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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동작 정보는 human-computer interaction 에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이때 사용자의 의도 파악은 주로 움직임의 가속도 정보를 통해 분석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의 움직임은 등속 운동 및 미미한 가속도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는 사용자의 모든 움직임을 검출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interaction 을 위한 새로운 인터페이스 방식을 제안하고 이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중력을 기구부의 복원력으로 활용하여, 초기화와 같은 가속도계 

기반의 IMU 의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비교적 간단한 움직임으로도 다양한 신호 

패턴을 생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Abstract  In general, gestures can be utilized in human-computer interaction area. 

Even though the acceleration information is most widely used for the detection of 

user’s intention, it is hard to use the information under the condition of zero or 

small variations of gesture velocity due to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accelerometer.  

In this paper, a natural interaction method which does not require excessive 

gesture acceleration will be described. Taking advantages of the gravity, the 

system can generate various types of signals. Also, many problems such as 

initialization and draft error can be solved using restorative uprighting force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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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Gesture 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의도를 표현하는 

목적을 가진 양식화된 움직임(stylized motion)으로 볼 수 

있다[5]. 이러한 동작을 인식하고자 가속도계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최근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신호의 적분 또는 이중 적분 신호를 

활용[1,7]하거나, 원 신호 패턴을 활용[3,9]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용되는 

손에 쥐어지는 주로 펜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다[1,7,8]. 

대표적인 장치인 Nintendo Wii game console 의 경우 

gesture 기반의 interaction 을 손에 쥐어지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사용자 동작 기반 상호작용(gesture-based interaction)의 

경우, 가속도 신호 자체만으로 사용자의 등속 움직임(또는 

미미한 속도 변화) 등과 같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모든 동작을 검출해 내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인터페이스 장치를 제안한다. 

2. 기존 접근방식에 대한 고찰 

가속도를 수반하는 사용자의 움직임은 패턴 인식을 통해 

interaction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실제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 유발되는 가속도 정보를 측정, 분석하고자 

기존 마우스에 다음의 그림처럼 가속도계를 추가하여, 예비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움직임 특성 측정을 위한 시스템 

 

위의 마우스 시스템은 사용자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되는 

커서의 이동 정보뿐 아니라 동시에 x, y 축의 가속도 

신호를 저장하여 다음의 조건에 따른 사용자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조건 1: 가속도 신호 생성을 위한 의도적 움직임 

2) 조건 2: 자연스러운 움직임 

 

다음의 일련의 그래프는 수평, 수직방향 각각 10 회 이동을 

통한 커서 궤적 및 마우스 자체의 2 축 가속도 신호의 

측정으로부터 얻어진 것이다. 그래프(그림 3)에 보이는 

위상차는 가속도 신호의 low-pass filtering 을 통해 

생기는 delay(≈ 40ms)에 기인한 것이다. 조건 2 의 

데이터는 정규화(normalized)된 신호의 그래프 도시가 

아닌 상대적 진폭 크기 비교를 위해 표 1 에 기록되었으며, 

이후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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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측정된 수직 수평 움직임(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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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수평방향 움직임에 대한 비교(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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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수직방향 움직임에 대한 비교(조건 1) 

위와 같이 마우스의 속도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유의미한 가속도 신호를 얻을 수 있어, 해당 신호를 

마우스 및 조이스틱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의 표 1 은 각각의 조건에 따른 커서 움직임 폭에 대해 

정규화된 축 별 가속도 신호 값을 보이고 있다.  

표 1. 조건(1, 2)에 따른 가속도 신호 비교 

Condition x y 

1 3.9501 7.8056 

2 2.104 3.6508 

비교 5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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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의 데이터와 실험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사용되는 힘은 의도적 움직임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사람의 움직임 전부가 가속도 정보를 

유발하지 않아 해당 동작 모두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입력 수용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게 된다.  

3  System 

3.1 시스템의 개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nteraction 수단은 2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의 모든 움직임이 유효한 가속도 정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하며,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1) 자연스러운 interaction 을 위해 중력 가속도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에 기초  

2) 비균일(nonhomogeneous) 질량 밀도 분포를 

활용한 기구적 설계를 통해 중력을 장치의 

복원력으로 사용 

A. 원점 초기화 

B. Zero input  

C. 다양한 신호 생성 
 

3) 회전 중심의 변화를 통한 입력 방식의 변경 기능 

 

위의 기술된 특징들은 3.3 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게 된다. 

 

3.2 시스템 

제안하는 시스템은 x, y 축의 가속도 정보를 활용하며, 

microcontroller 를 포함한 하나의 단일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다음의 그림은 시스템의 구성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4 기계적/전기적 시스템 구성도  

 

패키지화된 소형 시스템은 3.3 장에서 기술될 다양한 신호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3.3 시스템의 특성 

3.3.1 중력가속도 정보 활용 

중력 가속도 성분은 tilt 를 이용한 장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3,4,9]. 이는 중력이 어느 곳에서나 Z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장치의 기울임에 따른 각 

축별 가속도 신호의 변화를 interaction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도 이와 같은 tilting 

방식에 근거를 하지만, desktop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tabletop interface 의 형태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후 

기술될 여러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이 경우 팔과 손의 

지지(arm and wrist support)가 가능해져 작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2], 안정적인 interaction 이 가능해 지는데 

이는 아래팔의 지지는 앉아서 수행하는 작업에 있어 upper 

part of the musculus trapezius 의 load 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그림 5-1 은 이러한 

특징을 살리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정보 입력 방식을 

보이고 있다. 이 때 사용자는 wrist support 를 책상에 

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기본 2 자유도 입력을 가할 수 있게 

된다.  그림 5-2 의 경우는 키패드와 제안된 시스템을 

병행하여 고자유도의 정보 입력을 가하는 예를 보이고 

있다. 제안하는 조합은 기존의 키보드와 마우스의 조합으로 

1 인칭 시점 게임(First-person shooter)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식을 대체할 수 있다. 

