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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서비스 기반 자동차 타이어 트레드 자동 점검 시스템 설계

A Design of the Automation Tyre Tread State Check System 
based on IoT Service

김민영*, 최동규**, 장종욱***

Minyoung Kim*, Donggyu Choi**, Jong-wook Jang***

요 약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필수 이동수단이 되었다. 자동차 부품 중 유일하게 지면에 맞닿아 사용되어 마모되는

소모품이다. 만약 타이어가 마모가 심한 경우 타이어가 파손되어 운전자에게 큰 사고의 위험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는 자동차를 주행하기 전에 타이어의 공기압과 트레드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타이어

공기압은 TPMS가 있는 자동차에서는 손쉽게 측정할 수 있지만, 타이어 트레드 상태 같은 경우 동전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 운전자가 직접 측정해 번거로울 수 있다. 이런 번거로움은 운전자가 타이어 트레드 상태 측정을

등한시하여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타이어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IoT 서비스 기반의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 내용을 소개하며, 해당 시스템의 일부 구성요소를 실제로 구

현하고 테스트하여 시스템 구현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타이어, 트레드, 레이저 변위 센서, IoT 서비스

Abstract In modern society, automobiles have become an essential means of transportation. It is the only 
consumable that is worn by contacting the ground among automobile parts. If the tyres are severely worn, the 
tyres may be break, presenting a risk of a serious accident to the driver. To avoid this risk, drivers should 
check tyre pressure and tread condition before driving a car. Tyre inflation pressure can be easily measured by 
TPMS, but in the case of tyre tread conditions, it can be cumbersome when the driver measures it directly 
using a coin or vernier caliper. This hassle can expose the driver to traffic accidents due to tyre breakage by 
neglecting to measure the condition of the tyre tread.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contents of research to 
design an IoT service-based system that can automatically measure automobile tyres, and we verified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the system by actually implementing and testing some components of the system.

Key words : Tyre, Tire, Tread, Laser displacement sensor, Io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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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자동차의 부품 중 타이어는 유일하게 지면과 맞닿아

있는 부품이다. 자동차 타이어는 도로 지면 위를 달리

며 마모되는 소모품이다. 그렇다 보니 자동차 타이어는

운전자가 틈틈이 점검해야 한다. 만약 타이어의 공기압

이 낮거나 트레드의 마모가 심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다면, 타이어 파손하기 쉬워 곧장 교통사고로 일어나

운전자와 탑승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실제로 영

국 교통부[1]에서는 기준 타이어 불량으로 발생한 차량

결함 사고로 발생 된 2018년 교통사고 중 약 33%가 타

이어 관련 사고였으며(그림 1), 미연방 교통부[2]에서는

타이어 관련 사고로 인해 2017년 기준 738명이 사망했

다는 통계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교

통 관련 기관에서 타이어의 상태를 상시로 점검하는 캠

페인을 운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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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국 내 차량결함 사고 그래프(2018)[1]
Figure 1. Vehicle defect accident graph in UK in 2018[1]

타이어의 상태는 공기압과 트레드(Tread) 두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 타이어의 공기압 같은 경우 TPMS(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를 이용해 자동으로 측정

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 운전자가

직접 동전을 이용해 트레드 홈 깊이를 가늠하거나 타이

어의 마모 한계선을 확인해서 측정해야 한다. 이러한

타이어 트레드 상태 측정방법은 운전자의 주관적인 기

준으로 판단해야 해서 정확한 판정은 하기 어렵다. 또

한, 측정하는 방법이 번거로워 차츰 타이어 트레드 상

태 측정을 등한시할 수 있다. 지속해서 운전자가 타이

어 트레드 등한시된다면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

고에 노출될 수 있다.

만약 타이어 트레드 상태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비

가 있다면 운전자의 트레드 홈 깊이 측정의 불편함과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여 언제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을

지 사전에 파악하여 타이어로 일어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운전자가 타이어 트레드 상태를 자동

으로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IoT 서비스 기반 시스템

설계를 위한 연구 내용을 다룬다. 기존 연구의 분석을

시작으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전체적인 시스템 설계

내용과 시스템 구성요소 중 일부 구성요소를 구현한 결

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은 한국정보통신학회 2019년도 추계종합학술

대회 논문집 제23권 제2호[3]와 SCCTL 06[4]에 게재된

학술대회 논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확장된 연구 내용을

포함하였다.

