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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의 전기 자전거 제어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 Control System for E-Bike Based on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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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a control system for E-bike based on IOT was developed, which collects and monitors information of 

states of E-bike and surrounding environments from several sensors and control devices in E-bike, and informs the possible 

dangers to rider when riding the E-bike. Developed electronic control system can manage battery efficiently, obtain battery’s

remaining power in real-time and provide possible riding distance to rider. It makes possible for rider to schedule near 

optimal riding route in terms of battery usage and respond quickly to battery discharge. Results of applying developed system 

to E-bike show that according to driving-mode, possible driving distance can be calculated efficiently and using user 

application App, real-time driver position marking and driving route searching functions lead to energy efficient E-bike 

driving. Later we will endeavor to integrate BMS, ECU, smart-phone and PC(server) to provide stable driving system based on 

various driving information of E-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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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사람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이동수단으로 

자전거에 구비되는 페달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페달링

(pedaling)함으로써 주행하는 이동수단이다. 자전거는, 사용자의 

인력에 의해 공급되는 동력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화석연료에 

의한 이동수단과(예: 자동차)는 달리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물

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으며, 복잡한 도심지의 근거리를 이동함에 

있어 다른 이동수단과 비교하여 최고의 운행효율을 보인다. 그러

나 고/저차의 변화가 심한 지역이나, 자전거로 이동할 목적지까

지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에는, 자전거에 구비된 기어를 조작

한다 해도 사용자에게 상당히 많은 체력을 요구한다. 이는 이동

수단으로써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사용자의 인력에 의한 페달링 없이도 주행이 가능한 전

기 자전거(E-Bike, Electric Bike)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전

기 자전거는 대용량 배터리와 전기모터를 구비하여, 대용량 배터

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모터를 회전시켜, 사용자의 인력

에 의한 동력 공급 없이 전기 자전거의 운행을 수행함으로써, 사

용자가 보다 간편하게 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최근의 고유가 시대에서는 자동차와 같은 이동수단의 연료비를 

줄이고자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으며, 또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 대신에 전

기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E-바이크의 운행방식은, 스로틀(Throttle)의 조작에 의해 

모터 전동력을 제어하여 온전히 전기 에너지로만 상기 E-바이크

를 운행하는 스로틀 방식, 주행로의 패달링 부하를 감지하여 모

터 전동력을 제어하는 페달 보조 방식 및 상기 스로틀 방식과 

페달 보조 방식을 혼합한 혼합 방식이 있다. 하지만 종래의 E-바

이크는, 사용자의 인력과 무관하게 전기 에너지로 운행함에도 불

구하고, 자동차나 이륜차(예: 오토바이)와 같이 E-바이크의 속도, 

기어 변속 정보 및 배터리 충전 잔량과 같은 E-바이크의 상태정

보나 운행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사용자가 E-바이크

의 상태나 운행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이를 조작하거나 운행

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종래의 E-바이크는, 사용자의 페

달링에 의한 운행모드와 전기모터를 이용한 전기 에너지에 의한 

운행모드 간의 전환을 사용자가 직접 수동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페달링을 하고 있는 경우나, 내리막길의 경우와 같이 

전기모터의 구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전기모터가 구동

될 수 있다. 이는 배터리의 효율적인 사용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한편 산업 기술의 고도화와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용자의 단말기뿐만 아니라 각종 센서, 카메라, 전자제품 또는 

자동차 등과 같이 일명 사물로 일컬어지는 각종 장치들이 인터넷

에 연결되어 장치 간의 다양한 협업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IOT(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IOT 기술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과 접목되어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사용



Trans. KIEE. Vol. 65, No. 1, JAN, 2016

IOT 기반의 기 자 거 제어 시스템 개발              151

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일정 수준의 자동화 결정을 함으로서, 사

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 기존의 개발된 

전기 자전거 관련 기술은 감지된 경사도에 따라 전기 자전거의 

주행을 제어하여 운행 효율성을 높이는 형태가 많고, 전기 자전

거의 상태정보, 제어 이후에 따른 E-바이크의 상태정보 또는 주

변 환경정보 등을 제공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 이는 종래의 전기 

자전거와 같이 사용자가 아무런 정보 없이 상기 전기 자전거를 

운행하여야하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 자전거에 있는 복수

의 센서 또는 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전기 자전거의 상태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E-바이크의 상태를 실시

