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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연구는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워치와
근전도 모듈의 융합에 착안하여 손목 부근의 근전도를
이용하여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하고자 하였다. 근전도
신호의 패턴은 왼 손목 힘주기, 오른 손목 힘주기, 양
손목 힘주기 총 3 가지로 각 패턴의 신호가 역치 값을
넘었을 때, Bluetooth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여 드론
을 좌, 우, 앞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어하였다. 연구
결과 스마트워치와 근전도 모듈을 결합하여 스마트워치
착용 시 제스처를 이용한 드론 제어 가능성을 확인하였
(그림 1)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
다.
1. 서

2.2 송신부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드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그
활용성도 다양해지고 있다. 물류 배송, 감시, 측량, 항
공 촬영, 군사용 등 많은 분야로 활용이 되고 있다[1].
드론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들 가운
데, 생체신호와 드론을 접목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그중에서도 근전도(Electomyogram, EMG)
를 사용하여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
근전도란 근육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로
피부 표면에서도 쉽게 측정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의사
를 반영해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생체신호여서 많은 연
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생체신호 중 하나이다[3-4].
암밴드의 경우, 다양한 동작을 인식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근전도와 암밴드를 활용하여 드론을 제어하는 연
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가격이 높고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
다[5].
따라서 본 연구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 워치와 근전도 모듈의 융합에 착안하여 손목의
근전도로 드론을 제어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본

송신부에서는 사용자의 근전도를 측정하고 이를
MCU에서 ADC변환을 해준 뒤, 사용자에게 맞는 역치
값을 계산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힘을
주었을 시 역치 값을 넘기면 Bluetooth로 데이터를 송
신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Bluetooh통신을 사용하
기 위해 HC-06을 사용하였고, 이 센서의 최대 통신 거
리는 10 M이다. 전송하는 데이터는 좌, 우, 앞 3가지
로 나누어 전송하도록 구성하였다.
2.2.1 EMG 측정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치와 근전도 모듈의 융합을 실
험해 보기 전 스마트 워치의 착용 위치인 사용자의 손목
부근에 근전도를 측정하였다. 양 손목에 근전도 모듈을
하나씩 부착하여 총 두 개의 근전도 모듈을 사용하였다
(그림 2). 근전도 신호의 패턴은 왼 손목 힘주기, 오른
손목 힘주기, 양 손목 힘주기, 총 3가지로 구성하였다.

론

2.1 시스템 개요

본 연구에서는 PSL-iEMG(소형 1채널 근전도 모듈)
모듈을 이용하여 근전도를 측정하였다. PSL-iEMG 모
듈은 증폭도 500을 가지고 10 Hz 이하 200 Hz 이상
의 주파수를 차단한다. 근전도 모듈을 통해 측정된 아날
로그 신호를 Arduino UNO R3에 샘플링 주파수 400
Hz로 처리하였다. ADC로 변환된 근전도 신호 중 힘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역치 값 이상이 측정될 시 송신부에
서 Bluetooth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였고 수신부에서
이에 맞는 PWM 값을 변경하여 드론을 동작시켰다(그
림 1).

(그림 2) 양 손목에 근전도 측정 전극을 부착한 모습
2.2.2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직류성분만큼 이동된 근전도
Raw 신호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DC offset을
제거하였다. DC offset을 제거하기 위하여 근전도 신호
의 평균을 구해 그 값을 이용하여 근전도 신호의 기준점
을 변경하였다. 또한 보다 정확한 근전도 값의 진폭 정
보를 도출하기 위하여 김서준 외 3명[6]의 Root Mean
Square(RMS)의 신호처리 기법을 참고하였다.

- 47 -

근전도 신호에 절댓값(Absolute)을 취하여 근전도 신
호를 정량화 시켰다(그림 3).

