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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 사회는 건강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다. 그 결과 개인의 자전거 보급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자전거 사고율 또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자전거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보
편화 되가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전거 안전장비를 개발하였다. 작동원리는 블

루투스 칩을 탑재한 자전거 안전장비와 스마트폰 간 블루투스 방식을 이용하여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든 후, 스마트폰의 자이로센서 값을 블루투스 통신에 실어서 자전거의 운행정보를 전송하도록 개

발하였다. 자이로센서 값을 계속해서 측정해가면서 방향을 알려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좌·우측

방향지시등, 브레이크 등을 효과적으로 전송하여 자전거의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

ABSTRACT

Currently, society thinks human-health is very important. As a result, the number of individual bikes is 
increasing. And bicycle accident rate is increasing every year. We have developed the safety-equipment utilizing 
a smartphone. Because, in order to reduce the rate of bicycle accidents. The working principle is that the 
connection between the bicycle and safety equipment with built-in Bluetooth chip. Information of bike-driving Is 
measured using a smartphone with built-in gyro sensor. I made an algorithm for specifying a direction by using 
the values of the gyro sensor. With this algorithm,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accident rate of the bi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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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재사회는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점점 변

해가고 있다. 건강을 위하면서 편의를 증대시켜주

는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많은 자전거

안전장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보완해야 될 부

분을 가지고 있다. 

1) 사용자의 수동적인 조작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
2)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 못 한다.
3) 통신 기능이 없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전

거안전장비 제품들에다가 통신과 안전을 더하여

이와 같은 안전장비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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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개발한 자전거 안전장비의 구동원리

그림 2. 자이로스코프 센서 그래프

그림 3 가속도 센서 그래프

기존의 자전거 안정장비 부족한 수동적인 조작을

스마트 폰의 내장되어 있는 여러 센서를 활용하여

자동화를 시켰다. 동시에 GPS 및 여러 가지 어플

리케이션을 동시에 실행 할 수 있도록 작동을 백

그라운드에서 실행하도록 만들었다. 더불어 자전

거 안전장비와 스마트 폰 간의 통신을 무선통신을

이용하여서 더욱 편리하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본론에서는 스

마트 폰의 센서종류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떤

무선통신방식을 사용하는지, H/W 는 어떻게 구성

되어 있는지를 설명한다. 결론에서는 자전거 안전

장비의 구현 및 실험결과를 보여준다. 
 

Ⅱ. 본 론

2.1 자이로스코프 센서(Gyroscope Sensor)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회전체를 탑재한 물체가 각

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 물체의 회전운동에 반하여

회전체에는 초기의 회전축 방향을 유지하는 방향

으로 힘이 발생 하는데 이 힘을 측정하여 각속도

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스마트 폰에 탑재되어 있

는 자이로스코프 센서를 이용하여 자전거의 진행

방향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자이로스코프 센서는 회전성을 감

지하는 센서이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 시 자전거의 주

행방향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판단 할 수 있다. 

2.2 가속도 센서(Acceleration Sensor) 
   가속도 센서는 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나 충격의

세기를 측정하는 센서이다. 가속도 센서는 특정 방향

직선운동에 대한 속도의 증감비를 측정한다. 중력이

가속도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속도 센서는 기본적으로

항상 Z축 방향으로 -g값을 갖는다. 스마트 폰에 탑재

되어 있는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여 자전거의 주행여부

를 알 수가 있다. 

또한 자전거의 주행이 일정속도로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자전거의 급정지를 하였을 시 가속

도 센서 값을 측정하여 급정지의 여부 또한 알 수가

있다. 

2.3 블루투스(Bluetooth)
2.1절과 2.2절에서 설명했듯이 스마트 폰에 탑재된

자이로스코프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여 자전거

주행여부, 자전거의 주행방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스

마트 폰을 이용하여 측정한 데이터들을 무선통신기술

중의 하나인 블루투스를 활용하여 자전거 안전장비에

전송을 하도록 하였다. 현재 블루투스는 4.0 버전 기준

으로 보면, 최대 24Mbps 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 따
라서 근거리에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는 데 있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스

마트 폰과 자전거 안전장비 간 통신을 매번 설정할 필

요 없이 처음 연결 후 설정만 해놓은 다면 자동으로

검색하고 스마트 폰과 자전거 안전장비가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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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아두이노(Arduino)
아두이노(Arduino)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피

지컬 컴퓨팅 플랫폼으로, AVR을 기반으로 한 보드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통합 환경(IDE)를 제공한다. 
아두이노는 많은 스위치나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들여, 
LED나 모터와 같은 것들을 통제함으로써 환경과 상호

작용이 가능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두이노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쉽게 동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AVR 프로그래밍이

WinAVR로 컴파일하여, ISP장치를 통해 업로드를 해

야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비해, 아두

이노는 USB를 통해 컴파일 및 업로드를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아두이노는 다른 모듈에 비해 비교적 저렴

하고, 윈도를 비롯해 맥 OS X, 리눅스와 같은 여러

OS를 모두 지원한다.
 

그림 4. 사용한 아두이노 Pro mini 보드

이러한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2.1절과 2.2절 그리

고 2.3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측정한 데이터 값을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전송하였을 때 아두이노 보

드에서 분석하여 자전거 안전장비의 등을 제어할 수

있다. 아두이노는 작은 컴퓨터 메인보드라고 생각하면

된다. 블루투스를 통해 전송받은 데이터 값을 메인 컴

퓨터를 통하여 아두이노의 Flash Memory 에 저장시

켜놓고, 저장된 프로그램들을 자전거 안전장비의 LED 
등과 연동시켜 작동하는 것이다.

 2.5 스마트 폰과 자전거 안전장비 간 연동

스마트 폰과 자전거 안전장비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하

여, 각각 블루투스 기능 작동한다. 자전거 안전장비 같

은 경우 전원을 킬 경우 자동적으로 블루투스 칩에 전

원이 들어가서 작동이 된다. 스마트 폰 같은 경우는 안

드로이드 기반으로 제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블

루투스로 연결된 자전거 안전장비를 제어한다. 

그림 5. 연동 및 작동원리

그림 5를 보면 자이로스코프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이

용하여 자전거의 기울기와 가속도를 측정한다. 자전거

의 기울기는 자전거의 직진, 좌회전, 우회전 즉 주행방

향을 알 수 있고, 가속도는 자전의 일정한 주행과 급정

지 여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자전거 상태를 측정한

데이터 값들을 블루투스 통신을 통하여 블루투스 칩이

탑재된 아두이노 보드에 전송을 한다. 데이터를 전송

받은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데이터 값을 분석하여 좌측

후미등, 우측 후미등, 중앙등에 불이 들어오도록 한다. 
그림 6을 보면 아두이노 보드와 블루투스 칩이 서로

연동이 되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6. 제작한 자전거 안전장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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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론

스마트 폰과 아두이노 보드를 블루투스 통신방식

으로 연결하여 자전거의 주행방향, 주행정보를 제어하

는 자전거 안전장비를 만들었다. 기존의 자전거 안전

장비처럼 수동으로 점등하는 것이 아닌 자동으로 점등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자전거 주행자에게 편의

를 증대시켜주고, 자전거 주행 시 위험요소가 줄어들

어서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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