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기 자전거의 운행 중에 위험한 상황을 미

리 감지하여 신속하게 사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사용자에게 안전

한 전기 자전거의 운행환경을 제공하는 전기 자전거 제어 시스템

을 개발한다. 개발된 전기 자전거 제어 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전기모터의 구동을 제거하여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관리하거나 사

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 잔여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배터

리 방전까지 주행 가능한 거리를 추정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

써, E-바이크의 경로설정, 배터리 충전 여부등과 같이 사용자가 

상기 배터리 잔여량에 따른 대처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할 수 있도

록 하여 사용자에게 편의성 및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내․외 관련 기술 현황 

2.1 국내 기술 현황 

우리나라는 전기 자전거의 보급률이 0.04%로 EU(3.3%)의 1/9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신규 생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매우 취

약한 시장여건을 형성하고 있다.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여건과 

오르막이 많은 지형여건으로 리튬이온배터리 기반의 전기 자전거

는 고도의 기술 요구하므로 국내 전기이륜차 업계의 파워모듈은 

완성차를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방식으로 들

여와 휠베이스(Wheel base)만 키우고 그 공간에 배터리를 위치

한 후 데칼과 컬러만 입혀 출시하는 형편으로 세계시장을 대상

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없어 파워모듈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느

끼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보다는 안정적으로 외국제품을 모

방, 수입하는 수준이다. 또한 국내에서 출시되었거나 생산중인 

E-바이크, 전기이륜차에 SW융합 기술을 접목한 사례가 거의 없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EV용 배터리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삼성SDI, LG화학, SB리모티브, SK이노베이션 등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EV용 2차 전지 팩(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분야는 파워로직스(PowerLogics), 넷스콘

텍(Nexcon Technology), 이렌텍(Elentec) 등이 생산 및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BMS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제품의 설계 및 

생산기술면에서 선진국 대비 크게 뒤지고 있지 않으나 부품이나 

최종품질에서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화석연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전기 자전

거를 조기에 상용화함으로써, 연료 절감으로 얻는 국가적 이익은 

현재 상용화된 E-Bike의 이용자가 종전대비 자동차 사용을 1/3

가량 줄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에 수십억 달러의 수입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최근 고유가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자

동차의 대체제적인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2002~2012년 10

년간 35배 성장, 2013년 기준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의 경우 전기

자전거 등록대수가 자동차 등록대수를 상회한다. 교통 혼잡, 에너

지문제,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문제 등으로 유럽 주요 정부에서는 

이 같은 전기 자전거 개발을 미래형 이동수단(Mobility) 사업의 

핵심 분야로서 시스템 기반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 

자전거 전력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

물통신(M2M)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고·저차의 변화가 심한 우리

나라 지형 특성 상 가장 보편적인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사용되는 

자전거로는 기어 조작을 한다 해도 운송수단으로써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필요 시 페달링 없이도 주행이 가능한 전

기 자전거 개발이 필요하다. 전기자동차, 전기 자전거의 전자부분 

중요핵심기술은 ECU(Electric Control Unit),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사용자 인터페이스 간의 통신 기능이다. 

오늘날 일반적인 차량에는 ECU, 인디케이터 간 CAN 통신이 널

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CAN통신 외에 블루투스, wi-fi 등

의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연결하는 등 관련 기술

이 확산되고 있다[2-4]. 

최근 스마트 폰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근거리 네트워크를 통해 

전기 자전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제어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전기 자전거의 기술 동향은 에너지 효율 최대화, 즉 고효

율 모터, 회생발전, 저중량, 고효율 배터리 등의 관점에서 기술적

인 개발 방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회생발전

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은 해외 일부 메이커에서 개발 및 생산 

중이나 국내 메이커는 전무한 상태이고 국내 주행 여건, 소비자

의 필요, 최적의 디자인 등 국내 고객의 필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당수의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림 

1은 국내외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전거의 예를 보여준다[5, 6].

