 핸들 그립에는 5.0 %에서

15.4 % 사이의 체중이 분포하였다. 페달에서는 체중이 31.0 %

에서 54.8 %사이에 분포하였고, 최저 위치에 있는 왼쪽 페달에

는 오른쪽 페달보다 1.3 배에서 2.1 배의 체중이 더 높게 분포하였다.

오른쪽 페달이 6시 방향에 있는 경우에는 안장에는 31.0 %에

서 68.7 %사이의 체중이 분포하였고, 핸들 그립에는 5.5 %에서

11.3 % 사이의 체중이 분포하였다. 페달에 부과되는 체중은 21.4

%에서 62.4 %사이에 분포하였고, 최저 위치에 있는 오른쪽 페

달에는 왼쪽 페달보다 1.2 배에서 3.5 배의 체중이 더 높게 분포하였다.

Fig. 13과 Fig.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피험자에 맞게 자

전거를 피팅하여도 탑승자의 체형뿐만 아니라 상·하체 발달 정

도처럼 신체 부위의 발달 정도에 따라 안장, 페달 및 핸들 그립

에 나타나는 체중 분포에 차이가 있었다.

4. 결 론

자전거를 피팅하면 탑승자의 상·하체 길이의 비율이나 팔의

길이 등에 맞게 자전거의 구조가 조정되지만 신체 부위별 발달

정도에 따른 체중의 분포는 고려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제안

된 체중 분포 측정장치는 자전거를 피팅한 후에 자전거에 접촉

되는 탑승자의 신체 부위에 대한 체중 분포를 측정할 수 있었

어 신체 부위별 부상 위험도 분석이나 운동량 분석 등에 활용

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중 분포를 고려한 새로운 자전

거 피팅 방법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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