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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for transmitting army hand signals using motion sensors. The proposed system consists of a 

squad commander device, squad member devices, and a server. The squad command device and squad member device have been 

implemented using a micro arduino, an accelerometer sensor, and a gyroscope sensor, and the server has been implemented using a 

Rasberry Pi 3. Because the devices are made in the form of band, they are lightweight and portable. The proposed system can 

transmit the hand signals through vibration in conditions of poor visibility. We have designed and implemented the squad member 

device to be able to recognize four military hand signals. Through experiments, the proposed system have shown 88.82% of correct 

recognition. In conclusion, we expect to increase effectiveness of army operations and survival rate of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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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모션 센서를 이용한 군  수신호 송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분 장 디바이스와 분 원 디바이스, 서버로 구

성된다. 분 장 디바이스와 분 원 디바이스는 마이크로 아두이노와 가속도 센서, 자이로스코  센서로 구 되었으며, 서버는 라즈베리 이3

을 사용하여 구 되었다. 분 장 디바이스와 분 원 디바이스는 밴드 형태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가볍고 휴 성이 좋다. 한, 제안 시스템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동을 통해 수신호를 송할 수 있다. 제안 시스템에서 구 된 디바이스는 4가지의 수신호를 인식할 수 있

으며, 실험을 통해 88.82%의 인식 성공률을 보 다. 본 연구의 결과물을 통해 군 작 의 효율성과 병사의 생존율을 높일 것을 기 한다.

키워드 : 수신호, 가속도 센서, 자이로스코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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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터키의 이스탄불 공항에서 IS에 의한 폭탄 테러가 일

어났다. 유럽 심으로 활동하는 IS는 아시아 지역에 폭탄 테

러 가능성을 언 하며  세계를 을 하고 있으며, 한민

국 한 IS의 테러 에 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 한민국 국방부에서는 테러의 에 비하기 

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형 투 장비 등에 10%이상의 산을 편성하며 방 력 

개선에 힘쓰고 있다. 수천만 달러이상이 투자되는 형 

투 장비가 안 하게 보호되어 가동되기 해서는 일반 보병 

 특수  병력이 필요하다. 천문학 인 산이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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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투 장비는 군에게 은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러나 형 투 장비가 의 공격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되기 해서 일반 보병의 보호가 필요하다. 

한 킬체인 같은 감시 체계가 정상 작동되는 것을 방해하

는 군의 주요 시설을 무력화시키기 한 특수  병력의 

특수 작 이 요하다.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보병과 특수  병력은 작  상황에 비해 많은 훈련을 하

지만 다수의 외 사항이 발생하는 곳이 실제 쟁터이다. 

따라서 외 사항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해서는 

일반 보병과 특수  병력의 작   신속, 정확 그리고 은

한 명령 하달이 필요하고, 이러한 명령 하달을 통해 작  

병력이 작 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과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야간 작  이나 산행 수색  무음· 

무 으로 원거리 명령을 하달 받거나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곳에서 명령을 내리고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에서는 모션 센서가 장착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군  수신호 송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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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eve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Technology

에서 사용되는 밴드 형식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자이로센

서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분 장의 움직임을 구별하여 

명령을 하달하고, 분 원들은 분 장의 명령에 해당하는 진

동 횟수로 명령을 하달 받는다. 밴드 형식의 웨어러블 디바

이스는 진동을 통해 명령을 송수신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의 작 을 가능하게 하고 몸에 직  착용하

기 때문에 작  수행  디바이스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 련 연구

2.1 연구 배경

국방홍보원 칼럼에 의하면 Fig. 1에서 알 수 있듯이 재 

미국, 랑스, 러시아, 국 등 세계 주요 5국이 가장 높은 

국방과학기술 수 에 치하 으며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

은 세계 주요 16개국  9 로 높은 선진화 단계에 치

하고 있다[1]. 2016년  정부의 목표는 2028년까지 세계 8

 수 의 국방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재 국방 R&D 기술 분야에서 재보다 높은 수 의 선진화

를 달성하고 군 과학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해 과학기술

문사 제도를 운 하고 있을 정도로 국방기술의 첨단화는 

휴 인 한국에 매우 요하다. 하지만 국방기술의 첨단화

는 공군의 투기나 해군의 항공모함, 육군의 경우에는 해

안 감시 장비에 주로 이 맞추어져 있고 시나 작  시 

발생하게 되는 육군의 보병 작  는 특수 작 에 한 과

학기술 첨단화는 미국, 국 등의 나라들보다 낮은 편이다. 