2.2.4 데이터 전송

데이터 전송은 Bluetooth통신을 사용하였고, 좌, 우,
앞, 3가지 신호를 수신부로 전송하도록 구성하였다. 사
용자가 왼쪽 속목에만 힘을 주었을 때는 좌, 오른쪽 손
목에만 힘을 주었을 때는 우, 양쪽 손목 모두 힘을 주었
을 때는 앞이라는 데이터를 전송하여 드론을 동작시킨
다.
2.3 수신부

수신부는 송신부에서 보내온 데이터에 맞추어 드론을
동작시키고, 좌, 우, 앞, 3가지의 데이터를 받으면 해당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a)

2.3.1 드론의 동작 원리

드론은 4개의 모터와 프로펠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프
로펠러의 양력으로 비행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드론
은 RB022를 사용하였다. 드론의 움직임은 4개의 프로
펠러의 속도를 달리해서 제어하는데 이는 PWM으로 제
어하였다. 하얀색으로 표시된 프로펠러는 고속 회전을
뜻한다(그림 5).

(b)

(c)
(그림 3) 근전도 신호 처리.
(a) 근전도 Raw 신호, (b) DC offset을 제거한 신호,
(c) 절댓값을 취한 신호
2.2.3 데이터 인식

근전도 신호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맞춤
형 역치값을 설정하였다. 역치 값은 {(힘을 주었을 때
근전도 값)-(힘을 주지 않았을 때 근전도 값)}*0.8로
계산하였다. 피험자 6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각 피
험자들이 적당한 힘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역치값이 0.8
로 나타났다.
힘을 주었을 때와 힘을 주지 않았을 때의 차이로 사용
자의 근전도 값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알 수 있었다. 사
용자가 힘을 주었을 때의 값보다 낮게 역치 값을 설정하
여 적당한 힘으로도 드론이 작동되게 하였다. 또한 사용
자가 원하지 않았을 때 근전도 신호가 역치 값 이상을
넘어가 드론이 오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위치를 통
해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였다. 초기 작동 시, 양 손목에
힘을 3초간 주어야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 안전
성을 높였다. 이후, 실제 근전도의 전압(V)을 측정하기
위해 증폭도를 제거하고 실행 화면에 값을 출력하였다
(그림 4).

상승

전진

오른쪽 이동
왼쪽 이동
(그림 5) 드론의 비행 원리
3. 결

과

본 연구는 평상시, 힘을 주었을 경우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마다 다른 역치 값을 구하였다. 아래의 <표 1>은
사용자에 따른 근전도 값과 역치 값 결과이다. 평균 연
령 23.83세의 남, 여 각각 3명에게 근전도 모듈을 부착
하고 개인별 역치 값을 구하였다. 사용자마다 다른 역치
값을 설정해줌으로써 보다 정확한 드론 제어를 가능하도
록 하였다.
(그림 4) 드론 제어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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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용자에 따른 근전도 값 (단위 mV)

상승

전진

오른쪽 이동
왼쪽 이동
(그림 6) 드론의 동작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의 손목 근전도 신호를 이용하여
드론을 제어하였다. 근전도 모듈은 양 손목에 하나씩 부
착하여 총 2개의 모듈을 사용하여 근전도를 측정하였으
며 또한 사용자마다 다른 근전도 값에 대비하여 사용자
가 바뀔 때마다 사용자에 맞게 역치 값을 변경해주는 알
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근전도를 이용하여 드론의 움직임
제어는 잘 구현되었지만 드론의 중심을 잡는 PID 제어
가 구현되지 않아 드론의 중심이 잘 잡히지 않았다. 이
에 드론에 줄을 묶어 강제로 중심을 잡았다. 또한 근전
도 모듈을 2개만 사용하여 총 3가지의 동작만 인식이
가능하였는데 차후 근전도 모듈이 추가된다면 다양한 동
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로 향후 스마트 워치와 근전
도 모듈의 융합을 통해 손목 근전도를 이용하여 스마트
워치의 착용만으로 보다 간편하게 제스처 형식의 제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IoT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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