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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사람이 근하기 힘든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로  팔이 사람의 손 동작에 따라 동작하

는 로  팔 제어시스템을 구 하 다. 외선 센서와, 상인식 센서를 이용한 립모션 센서를 사용해 사람 손

의 좌표를 추출 후 맵핑하고 블루투스 통신을 통하여 로  팔에게 송하여 동작하도록 하 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robot arm control system was implemented that is operated by human hands, which can be used in environments that are inaccessible 

to humans. This function has to be sent to the robot's arms after extracting coordinates of human hands. Through mapping and bluetooth communication we 

use a leap motion sensor with infrared light and Image recognition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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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에 와서는 인간이 깊은 심해에서의 작업이나 

우주공간의 탐험 등과 같은 인간이 직  작업하는 것

이 제한된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겨

나고 있다[9]. 제한된 환경에서의 작업은 언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주 의 환경변화를 

항상 주시해야하며 그에 한 한 응을 해줘야

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해진 로그램에 따라 반복 

작업하는 일반 인 산업용 로 으로는 한 작업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 능동 으

로 처 가능한 로 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한 

방법으로 원격제어 방식의 로 이 제시되고 있다

[2-3]. 원격제어 로 은 작업자의 안 을 보장함과 동

시에 작업간의 상황 변화에 따른 능동 인 응을 가

능하게 한다[4-6]. 따라서 인간이 직 으로 근할 

수 없는 우주공간이나 심해 와 같은 곳에서 유용하

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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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스템 구성

원격제어 방식의 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다. 

정필성 외 1인은 청각 장애인의 보조기구로서 의사소

통을 한 지화 번역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지화 입력 수단으로 손가락 모양과 손동작을 추 할 

수 있는 립 모션을 사용하 다. 청각 장애인과의 의사

소통이 용하지만 근거리에서 마주보며 화해야 하며 

교육이나 직업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에는 제한 이

다[10].

본 연구에서는 고 험 장에서의 업무를 인간에게 

익숙한 손동작으로 원격 제어를 통해 로 에게 신 

할 수 있도록 구 하고 그에 한 시로 소형 물체

의 이동을 시연하고자 한다.

2.1 소 트웨어 구성도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로  팔 제어를 구 한 소

트웨어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립모션이 사용자 손의 

좌표를 추출하면 추출한 데이터 값을 0~180 숫자 값

으로 맵핑하여 아두이노로 송 후 X, Y, Z축을 담당

하는 각 서보모터에게 각도 값을 출력하도록 하고, 집

게 구동부의 서보모터는 인식된 손동작에 따라 사용

자의 손의 오므린 정도를 0~5단계로 구별한 후 2단계

이하의 확실히 오므린 손동작을 취했을 때 집게를 작

동하도록 구 하 다[8].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로  팔 X, Y, Z 좌표 값 

출력을 구 한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좌표 값이 

바 면 2번의 기회를 주고 동작을 실행하기 에 기

회를 소모하게 되며 좌표 값이 바 지 않거나 코드가 

공회 을 하게 되면 남은 기회를 소모하게 되어 기회

를 모두 잃으면 서보핀을 해제하여 필요 없는 동작을 

차단하도록 구 하 다.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로  팔 집게의 구동을 구

한 알고리즘을 나타낸 것이다. 제스처 값이 2단계 이

하인 경우 OK변수 값을 1씩 추가한다. 이 게 추가

된 OK값이 3이상이 될 경우 집게를 오므리도록 서보

모터에 97도 값을 출력한다. 그러나 한번이라도 3단계 

이상이 입력되는 경우 OK값은 기화 되어 센서의 

오류나 잡음을 최소화 시키도록 구 하 다. 이는 2단

계 이하일 때 3단계 이상이 입력되는 오류보다 3단계 

이상일 때 2단계 이하가 입력되는 오류가 더 빈번함

을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림 1. 소 트웨어 알고리즘
Fig. 1 Software algorithm

2.2 하드웨어 구성도

그림 4는 립모션 센서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노트북

으로 가공하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페어링 된 HC-06

으로 데이터를 송신하면 HC-06은 수신 한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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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로 달한다[7]. 아두이노는 달받은 각 좌

표 값에 따라 모터드라이버에게 PWM신호를 제공하

고 이를 통해서 로  팔을 제어한다.

그림 2. 좌표출력 알고리즘

Fig. 2 Coordinate output algorithm

Ⅲ. 실험  고찰

그림 5는 연구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만든 시작품

이다 본 시작품을 통하여 통신 거리와 좌표 수신을 

실험하 고 구 한 알고리즘의 정확도와 동기화율을 

실험하 다.