특히 보병들이 시 혹은 야간작  시 사용하는 감시 장비

인 PVS-05k나 PVS-04k(국내에서 자체 으로 개발된 외

선 기반의 야간 감시 장비)는 국방 산 부족으로 모든 분

원이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감시 장비는 보병들에게 있어서 생존을 한 장비와도 같

다. 감시 장비를 통해 들을 먼  발견하여 조치하거나 기

습 공격 시 효과 인 작 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며 야간 작

 시, 지휘 과 분 원간의 수신호를 무성과 무음으로 

달 할 수 있도록 해 다. 하지만 장비의 높은 가격 문제와 

함께, 보병들이 지휘 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 에 있거나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명령이 제 로 될 확률이 

낮다. 비록 PRC-96k(국군 소부  통신체계에서 이용하는 

소형 무 기)와 같은 무 통신장비가 있지만 무  시 발생

하는 소음으로 들에게 아군의 치가 쉽게 노출될 수 있

으며, 랜턴과 같은 멸신호 장비 한 들에게 빛이 노출

될 수 있는 험이 있다. 

2.2 수신호 인식 시스템

기존 수신호와 련된 연구로는 텍스트를 수화 동 상으

로 변환하기 한 연구와 수화 장갑을 통해 수화를 번역하

는 연구, 그리고 비디오 상으로부터 수신호를 인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5]. 최근에는 수화 장갑과 카메라를 

사용한 모션 인식 시스템을 군  수신호 달 시스템에 

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8]. 

카메라 기반의 수신호 인식 시스템은 카메라가 장착된 장

비를 통해 달된 모션의 윤곽을 추출하여 구분한다. 카메

라를 통한 모션 인식 방법은 고정된 시야에서만 모션 데이

터를 입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많은 군 작  시에 

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장갑 기반의 수신호 인식 시스템은 손가락의 움직임까지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 한 수신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에 [8]에서는 작  내에서의 시각  공간  

제약을 극복하기 해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동작을 인식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자이로 센서의 3축과 가

속도 센서의 3축을 합친 6축 센서를 기반으로 한 수신호 장갑

을 이용해서 손가락뿐만 아니라 손의 회 이 필요로 하는 수

신호를 동작을 수행하여 나오는 센서 값을 분석하고 그에 따

라 정지, 이동, 엎드려와 같은 동작을 구분하 다. 

2.3 모션 센서와 라즈베리 이

가속도 센서는 지구의 력가속도를 기 으로 물체가 X, Y, 

Z 축의 각기 어느 정도의 힘을 받는지 측정하는 센서이다. 

Fig. 2. Sum of Vector

Fig. 2에서 지표면과 직각을 이루는 화살표는 X, Y, Z 벡

터의 합을 나타낸 력가속도이다. 즉, X 축 방향의 벡터, Y

축 방향의 벡터, Z축 방향의 벡터를 합친 값을 표 한 것으

로 세 축이 가리키고 있는 벡터들을 하나의 벡터로 나타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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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뜻한다. 가속도 센서는 Fig. 2에서 보인 벡터합의 원리

를 이용해 분할된 각 축들의 벡터 값들을 구하는 것인데 실

제로는 가속도 센서 만으로는 지표면에 수직인 면에 한 

방 각인 Z축에 한 값은 측정할 수 없다. 이 Z축 값은 코

리올리 힘의 원리가 용된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각 축 값이란, 축의 회 각을 뜻하며 3축에 

한 각 회 각을 roll, pitch, yaw라 한다. 이들은 순서 로 

x축에 한 회  값, y축에 한 회  값, z축에 한 회  

값이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

를 이용해 X, Y, Z 벡터의 값들의 차이로 물체의 동작을 구

분하고 알 수 있다[9].