2.2 해외 기술 현황 

전기자전거는 일본, 중국,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기술 및 생산

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일본 Panasonic, Yamaha, 중국 

eZee Bike,영국 Urban Motor, 미국 Curie Technologies I-Zip, 

캐나다 Bion X 등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최근 고유가

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자동차의 대체제적인 시장으로 급부상하

고 있다. 북미, 유럽, 아시아 등이 주요 소비국이며 남미에서도 

레저 및 교통대체수단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며, 특히,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출․퇴근 및 통학용 

등 교통대체수단으로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폭스바겐, 보

쉬 등 자동차관련 타 산업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에서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바탕으로 전기 자전거를 생산, 판매

하며 사용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디자인과 기존방식을 탈피한 새로

운 개념의 전기자전거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전

기 자전거의 모터, 제어, 배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성능 제품

이 출시되고 있으며, 전기 자전거가 이동수단을 넘어 레저, 스포

츠 용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대만은 1996년부터 국제자전거 

디자인공모전(International Bicycle Design Competition; IB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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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브이엠이코리아(국내)

(b) 삼천리 자전거(국내)

 

(c) 알톤스포츠(국내)

(d) 독일 AVE(국외)

그림 1 국내외 전기 자전거 제품

Fig. 1 E-Bike products 

을 매년 시행하여 자전거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국

제적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디자인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인간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자전거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기 자전거를 제어하는 기술들

이 개발되고 잇다. 영국 전기 자전거 go cycle는 스마트폰을 사

용하여 모터의 동작 특성을 포함하여 자전거 세팅 변경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한다. 스페인의 일렉트릭 모빌리티 컴퍼니에서 제작

한 스쿠티 원(xkuty.com)은 아이폰 통합형 전기 자전거로, 전용 

모바일 앱을 자전거 계기판에 도킹해 속도와 배터리 사용량을 보

여주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탑승자가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자전거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스마트폰을 계기판으

로 활용하고 교통사고 순간을 즉시 인식하여 미리 저장된 지인에

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그리고 자전거의 속도를 제어하여 일정

한 속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림 2는 go cycle과 스쿠티 원의 

개발 사례를 나타낸다.

(a) go cycle

(b) 스쿠티 원

그림 2 go cycle과 스쿠티 원

Fig. 2 go cycle and xkuty one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비해 전원공급이 수월하기 때문

에 IT 기기를 사용 자전거의 네트워크, 위치기반 서비스, 각종 정

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단말기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시각적으로 접근이 

쉬운 핸들부에 장착하고 이를 위해 BMS, ECU, 스마트폰 간 통

신 기능의 추가가 필요하며, 최근에는 CAN 통신 방법을 적용하

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스마

트 전기 자전거 구상도의 예이다. 

 

그림 3 스마트 전기 자전거 예

Fig. 3 An example of E-B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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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마트 전기 자전거 개념도

Fig. 5 Conceptual diagram of smart E-Bike

3. 전기 자전거 제어 시스템

본 논문에서 개발한 전기 자전거를 위한 스마트 제어 시스템

의 구조도는 그림 4와 같다. 제어 시스템은 크게 하드웨어와 시

스템 소프트웨어, 사용자 응용 소프트웨어, 서버로 구성된다. 그

림 4에 보이는 것처럼 시스템 하드웨어는 전기 자전거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들(센서 유닛부)과 배터리, 모터와의 인터페이스, 데

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모듈로 구성된 통합 컨트롤 유닛부로 이루

어져 있다. 센서 유닛부와 컨트롤 유닛부의 하드웨어 설계는 

PGA와 각 센서 모듈, 프로세서, UI 및 모뎀 간 인터페이스 설계

를 포함한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센싱된 데이터들과 배터리 정

보를 가공하여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자 응용 

소프트웨어는 통합 모니터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송된 데

이터들을 통해 전기 자전거의 실시간 상태 정보를 알려 준다. 또

한, 전기 자전거의 안전사고 시 자동으로 응급구조 요청이 가능

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버는 사용자들에게 받은 위치정보, 운행

정보를 통해 실시간 전기 자전거의 위치 조회 및 운행궤적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Gyro Sensor

