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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다양한 장치와 상황을 인식하여 사람에게 필요한 장치를 제어하는 기술 중 사람의 모션 인식을 활용한 응

용과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람의 모션을 캡처하는 방식과 센서를 

이용하여 상황을 유추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사람의 모션을 인식하는 기존의 방식들은 큰 단위 움

직임을 추적하기 때문에 드론제어와 같이 섬세하면서도 시간적으로 효과적인 작업이 필요한 응용 분야에 적

용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사람의 손가락 동작을 기반으로 드론의 정밀하면서도 간편한 제어가 가능한 

모션 인식 체계를 설계한다. 손가락 모션 인식 기반의 드론제어는 드론 축구 등과 같이 신속성과 정밀성이 

필요한 분야의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다.

키워드: 모션 인식(motion recognition), 손가락 인식(finger recognition), 드론 제어(dron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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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기술, 게임 등 발달로 인해 다양한 장치와 상황을 인식하여 필요한 

장치를 제어하는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 사람의 모션 인식을 

활용한 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모션 인식 기술은 카메라를 

이용한 방식과 센서를 이용하여 상황을 유추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방식들은 큰 단위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작은 단위의 

움직임은 인식하기 힘들어 드론제어와 같은 섬세하면서도 시간적으로 

효과적인 작업이 필요한 응용 분야에서 적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웨어러블 장갑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특정 모션에 드론의 움직임을 

지정하여 간단한 동작으로 정확하고 섬세한 동작을 시간, 컨트롤러로 

인한 제약 없이 제어가 가능한 모션 인식 체계를 설계한다. 손가락 

모션 인식 기반의 드론제어는 드론 축구 등과 같이 신속성과 정밀성이 

필요한 분야의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다.

II. Background

모션 인식에 기반한 드론 제어 기술은 가속도를 측정해 물체의 

방향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와 지표면을 기준으로 가속도와 기울기를 

이용한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카메라

를 사용하는 모션 인식 방식[1]과 전용 컨트롤러 기반의 방식[2]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기존의 방식은 큰 단위의 움직임만 추적 가능하여 

작은 움직임으로 정확하고 섬세한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손가락 인식을 기반으로 로봇 청소기를 제어하는 기술인[3]은 카메

라와 OpenCV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가락의 개수를 인식함으로써 

기기를 제어한다. 해당 연구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시된 방법은 

90cm 이내에서만 100% 인식으로 제어되는 반면 거리에 따른 인식율

의 차이가 분명한 한계가 있어 드론의 정밀 제어에 활용하기에는 

부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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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Design

손가락 모션 인식 기반의 드론 제어 시스템은 손가락 움직임 인식을 

위한 센서 및 소프트웨어와 약속된 손가락 동작을 드론의 제어 신호로 

생성하여 드론에게 전달하는 네트워크 모듈, 전송 받은 신호에 따라 

드론의 자세를 제어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된다. Fig. 1은 제안하는 

손가락 모션 인식 기반 드론 제어 시스템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Fig. 1. The Overview of Drone Control Method using Finger 

Motion Recognition

장갑 기반의 동작 인식 모듈은 손가락의 구부림, 손동작의 방향과 

움직임을 인식하는 기능으로 구성된다. 가변저항(Variable resistor)

을 사용하여 손가락의 구부림의 정도를 인식하여 값으로 나타낸다. 

자이로스코프 센서(Gyroscope sensor)는 가속도를 측정해 물체의 

방향 변화를 감지하여 손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감지하며, 가속도 

센서(Acceleration sensor)를 이용하여 가속도와 기울기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이때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모션을 

값으로 받아 드론 제어를 위한 신호를 생성하여 네트워크 모듈을 

통해 드론으로 전송한다.

드론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 전송된 신호는 드론의 자세 제어를 

위한 Roll, Pitch, Yaw 값의 변화가 가능하도록 드론의 비행제어 

모듈에 전달되어, 간단한 손가락 동작만으로 드론의 비행을 제어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IV. Implementation

설계된 손가락 모션 인식 기반의 드론 제어 시스템을 간단한 센서와 

드론 제어 MCU 조합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다. 손가락 모션 

인식과 드론의 동작 신호를 생성하여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부분은 

아두이노 나노를 기반으로 자이로/가속도 센서와 손가락 움직임 인식

을 위한 Flex 가변저항으로 구현하였고, 드론의 자세 및 비행 제어를 

위한 모듈은 ATmega 2560 기반의 MCU에 C언어 기반으로 드론 

비행제어 소프트웨어를 변형하여 탑재하였다.

구현된 프로토타입은 손의 방향에 따라 드론의 상승/하강을 구현하

였고, 손가락의 엄지(전진), 검지(후진), 중지(좌), 약지(우)의 움직임

에 따라 드론의 자세 및 비행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래밍하였다. 

구현된 기능은 실제 테스트를 통해 손가락 움직임을 반영하여 정상적

으로 드론이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Fig. 2. A Prototype of Drone Control System based on 

Finger Motion Recognition

V. Conclusion

드론의 비행제어를 위해 간단하면서도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도록 

손가락 모션 기반의 제어 방법을 설계하고 간단한 프로토타입으로 

구현하여 모션 인식 및 제어가 가능함을 보였다. 향후 과제는 특수 

목적 드론의 한 손 제어와 드론 축구와 같은 취미 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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