라즈베리 이란, 국의 라즈베리 이 재단이 IT분야의 

입문자들과 학생들의 교육  학습용 목 으로 설계한 소

형 하드웨어제품이다. 이 제품은 일종의 싱  보드 컴퓨터

로 보드에 모니터나 키보드, 마우스만 연결 되면 데스크 탑

이나 노트북과 유사하다. 보통 라즈베리 이는 아두이노

(Arduino)와 많이 비교되기도 한다. 아두이노가 센서로부터 

input을 받으면 다른 장치로 output을 출력해주는 역할을 담

당한다면 라즈베리 이는 OS가 들어감으로써 PC역할까지 

확장 할 수 있다. 즉 입력과 출력을 산처리 할 수 있다.

제안 시스템에서는 서버 구축을 해 라즈베리 이를 사

용한다. 라즈베리 이는 분 장과 분 원이 장착하는 웨어

러블 디바이스를 각각 등록  인증하며, 분 장의 수신호

를 분 원들에게 하는 역할을 한다. 라즈베리 이의 크

기는 별로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 장착 시 약 9cm* 

7cm*2.5cm) 통신병의 PRC-999K( 한민국 육군에서 사용하

는 군사용 무 기로 VHF 무 기)에 부착을 해도 되며 내부

에 설치를 해도 부피와 무게의 증감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3. 시스템 설계

기존에 제안된 수신호 모션 인식 시스템들은 동작을 인식

하고 구분하기 한 방법에만 을 두었으며 실제로 군 

작  시에 운용하기 한 체 시스템에 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한 군을 한 수신호 송수신 디바이스로 사용

하기에는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군  수

신호 송수신을 한 가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이를 운용하기 한 체 시스템을 제안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자이로 센서의 3축  가속도 센서

의 3축을 합친 6축을 기 로 하여 손의 회 만으로 육군의 

수신호 동작을 구분한다. 그리고 소형 아두이노  라즈

베리 이를 이용하여 병사들의 몸에 장착하여도 작   움

직임에 불편함이 없고 여러 유형의 작  시에 동작 데이터

를 송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웨어러블 디바이

스는 38mm*18mm 크기의 소형 아두이노를 사용한다. 

소형 아두이노에 결합된 WiFi 모듈에서는 데이터 통신을 

담당하고 라즈베리 이 서버는 인증된 분  구성원만이 통

신을 가능하도록 한다. 

Fig. 3. Proposed System

모션 센서를 이용한 군  수신호 송 시스템 구성은 

Fig. 3과 같이 분 장 디바이스, 분 원 디바이스, 서버로 구

성된다. 분 장 디바이스는 마이크로 아두이노와 가속도 센

서를 내장하고 있으며, 분 장의 수신호를 악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신호 코드를 서버로 송하는 역할을 한다. 상

술하면, 분 장의 수신호는 마이크로 아두이노에 내장된 3

축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에 의해 감지된다. 감지된 데

이터 값은 아두이노에 의해 분석되어 미리 정의된 수신호 

동작에 따른 동작코드로 변환되어 라즈베리 이 서버로 

송된다. 분 원 디바이스는 마이크로 아두이노와 진동 모터

를 내장하고 있으며, 수신된 수신호 코드에 따라 미리 정의

된 패턴의 진동을 울려 분 원이 명령을 인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서버는 디바이스 장착자가 분 에 속한 인원인

지 악하고, 명령을 하달하는 분 장과 명령을 수신하는 

분 원을 구분한다. 그리고 분 장 디바이스가 송신한 명령

을 수신하여 모든 분 원에게 달하는 역할을 한다. 