Ⅱ. 관련 연구

1. 종래의 타이어 트레드 측정방법

서론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타이어 트레드 측정은

운전자가 직접 측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으

로 글로벌 타이어 제조업체들과 각 정부 기관에서는 동

전을 이용한 트레드 홈 깊이 측정을 추천한다[2]. 이는

운전자가 손 쉽게 동전으로 간편하게 동전의 높이(대한

민국 같은 경우 100원 동전 이순신의 장군님 감투가 노

출된다면 교체주기가 됨)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운전자는 조금 더 정확한 트레드 홈 깊이 값을 측

정하기 위해 타이어 전용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타이어 제조업체는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자 트레드 마모 한계선을 타이어에 삽입하여 눈으

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방법 전부

대중적인 자동차 타이어 트레드 홈 깊이 측정방법이지

만 일정 주기로 운전자가 직접 측정한다는 점은 번거롭

게 느껴 운전자는 타이어 트레드 측정하는 것을 소홀히

여거 방치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타이어 파손으

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놓이게 된다.

2. 관련 연구

타이어 트레드 상태 측정과 관련하여 많은 특허 등

록이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으로 US5883306[5]와 같이

대부분 버니어 캘리퍼스의 깊이 측정 원리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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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장비가 주류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US6034676[6]

와 US8065911[7] 같이 트래드 및 공기압 측정 데이터

를 전산으로 모아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아쉽게도

전 과정이 자동화가 아니라서 운전자가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벗어나질 못했다. KR20120055071[8] 같은 경우

자동으로 카메라를 통해 트레드 홈 깊이 및 공기압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단순 영상으로 트레드 깊이를 측정

하는 방법이 정확도가 높다고 장담할 수 없다.

관련 논문에서는 대표적으로 백성현 박사[9]가 설계

한 시스템에 따르면, 본 논문의 중요 개념이 비슷하지

만, 타이어 마모를 측정하기 위해 리니어 모터와 레이

저 변위 센서를 함께 구동하지 못해 사람이 직접 시스

템의 구성요소별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해야 하는 단

점이 있다.

Ⅲ. 시스템 및 구성요소 설계

Tyre Tread 
Inspection 

Device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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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s

Web Server Web Browser

Mobile 
Application

Internet

Internet

Tyre T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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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Service System

그림 2.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 구성도
Figure 2. A diagram of proposed system configuration in

this paper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설계한 시스템의 구성도이

다. 자동차 타이어 트레드의 홈 깊이를 측정하는 '타이

어 트레드 측정 장비'와 이 장비에서 측정되는 데이터

를 수집과 저장 그리고 타이어 마모 상태를 판단하고

사용자에게 판단 사실을 알려주는 'IoT 서비스 시스템'

으로 구성된다. 본 시스템에서는 타이어 트레드 측정

장비가 인터넷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송·수신을 하는

점이 IoT 장치와 역할이 같으며, 이 장비들은 IoT 서비

스 시스템에서 관리된다[10-11].

1. 타이어 트레드 측정장비

타이어 측정 장비는 자동차가 잠시 멈출 동안 타이

어 트레드의 홈 깊이를 측정하고, 이후 측정된 데이터

는 'IoT Service System'의 Data Collection Server로

전송한다. 이 장비의 설치는 (그림 3)과 같이 되며[12],

자동차가 잠시 멈추는 찰나에 운전자 정보, 타이어정보,

타이어 트레드 측정을 한 번에 타이어 트레드 측정장비

에서 실시한다. 이를 위해 타이어 트레드 측정 장비는

(그림 4)와 같이 구성된다. 트레드 측정 장비는 운전자

의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차량표지판을 식별하는 '차량

번호 식별 장치', 타이어 홈을 측정하기 전 타이어의 정

보를 확인하기 위한 '타이어 정보 식별 장치', 최종적으

로 타이어 트레드의 홈의 깊이를 측정하는 타이어 홈

깊이 측정 장치',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3개의 장치에

서 수집된 정보를 취합해 인터넷을 통해 IoT Service

System으로 보내는 Main controller로 구성된다.