BMS

ECUAcceleration 
Sensor

Ultrasonic
Sensor

Illumination
Sensor

Monitor Unit
(Smart phone)Bluetooth

Multi 
Motor

Bluetooth

3G
/4

G

Server

Control Unit

Sensor Unit

Battery

USER

Smart eCycling System

E-Bike

CAN

그림 4 스마트 전자 제어 시스템의 구조도

Fig. 4 Block-diagram of smart electronic control system

그림 5는 IOT 기반의 스마트 전기 자전거의 개념도이다. 그림 

5의 개념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IOT 기반의 전기 자전거 제어 

시스템은, 사용자가 직접 탑승하여 운행하는 E-바이크에 구비되

어 다양한 센싱정보를 감지하거나 측정하는 복수의 센서 또는 제

어 디바이스로부터 상기 센싱정보를 수신하여 IOT 서버로 전송

하거나 IOT 서버로부터 센싱정보에 대응하는 제어명령을 수신하

여 E-바이크로 전달하는 IOT 브로커 및 IOT 브로커로부터 센싱

정보를 수집하여 전기 자전거가 수행할 제어명령을 추출하여 제

공하는 IOT 서버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3.1 시스템 하드웨어 구성 

전기 자전거 통합 컨트롤 유닛부의 하드웨어 구성도는 그림 6

과 같다. 이는 프로세서와 통신모듈, Control Unit과 통신을 위한 

Bluetooth 및 Bluetooth 통신 제어를 위한 MCU, 각 센서 모듈 

간 인터페이스 설계를 포함한다.

그림 6 통합 컨트롤 유닛부 하드웨어 구성도

Fig. 6 Block-diagram of integrated control unit

그림 7은 스마트 전기 자전거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선도이다. 

그림 7 스마트 전기 자전거의 구성도 

Fig. 7 Block-diagram of smart E-Bike

그림 8은 IOT 브로커의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선도이다. 

그림 8 IOT 브로커의 구성도

Fig. 8 Block-diagram of IOT bro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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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전기 자전거 제어 흐름도

Fig. 9 Control flow-chart of E-Bike

표 1 개발보드 하드웨어 사양

Table 1 H/W specification of developed board

마이크로콘트롤러 ATmega2560

동작 전압 5V

권장 입력 전압 30~42V

한계 입력 전압 6 ~ 60V

디지털 I/O 핀
54 (of which 14 provide 

PWM output)

I/O 핀 당 직류 전류 40 mA

3.3V 핀 당 직류 전류 50 mA

플래시 메모리
256 KB of which 8 KB 

used by bootloader 

SRAM 8 KB

EEPROM 4 KB

클럭 속도 16 MHz

그림 9는 전기 자전거의 제어 시스템을 통한 제어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 9에서 IOT 서버는, 전기 자전거에 제어명령을 제

공하기 위해 수신되는 각각의 센싱정보로부터 이벤트를 감지하

여, 감지한 이벤트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제어명령을 수행하도록 

수신된 이벤트와 제어명령 사이의 제어로직을 지정한 매핑 테이

블을 참조하여 IOT 브로커를 통해서 전기 자전거를 자동으로 제

어하거나, 사용자에게 해당 정보에 대하여 IOT 브로커에 구비된 

스피커와 같은 음향 출력장치를 통해 알림이나 경고 정보를 출력

하거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IOT 서버가 IOT 브로커로부터 전기 자전거의 상태정

보(센싱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모니터링하는 도중에 전기 

자전거에 구비된 배터리의 충전 잔량이 10% 이내로 남았을 경우

(이벤트)에는, IOT 브로커의 화면에 해당 정보와 함께 배터리의 

충전소의 위치를 자동으로 표시하고 스피커를 통해 해당 상황에 

대한 경고 또는 알림 정보를 출력할 수 있다. 개발된 전기 자전

거 제어 시스템의 하드웨어 개발보드 사양은 다음 표 1과 같다.