Fig. 4. Sequence Diagram of Squad Commander Device

Fig. 4는 분 장 디바이스의 동작을 순서 로 나타낸 

Sequence Diagram이다. 먼  분 장 디바이스는 서버의 

Connection Master 모듈로부터 디바이스의 인증을 받은 후 

명령 기 상태에 진입한다. 다음으로 수신호 동작을 수행하고

자 할 때 디바이스에 장착된 버튼을 동작시키면 ButtonP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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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에서 버튼 동작을 탐지하여 동작 인식을 한 

DetectingMotion 모듈로 진입한다. 분 장이 수신호 동작을 

실시하면 MotionRecognization 모듈에서 자이로 센서의 데이

터를 추출하고 그 데이터를 RefineData 모듈에 보내 미리 정

의된 수신호 코드  하나로 변경한다. 마지막으로 수신호 코

드는 SendMotionData 모듈에 의해 송된다.

Fig. 5. Sequence Diagram of Squad Member Device

Fig. 5는 분 원 디바이스의 동작을 순서 로 나타낸 

Sequence Diagram이다. 분 원 디바이스는 서버의 

ConnectionMaster 모듈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수신 기 상

태로 진입한다. ReceivingMotion 모듈은 지속 으로 데이터

가 수신되는지 확인을 하고 데이터가 수신될 경우 수신된 

데이터를 RefineData 모듈로 달하여 복호화를 실시한다. 

이 때 수신된 데이터는 byte 형식의 데이터인데 1byte를 

8bit로 나 어 뒤의 4bit는 정보 달  수신확인에 한 코

드로 사용되며 앞의 4bit는 이 정보가 정확히 도착하 는지

를 단한다. 이 방식은 뒤의 4bit를 1's complement 하여 

앞의 4bit에 장한다. 이 과정에서 뒤의 4bit를 추출하여 정

보를 알아내는 정제과정이 필요하다. 정제과정을 거치고 복

호화된 데이터는 MotionRecognization 모듈로 보내지며, 이 

모듈은 달된 데이터와 매칭되는 진동 횟수를 단하여 

DoVibration 모듈로 달한다. 마지막으로 DoVibration 모듈

은 수신된 데이터에 따라 진동을 발생시킨다.

Fig. 6은 서버 동작을 순서 로 나타낸 Sequence Diagram

이다. 서버의 setup 모듈이 동작하면 MainSocket 모듈은 분

장과 분 원의 속 요청을 기다린다. 이때 분 장  분

원이 디바이스 인증을 요청하게 되면 MainSocket 모듈은 

Certification 모듈로 IP 정보를 보내 사 에 등록된 디바이

스인지 확인 요청을 한다. 만약 DB에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

을 경우에는 소켓을 닫아 속을 차단하고, 일치하는 데이

터가 분 장의 데이터이면 ConnectMaster 객체를 생성하여 

분 장이 보내는 신호를 수신 기한다. 만일 일치하는 데

이터가 분 원의 데이터이면 ConnectClient 객체를 생성하

여 각각의 분 원들에게 분 장으로부터 온 신호를 송신하

기 해 기한다.

Fig. 6. Sequence Diagram of User Certification on Server

 

4. 시스템 구   실험

4.1 동작인식 디바이스 구

Fig. 7은 동작 인식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이며, 무선 통신 

 데이터를 처리하는 아두이노(Micro Cactus), 동작인식을 

한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가 합쳐진 MPU-6050 모

듈로 구성된다.

