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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총괄책임자 포스텍 미래IT융합연구원 / 강봉구

학생창의자율과제명 Compatible & Customized Bicycle Automatic Gear Transmission
연구기간 2019. 9. 7 – 2020. 6. 30

연구 필요성

¡ 자전거 보유자는 전국적으로 33.5%지만, 실제로 통근에 자전거를 사용하는 사람은 8%에 그친다. 환경부의 조
사에 따르면 자전거를 사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전거 사용이 쉽지 않다는 점과 안정성 문제 때문이
다. 자전거의 수동 기어 변속 방식은 초보자에게 있어서 큰 허들이며 관련 자전거의 안전사고 이유에도 상당
한 비율을 차지한다. 

¡ 시중의 전동 변속 혹은 자동 변속 시스템을 갖춘 일체형 자전거는 전문가용이며 매우 값비싸서 초보자나 일
반 유저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역할이 대두되면서 여러 시, 도에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전
국, 총 21개의 공공자전거 시스템). 하지만 기존의 수동 기어 변속 방식을 고수하므로 인해 공공자전거 안전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연구목표 / 주요내용

□ 연구목표
¡ 본 설계에서는 시중에 판매되는 수동 기어 변속 자전거에 탈부착형으로 호환 가능한 자동기어변속기를 개발한다.
¡ 본 설계의 자동기어 변속기는 자전거의 경사 정도와 자전거 주행속도를 기반으로 기어를 조절하며, 호환성 

외에도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 주요내용
¡ 일반 자전거에 탈부착 방식으로 호환이 가능한 자동 기어 변속기 개발, 자전거 주행자의 기호, 컨디션에 맞

춰서 조작 가능한 세가지 Mode를 제공하여 가장 적합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경사 정도와 자전거 주행속도를 기반으로 기어를 조절하며, 이를 자체 하드웨어에서 조작 가능하도록 한다. 

주요실적 / 구현결과

파란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hardware 본체 부분이다. 
아두이노 보드가 각 센서와 스위치가 정보를 전달하고 이것을 
LCD 패널과 변속부로 출력한다. 최종적인 완성품의 경우 본체 
부분만 탈부착하면 우리가 목표로 하던 일반 수동기어 변속 

자전거에 자동기어 변속시스템을 적용시킬 수 있다. 

본체와 연결되어 있는 변속 부분은 위의 사진과 같다. 자전
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변
속 선의 길이를 조절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본체 화면에 보이듯이 실시간으로 자전거의 속도, 
기울기(내리막D, 평지F, 오르막U), Mode 정보(1~3), 현재 기어 
변속 상황(1~7)를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일반 수동 
기어 변속 자전거에 부착한 모습이다. 

정리하자면, 본 설계의 자동기어 변속기는 자전거의 속도와 
기울기를 기반으로 안전하게 자동으로 기어를 변경해주며, 
일반자전거에 탈부착식으로 도입 가능하다. 또한 본체의 on/off 
기능을 통해 언제든 기능을 꼈다 켰다 할 수 있으며 역시 
본체의 모드 조작 버튼을 통해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다른 
변속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활용방안 / 기대효과

¡ 본 자동기어 변속기는 자전거의 진입장벽 문제나 안정성 문제에 이바지하여 초보자나 노약자의 자전거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자전거 안전사고 빈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자동기어 변속기는 호환이 가능하고, 탈부착이 용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일체형 자
동기어 변속 자전거에 비해 이점을 가진다. 

¡ 최근 수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별 공용자전거에 도입하여 더욱 안전한 라이딩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