3.2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

본 논문에서 개발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주변 정보를 수집

하고 가공하여,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여 신속하게 운전자에

게 알려줌으로써 안전한 운전환경을 제공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

적인 모터제어를 통해 편안한 운전환경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모

터구동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배터리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제공

되는 정보는 배터리 잔여량, 주행 가능 거리, 사용자 성별, 나이, 

키 몸무게 등 신체 정보에 따른 최적화된 운동 기능 제공 등 다

양한 편의기능 실현이다. 센서모듈의 인터페이스는 마이크로콘트

롤러의 USI(universal serial interface)를 사용한다. USI의 동작 

모드는 three-wire 모드이고, 마이크로콘트롤러는 master로 센서

는 slave로 동작한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센서 신호를 A/D 

변환하고, 그 결과를 획득하여 신호 처리를 수행한다. 그림 10은 

통합 컨트롤 유닛부의 기능 구성도를 나타낸다. 

그림 10 통합 컨트롤 유닛부 기능 구성도 

Fig. 10 Functional block-diagram of integrated control unit

시스템의 통합 모니터 유닛은 센서로부터 제공된 데이터를 사

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그래픽(GUI)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전기 

자전거의 상태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고장 유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모니터 유닛은 컨트롤 유닛과 서버와의 통신

을 담당한다. 모니터 유닛은 전기 자전거 내의 컨트롤 유닛으로

부터 전달된 센서 정보들을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버와의 통신을 담당한다. 그림 11은 통합 

모니터 유닛부의 기능 구성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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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제공 가능 서비스

Table 2 Available services

분야 서비스 내용

안전

-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후방 근거리 물체 감지 및 

모니터 유닛의 speaker를 이용한 알람 서비스

- 후방 두 개의 초음파 센서가 존재하며, 소리로 좌/

우를 구분

- 타이어 공기압 감지 및 알람 서비스

- 조도 센서를 이용한 자동 안전등 켜짐 서비스

- (gyro, 가속도 센서)내리막 길에서 가속도가 일정 

수치를 넘을 때 경고 서비스 또는 제동장치의 자

동 개입

편의

- 베터리 잔량 표시 및 소리 알람 서비스

- 베터리 잔량 및 운전자 모터 사용 추이에 근거한 

베터리 잔량으로 이동 가능 거리 표시 서비스

- GPS 및 MAP 기반의 길안내 서비스

- (gyro) 오르막길을 감지하여, 자동 모터 출력 향상 

서비스

- (gyro) 오르막길을 감지하여, 자동 기어 변경 서비스

- 위치기반 주변 운전자 표시 서비스

- 그룹별 위치정보/그룹별 실시간 음성서비스 (PTT) 

개발

- 이동거리와 시간 및 사용된 모터를 기반으로 소모 

칼로리 및 운동량 표시 서비스

저전

력

- 내리막길에서 자동 모터 비활성화 서비스

- 모터의 온도 및 부하, 배터리 잔량, 경사도 등 상

황에 따른 출력 조절

- 배터리 잔량 및 운전자 모터 사용 추이에 근거한 

배터리 잔량으로 이동 가능 거리에 최적화된 모터 

구동

- 사용자가 설정한 최대 속도 초과시 자동 모터 출

력 감소 서비스

- 정지 시간이 일정 시간 초과시 자동 모터 정지 서

비스

- 사용자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운전자 주변상황에 

적응적인 모터 운영처리 알고리즘

기타

- 배터리 잔여량을 파악하고 배터리 방전까지 주행 

가능한 거리를 추정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경

로설정, 주행가능 목적지 안내, 충전소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

- 사용자의 성별, 나이, 키, 몸무게 등 맞춤형 신체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에 최적화된 운동 기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편의기능을 실현

그림 11 통합 모니터 유닛부의 기능 구성도 

Fig. 11 Functional block-diagram of integrated monitor unit

사용자 응용 소프트웨어는 통합 모니터 유닛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다. 이는 

전송된 데이터들을 통해 전기 자전거의 실시간 상태 정보를 사용

자에게 알려 준다. 이를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안드로이드

(Android)를 기반으로 전기 자전거 상태 정보제공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 프레임워크(Application Framework)를 개발하고 센서

들과의 연동 드라이버(Driver) 개발, Double buffering 기반 PTT 

서비스 개발, 센서를 이용한 운동량, 칼로리 소비량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포함한다. 개발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의해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안전, 편의, 저전력, 기타 등의 분

야로 나눌 수 있고 다음 표 2와 같다. 