Fig. 7. Hardware for Motion Recognization

Fig. 8은 센서로부터 값을 읽어오는 과정이다. 자이로  

가속도 센서 데이터 값은 아두이노의 Wire 객체를 이용하여 

센서와 연결된 핀으로 7바이트를 읽어온 후 각 센서 X, Y, 

Z 값을 마스킹한다. 측정한 값은 각각 -16384～ 16384의 범

를 갖기 때문에 3차원 각도인 –180～ 180 값으로 변환 

과정이 필요하다. 한, 가속도 센서는 값이 일정하게 유지

되는 신, 외부 압력에 의해 변동 폭이 크고, 자이로 센서

는 변동 폭이 은 신, 시간 당  오차가 발생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센서를 이용하여 회 각을 산출하되, 

오차 보정을 해 최종 회 각을 가속도 센서 95%, 자이로 

센서 5%의 비율로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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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ata Extraction from Accelerometer Sensor and 

Gyroscope Sensor

Fig. 9는 가속도 센서 값을 이용하여 회 각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가속도 센서는 물체가 정지했을 경우 Z축(수직)으

로 력가속도가 작용하기 떄문에 물체의 회 각을 산출하

기 해서 arctan로 산출한다.

Fig. 9. Calculating Angles Using Accelerometer Sensor Data

Fig. 10은 자이로의 회 각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자이로

는 순간의 각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재의 회 각을 산출

하기 해서 순간마다 체 진행 시간만큼 분한다.

Fig. 10. Calculating Angles Using Gyro Scope Values

Fig. 11은 앞서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산출했던 각도 값을 가속도 센서 95%, 자이로 센서 5% 의 

비율로 최종 계산하는 코드를 보여 다. Fig. 12는 각 축의 

보정된 값을 출력하여 그린 그래 이다. 그래 에서 X축은 

시간(  한 칸 당 0.1 ), Y축은 각도 크기(  한 칸 당 

18°, 최소 : -180 최  180)를 나타내며, 각기 다른 색으로 

디바이스의 인식된 3축 회 각 크기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

서 구 된 분 장 디바이스는 모션에 한 3축의 부호 변화 

패턴을 분석하여 각각의 동작을 별한다.

Fig. 11. Equation of Calculating Angle

Fig. 12. Example of Motion Analysis Using 3 Axises

동작 별은 1차 별과 2차 별 총 2단계에 걸쳐 수행

되며, 각 동작들은 2개 혹은 3개의 구분 연속 동작 데이터 

값을 갖는다. 1차 별(first_judge)은 센서 회  각도와 

별을 해 미리 장된 회  각도의 부호를 비교하여 3축의 

모든 부호가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는다. 만약 1차 별에서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2차 별을 실행하고, 없으면 종

료된다. 2차 별(final_judge)은 1차 별이 결정된 이후, 

별된 동작의 제 2동작  제 3동작 값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사용자는 1차 별 이후 5  이내에 별된 동작의 제 2동

작  제 3동작을 모두 수행하여야 2차 별이 결정된다. 

Fig. 13은 4가지 수신호에 해 생성되는 회 각 부호를 

나타낸 표이다. 분 장 디바이스는 1차 별에서 동작마다 

제 1동작의 각 축 부호 값을 비교하여 단하며, 1차 별 

이후 사용자가 제 2 혹은 3동작을 수행 했을 때 2차 별을 

수행한다. 체 인 수신호 단 알고리즘은 Fig. 14와 같다.  

Fig. 13. Sign Data of Motion

4.2 동작 신호 달시스템 구

분 장 디바이스와 분 원 디바이스, 그리고 서버를 하나

의 내부 네트워크로 구성하기 하여 iptime사의 A604 AP

를 사용하 다. 분 장 디바이스로부터 받아온 동작 인식 

코드 데이터를 다른 분 원에게 달하기 한 서버는 라즈

베리 이3에 구성하 으며, 운 체제는 Ubuntu Mate를 사

용하 다. 그리고 서버 로그램은 JAVA 언어를 사용해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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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Motion Detection Algorithm

분 장과 서버간의 통신 혹은 서버와 분 원의 통신에서

는 1byte(8bits) 단 의 데이터를 송수신한다. 뒤의 4bits는 

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담은 비트로 0000(2)는 수신완료, 

1110(2)는 수신오류, 0001(2)～1010(2)는 분 장의 수신호에 

따른 명령코드를 나타낸다. 상  4bits의 역할은 데이터를 담

은 하  4bits의 확인코드로써 하  4bits를 1's complement 

하여 데이터를 수신한 서버 혹은 디바이스에서 데이터가 

송되는 동안에 데이터가 변형되었는지 확인한다. 데이터가 

제 로 수신되었다면 0000(2)을 송신 측에 송하고, 데이터

가 제 로 수신되지 않았다면 1110(2)을 송신 측에 송하

여 재송신을 요청하도록 하 다.