그림 3. 타이어 트레드 측정장비 설치 예시[12]
Figure 3. An Example of the tyre tread inspection

device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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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타이어 트레드 측정 장비 구성도
Figure 4. A diagram of the tyre tread inspection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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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타이어 트레드 홈 깊이 측정 장비 구성도
Figure 5. A diagram of the tyre groove depth

measurement device

타이어 정보 및 차량 번호 식별 장치는 카메라 촬영

후 영상 처리 기법을 활용해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해

Main controlller에 보낸다. 타이어 홈 깊이 측정 장비

같은 경우 레이저 변위 센서를 통해 측정한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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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레이저 변위 센서는 리니어 레일에 설치되어

해당 장비에 올려진 타이어를 한쪽으로 움직여 타이어

의 홈의 깊이를 측정한다.

해당 장비의 리니어 벨트의 스탭모터의 움직임과 레

이저 변위 센서의 데이터 수집하여 Main controlller에

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당 장비의 서브 컨트롤러에서 진

행한다.

메인 컨트롤러는 여기서 언급된 세계의 장비에서 보

내온 전송된 데이터를 모아서 전용 프로토콜에 맞추어

인터넷을 통해 IoT Service System의 Data Collection

Server로 보낸다.

2. IoT 서비스 시스템

본 논문의 IoT Service System은 타이어 트레드 측

정 장비에서 전송해온 데이터를 받아 관련 DB에 보관

하고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여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이것이 웹

사이트 기능을 운전자에게 제공하여 측정된 자신의 타

이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표현된 Data

collection과 Webserver가 해당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선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구현되어야 하는데, [표 1]

에 데이터베이스 목록과 역할을 나열하였다.

표 1. 본 논문의 데이터베이스 목록 및 역할
Table 1. Simulation Parameters

데이터베이스 역할
Tyre Tread Inspection
Device Information

타이어 트레드 측정장비 정보 보관
(장비 ID, 설치 위치 등)

Driver(User)
Information

드라이버(사용자) 정보 보관
(차번호, web id 등)

Tyre Information
타이어 정보
(제조사, 모델, 트레드 홈 깊이 등)

Tyre Tread Inspection
측정된 타이어 값 보관
(판단정보 포함)

Data Collection Server

Tyre Tread 
Inspection
Database

Driver(User) 
Information
Database

Tyre Tread 
Inspection Device

Information
Database

Intranet

Tyre Tread 
Inspection 

Device No.1

Tyre tread 
groove 
depth 
check

Tyre Information
Database

Notification 
of result 

information

Data 
parsing

Registered 
device and 

driver 
check

Result 
data 
save

Internet

IoT Service System

Data

그림 6. 데이터 수집 서버 구성도
Figure 6. A diagram of the data Collection server

(그림 6)은 Data collection server의 기능 구성도이

다. 어떤 타이어 트레드 측정 장비에서 측정된 데이터

를 보내면 Data collection server에서 먼저 수신한다.

먼저 받은 데이터에서 전용 프로토콜의 규격대로 데이

터를 분류한다. 이후, 해당 데이터가 어떤 장비에서 보

냈고, 어떤 운전자의 데이터 인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한다. 이후 두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해당 타이어 홈 깊이 측정 데이터를

확인과 특정 공식을 대입해 계산 후 타이어의 마모 상

태를 확인하고 결과를 해당 사용자의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의 PUSH 매시지를 통해 결과를 보내며, 추후 해당

DB에 저장한다.

Web Server

Tyre Tread 
Inspection
Database

Driver(User) 
Information
Database

Tyre Tread 
Inspection Device

Information
Database

Intranet

Web site

Tyre Information
Database

REST API
(For mobile 
application)Driver 

management

Checking the 
measurement 

data

IoT Service System

The Device 
management

Internet

Web 
Browser

Mobile 
Application

Internet

그림 7. 웹 서버 구성도
Figure 7. A diagram of the web server

(그림 7)은 Web server 기능 구성도이다. 운전자(또

는 사용자)가 자신의 측정 데이터를 확인할 때 PC 또

는 모바일의 Web 브라우저를 통해 해당 웹서버에서 제

공하는 웹사이트를 접속한다. 또한 전용 모바일을 제공

하여 web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

다. 또한, 시스템의 관리자를 위해 등록된 이 시스템 사

용자 및 그 장비를 등록 및 관리 가능 하다.

모바일 전용 애플리케이션은 모바일의 특성상 웹서

버와 REST API 통해 관련 데이터를 송·수신하며,

Data collection server에서 보내는 PUSH 메시지를 실

시간으로 수신하여 알람 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알

려준다.