3.1 통신 실험

립모션이 손의 좌표 값을 인식하는 것을 실시간으

그림 3. 집게구동 알고리즘

Fig. 3 Hand action algorithm

그림 4. 하드웨어 구성도
Fig. 4 Hardware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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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하기 해 시리얼 통신 실험을 하 다. 통신 

속도는 9600bps이며, 패리티비트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음으로 설정하 다. 이 실험을 통

해 그림 6에서 보인 바와 같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좌표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로 팔 시작품
Fig. 5 A trial product

그림 6. 통신 실험
Fig. 6 Communication experiment

표 1은 각 거리에 따른 블루투스 통신의 성공여부

를 확인한 결과이다. 통신 간 장애물이 없는 개방공간

에서 1미터 간격으로 통신 측정을 한 결과 1~60미터

까지는 원할한 통신이 가능하 다. 70미터부터는 통신

이 불안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istance(m) Success or Failure

1 O

2 O

3 O

4 O

5 O

10 O

15 O

20 O

30 O

40 O

50 O

60 O

70 X

표 1. 블루투스 통신거리(개방공간)

Table 1. Bluetooth communication range(open space)

3.2 좌표 값 동기화 오차 실험

본 실험은 립모션 센서가 인식한 손의 이동거리에 

따른 로  팔 각도 변화의 오차율을 테스트하기 한 

실험이다. 립모션의 인식범 에 따라 상되는 각도변

화를 계산하고 실제 립모션이 인식하는 손의 이동거

리를 측정하여 그에 따른 로  팔의 각도변화를 체크

하 다. 실험차수에 따라 달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

험은 각 좌표당 5회씩 진행하 고 인식범 의 끝에서 

오차를 알아보기 해 3부분으로 60도씩 나 어 측정

하 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X의 오차율은 1.1%로 측정되

었으며 Y좌표의 오차율은 차수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며 평균 으로 약 5.3%의 오차가 발생하 다. 그

리고 Z좌표는 오차가 비교  크게 나타나 6.8%에 가

까운 오차가 발생하 다. 따라서 체 으로 X<Y<Z 

순으로 오차가 심하게 발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고 인식범  끝에서의 오차는 X좌표의 경우 60~120

도 사이, Y와 Z좌표의 경우 60~180에서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3.3 로 팔 구동 실험

본 실험은 로  팔의 손동작 인식률, 통신지연시간

과 사용자 의지 로 로  팔 조종이 가능한가의 실성

능을 테스트하기 한 실험이다. 로  팔로 아령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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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 세운모양의 특정 오 젝트를 A지 부터 B지

까지 옮기는 실험으로 성능테스트를 하 다. 실험결과 

로  팔이 사용자 손과 거의 일치하게 동기화 되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된 실험실패의 원

인으로는 집게구동부와 립모션 센서의 인식범  때문

인 것을 표 3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민감한 센서의 

사용이므로 사용자의 로  팔 조종 숙련도에 따라 성

공률이 다소 차이가 난다.

Distance
(cm) per 
angle(°) 

Theoretical 
Value

Trial

Distance(cm) 
per angle(°) 

Experiment Value Error 

Rate 

(%)
0~
60

60~ 
120

120~
180

X 4.1°

1 4.2° 3.9° 4.1° -0.7

2 4.4° 3.8° 4.3° 1.7

3 4.1° 4.0° 4.3° 0.1

4 4.2° 3.8° 4.2° -0.7

5 4.4° 4.1° 4.0° 2.0

Y 6°

1 6.0° 5.5° 5.0° -8.3

2 6.0° 5.7° 5.7° -3.3

3 5.8° 5.7° 5.5° -5.2

4 5.9° 5.6° 5.7° -4.7

5 5.8° 5.5° 5.8° -5.2

Z 4.7°

1 4.6° 4.2° 4.1° -8.5

2 4.4° 4.4° 4.2° -7.8

3 4.6° 4.5° 4.2° -6.0

4 4.5° 4.6° 4.4° -4.4

5 4.4° 4.3° 4.3° -9.3

표 2. 좌표 동기화 실험

Table 2. Coordinate synchronizing test

Trial
Success or 

Failure
Comment

Success 

rate

Trial1 O •

70%

Trial2 O •

Trial3 X A gap in a hand

Trial4 O •

Trial5 X grap fail

Trial6 X
Out of sensor’s 

recognition

Trial7 O •

Trial8 O •

Trial9 O •

Trial10 O •

표 3. 오 젝트 이동 실험

Table 3. Object move experiment

Ⅳ. 결론 

본 논문은 립모션을 이용해 사용자 손의 좌표 값을 

획득하여 사용자 손의 움직임을 그 로 모방해 따라 

하는 로  팔 원격제어 시스템을 소개하 다. 

그 결과 손의 치와 무선 실시간 동기화를 구  

하 다. 연구결과를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립모션의 X, Y, Z 축의 인식범 가 각

각 달라서 추출값을 통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서

로 다른 립모션의 범 를 체 으로 0~180 사이로 

맵핑함으로써 립모션의 인식범 를 각도로 바로 체

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둘째, 잡음에 의한 센서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해 

조건에 맞는 좌표를 연속 으로 3회 이상 획득하 을 

시에 집게를 오므리도록 로그램을 구 하 다.

셋째,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70m 내에서는 무

리없이 동작한다.

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집게의 악력 하 

부분과 로 팔의 자연스러운 구동부분, 과도한 민감도 

등을 보완한다면 실 으로 운용이 가능한 기술이 

될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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