Fig. 15. Process in Normal Situation

분 장과 분 원 디바이스가 분 로 구성된 내부 네트워

크에 들어오기 해서는 WPAPSK+AES 방식으로 암호화된 

AP에 속을 시도한다. 암호화 인증을 완료하고 내부 네트

워크로 들어오게 되면, 분 장과 분 원의 디바이스는 TCP 

연결을 통하여 서버로 속하기 해 소켓을 생성하고, 서

버인 라즈베리 이의 IP로 연결을 요청한다. 서버는 속요

청을 받게 되면 미리 지정된 분 장과 분 원의 IP인지 확

인을 하고, 확인이 완료되면 각각의 임무에 알맞은 객체를 

생성한다. 분 장과 분 원의 속이 완료되면 각각의 디바

이스에 따라 수신 기 모드 혹은 송신 기 모드로 들어가

게 되는데, 이때 분 장이 동작 신호 코드를 서버로 송신하

게 되면 수신한 서버에서는 코드가 제 로 수신되었는지 확

인한다. 수신한 코드가 이상이 없다면 송신 측으로 0000(2)

을 보내 수신이 정확히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수신한 코드

에 이상이 있을 경우 1110(2)을 보내어 송신 측으로부터 재

송신을 요청한다. Fig. 15는 동작 인식 코드 송 시 데이터

가 오류 없이 송되는 상황을 나타낸다.

Fig. 16은 동작 인식 코드 송 시 데이터 변형의 오류가 

발생될 때 재 송요청 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Fig. 16. Exception Handling in Abnormal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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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결과

Fig. 17은 실험에 사용된 수신호 동작에 한 그림으로 

총 4가지 동작을 4명의 피 실험자가 실시하 다. 

4명의 피 실험자는 각 동작에 해 20번씩 동작을 수행하

으며 동작이 성공 으로 인식된 경우 수행한 동작 이름이 

출력되고 실패의 경우에는 수행한 동작과는 다른 이름이 출

력되거나 “not detected”라는 문장이 출력되도록 구 하 다. 

그 결과는 Fig. 18과 같으며 동작에 한 체 평균 인식률

은 88.82%가 나왔다. 인식률의 하는 보드의 발열  자이

로 센서가 정지 상태에서 발생하는  오차로 단된다.

Fig. 17. 4 Types of Hand Signals

Fig. 18. Result of Hand Signal Recognition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모션센서가 장착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군  수신호 송 시스템을 제안하 다. 제안 시스

템에서 사용되는 모션 인식 디바이스는 소형 아두이노와 

자이로센서  가속도 센서의 6축을 이용해 손의 회 만으

로 동작을 인식한다. 그리고 가벼운 밴드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휴 가 편리하고 진동센서를 통해 명령을 달

하므로 소음의 최소화와 무 의 이 이 있다. 한, 재 사

용되고 있는 일반 군용 디바이스와 비교했을 때 상 으로 

가격이 렴한 아두이노와 자이로센서 기반의 임베디드 시

스템을 사용하므로 경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서 진행한 실험에서 제안 시스템은 4가지 수신호에 해 평

균 으로 88.82%의 인식률을 보 다. 인식률 향상을 한 

향후 연구 계획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가 통합된 보드 외에 

독립된 자이로 센서와 가속도 센서로 구 된 디바이스로도 

테스트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알고리즘의 개선을 통

해 인식률이 높은 디바이스 구 을 하는 것이다. 기존에 제

안된 수신호 모션 인식 시스템들은 동작을 인식하고 구분하

기 한 방법에만 을 두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군 작  시에 운용 가능한 체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에

서 가치가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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