Ⅳ. 구현 결과

본 논문의 앞 절에서 설명한 내용 중 일부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구현된 기능은 아래와 같다.

- 타이어 트레드 측정 장비 중 타이어 홈 깊이 측정

장비 및 메인 컨트롤러 구현(두 기능을 통합한 하

나의 장치로 개발하였으며, 타이어 한 개를 측정

할 수 있는 장비 1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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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T Service 중 데이터베이스 중 일부 구축(타이

어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하지 않음, 나머지

데이터베이스는 본 논문에서는 테이블로 구현)

- IoT Service 중 Data Collection Server의 모든 기

능 구현

- IoT Service 중 Web Server의 'Checking the

measurement'(Web site에서 확인) 및 REST API

기능 구현

- 안드로이드용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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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타이어 홈 깊이 측정 장비 관련 다이어 그램[4]
Figure 8. A diagram of the tire groove depth measurement

equipment related[4]

(그림 8)의 (가)는 타이어 홈 깊이 측정 장비의 하드

웨어 구성도이며, (나)는 실제 사용된 펌웨어의 진행 흐

름도이다. (그림 9)은 실제 타이어 홈 깊이 측정 장비이

며 어떻게 하드웨어 구성을 하였는지 보여준다[3-4].

(그림 10)은 중 Web Server의 'Checking the

mesurement'의 기능을 구현한 것을 web site로 확인한

결과이다. (그림 11)은 안드로이드용 전용 모바일 애플

리케이션의 구현한 결과 내용이다.

Back side

Upper 
side

Front side

1st 
limit switch

2nd 
limit switch

Linear rai l

Controller
(ESP8266)

Step motor driver
(TB6560)

DC Multichannel power
(SMPS 24V 300W)

그림 9. 타이어 홈 깊이 측정 프로토타입 구현 결과[3]
Figure 9. A results of the tire groove depth measurement

prototype implementation[3]

그림 10. Web Server의 'Checking the mesurement'의 기
능 구현 결과[3]

Figure 10. A results of Implementation of 'Checking the
measurement' of Web Server [3]

위의 내용대로 구현하여 실제 테스트하였다. (그림

12)는 테스트 할 때 측정한 타이어의 트레드 홈 깊이

값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10)은 실제로 장비가 측정

하여 확인한 결과(그림 12)와 같이 유사하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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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현 결과
Figure 11. A results of Mobile application implementation

그림 12. 시험 대상 타이어(Nexen CP672)의 트레드 홈 깊
이 측정 결과[3]

Figure 12. Tread groove depth measurement result of the
test target tire (Nexen CP672)[3]

Inability to measure 
some part of the 
tire tread angle

그림 13. 타이어 트레드 홈에서 레이저 변위 센서로 측정
안 되는 특정 구역

Figure 13. Certain areas in the tire tread groove that
cannot be measured with a laser displacement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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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레이저 변위 센서용 타이어 트레드 홈 깊이 측정
알고리즘 적용 결과[3]

Figure 14. A results of applying tire tread groove depth
measurement algorithm for laser displacement
sensor[3]

추가로 레이저 변위 센서로 측정할 때 (그림 13)과

같이 특정 구간이 측정할 때 제대로 된 값을 측정할 수

없어 이때 이전에 제대로 측정된 값에서 0.01씩 추가하

거나 감소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그림 14)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운전자가 손쉽게 타이어 트레드 홈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IoT 서비스 기반 시스템을 설계

한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일부 구성요소 및 기능을 실

제로 구현하여 테스트 결과 내용을 포함하였다.

본격적으로 본 시스템을 배치하여 사용하기 전에 추

가적인 관련 연구 및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본 논문에

서는 일반 타이어를 올려 두어야 되지만, 추후 차량에

부착된 타이어의 트레드 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투명

한 보호막(예를 들어 강화유리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위에 타이어를 올려서 측정하는데, 본 논문에서 사용된

레이저 변위 센서의 굴절률 및 분해능을 고려한 타이어

트레드 홈 깊이 측정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현재 HTTP로 해당 장비와 서버

로 데이터 송수신을 진행하는 것을 IoT 서비스에서 많

이 사용하는 데이터 송수신 프로토콜(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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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QTT 또는 CoAP) 기반으로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송수신 방법을 추가로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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