구현 가능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몇 가지 가능한 서비스를 구

현하였다. 그림 12는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사용자 알림 기능의 

한 예로써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라이트를 점등하고 근거리에 물

체가 검출된 경우 그 거리 정보를 나타낸다. 

  (a) 주위 밝기에 의해 

  라이트가 점등

  (b) 근거리내 물체가 

  검출된 경우

그림 12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사용자 알림 기능

Fig. 12 User notification function using various sensors

그림 13은 사용자가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입력하면 주행 가능

거리와 충전시점을 알려주는 기능의 예이다. 사용자가 360Km의 

주행 거리와 전압이 33.6V일 때 Eco Mode를 선택했을 경우, 

125Km까지 주행 가능함을 알려주고 있다.

그림 14는 실시간 사용자의 위치표시와 길찾기 기능이다. 길찾

기 기능은 다음(DAUM) 지도 API를 사용하여 다음 지도 앱(APP)

과 연동된다. 모니터 유닛에서 출발지와 목지를 입력하면 인터넷

을 통해 다음 지도 앱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된다.

개발된 제어시스템을 적용하여 주행 모드(Mode)에 따른 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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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전압에 따른 주행거리 표시 예

Fig. 13 Display example of voltage and distance

(a) 출발지와 목적지 입력   (b) 다음 지도앱에서 길찾기

그림 14 실시간 사용자의 위치표시

Fig. 14 Real-time user-position marking 

표 4 구현기능의 비교

Table 4 Comparison of functions

          제품

  기능   
개발제품 Nyon(Bosch)

주행모드
Eco, Normal, 

Power, Auto

Turbo, Sport, 

Tour, Eco

네비게이션 2D route 2D, 3D route

피트니스

(fitness)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개인화된 정보 제공

스마트폰연동 스마트폰 앱
스마트폰 앱, 

메시지 알림 기능

언어 한국어, 영어 영어 등 3개 국어

리 효율과 주행 가능거리는 다음 표 3과 같다. 또한 표 4는 개발

된 제어시스템을 이용한 구현 기능과 보쉬(Bosch)의 Nyon 제품

의 기능을 비교하여 나타낸다.

표 3 주행 모드별 배터리 효율과 주행 거리

Table 3 Battery efficiency and riding distance as to modes

            주행

모드전압 

  (V)  

Eco Normal Power Auto

42.3 enough enough enough enough

38.2 170Km 90Km 75Km 45Km

37.2 163Km 86Km 71Km 43Km

35.0 160Km 84Km 70Km 42Km

33.2 125Km 66Km 55Km 33Km

29.7 76Km 40Km 33Km 20Km

< 29.6 empty empty empty empty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 자전거에 있는 복수

의 센서 또는 제어 디바이스로부터 전기 자전거의 상태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전기 자전거의 상태를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전기 자전거의 운행 중에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여 신속하게 사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사용자에게 

안전한 전기 자전거의 운행환경을 제공하는 전기 자전거 제어 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전기 자전거 제어 시스템을 통해 불

필요한 전기모터의 구동을 제거하여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관리하

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 잔여량을 실시간으로 파악

하고, 배터리 방전까지 주행 가능한 거리를 추정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기 자전거의 경로설정, 배터리 충전 여부등과 같

이 사용자가 상기 배터리 잔여량에 따른 대처방안을 신속하게 모

색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 자전거 사용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하드웨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전기자전거(LEV)에 적용한 결과 주행 모드에 따라 배

터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행가능 거리를 효율적으로 계산, 이

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 사용자 위치 표시 기능과 길찾기 기능 

등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이 가능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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