 

그림 5-1 기울기를 이용한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정보입력 (정밀파지) 

 

 

그림 5-2 시스템과 키보드의 병행 사용을 통한 

3 차원 공간 제어 예시 

위와 같은 제어의 조합을 통해 가상 화면에서 피조작물의 

롤(roll), 피치(pitch), 요(yaw)와 같은 자세 정보를 

trasisition 과 병행하여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3.3.2 장치 원점 복원력 

또한 시스템은 중력 성분을 복원력(restorative uprighting 

force)으로 하여 직립(self-righting feature)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는 가속도계를 사용하여 동작의 feature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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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함에 있어 이슈가 될 수 있는 원점 초기화 문제와 

zero input 입력을 용이하게 해결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점 초기화 

가속도계를 활용함에 있어 공간 뿐 아니라 평면 위에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절대적 초기 위치 값을 설정하기는 

장치의 특성상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장치가 특정 각도로 

되어 있지 않으면 reference 신호 값이 중력 성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draft error 등과 같은 

에러 성분 등을 고려하면, 절대적 초기 위치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비균일 질량 밀도 분포를 활용하여 이러한 점들을 

용이하게 해결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Zero input for stable operation. 

중력에 의한 복원 움직임은 사용자에게 kinesthetic 

feedback 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생성하지는 

않으나, stable operation 을 위한 zero input [11]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Zero input 을 포함한 static 

input 은 일반적인 가속도계를 활용한 장치에서 얻기 

어려운 특성들 중 하나이다. 제안된 시스템의 기구적 

구조는 원점 초기화의 경우에서처럼 zero input 을 

용이하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다음은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여 특정순간에서의 zero input 을 overshoot 

없이 생성하는 예를 보이고 있다. 화살표 부분은 각 축 

별zero input 이 시작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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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특정 순간에서의 zero-input 의 예 

 

다양한 신호의 생성 

다음의 생성된 신호는 특정 부분(화살표)에서, 손의 장치 

release 에 뒤따르는 복원력에 의해 생기는 가속도 신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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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Release 이후의 Overshoot 으로 인한 

다양한 패턴 생성의 예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패턴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의 컨트롤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방법을 통해 적절한 parameter 의 조합으로 irregular 

primitive signal 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3.3.3 순간 회전 중심의 전환 

본 논문에서는 2 차원 상에서 생성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의 생성을 위해 사용자는 

회전 중심을 달리하여 입력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7 에서는 순간 회전 중심이 위와 아래에 있는 두 가지 예를 

보이고 있다. 장치의 무게 중심은 중하단부에 공통적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림 7-1 회전 중심이 시스템 base 부근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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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회전 중심이 시스템의 top 부근에 

위치한 경우 

 

다음의 data 는 위의 각각의 방식을 통해 입력한 data 를 

보이고 있다. 15 초 미만의 데이터는 순간 회전 중심이 

장치의 무게중심 아래에 위치한 경우이며, 그 이후의 

데이터는 무게중심 윗 부분에 위치한 경우의 예를 보이고 

있다. 데이터의 편차를 통해 후자의 경우가 보다 규칙적인 

데이터 생성에 유리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가 

고정되는 경우 base 부분의 미묘한 병진 

이동(translation)이 발생되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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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수평방향 움직임에 대한 비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중력을 복원력을 이용한 정보 

생성방식은 위에서 논의된 새로운 특징을 갖고 있어, 

다양한 응용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4. 고찰 및 further work 

정보/ 기기/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융합과 TV 화면의 

대형화는 가정 내 대형 화면이 설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실을 가정 생활의 중심에서 가정 정보화의 중심으로 

바꾸게 되는데, 이 경우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1:N 의 상호작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 이와 같은 

공공의 interface 는 정서적인 거부감의 최소화와 별도의 

사용법 학습 없이 사용 가능해야 한다는 직관성의 

전제조건을 갖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안된 

Sony 의 'Apple remote'는 기능성 뿐 아니라 감성적인 

설계를 통해 상기 제시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 본 

논문의 연장선 상에서는 제안된 '오뚝이' 형태의 장치의 

장식품으로서 갖는 친근감을 적극 활용하고, 동시에 

IPTV 등을 위한 remote controller 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해당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그림 9 애플 리모트 컨트롤[10]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가속도계를 이용한 interface 장치에 있어, 

중력을 복원력으로 하여 다양한 신호 패턴을 생성해 내는 

방법론에 대해 논의 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interaction 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부자연스러운 힘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비교적 간단한 움직임에 

의해 기본 2 자유도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게 

된다. 

2) 또한 원점으로 복원하는 기구적 성질로 인해, 

가속도 정보를 활용하는 장치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원점 초기화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  

3) 다양한 신호 패턴을 통해, 게임을 포함한 여러 

미디어 제어를 위한 새로운 정보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4) 양손 사용(ambidextrous manipulation)을 통해 

병진, 회전 운동의 구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양손 작업이 복잡한 작업에 

유리하다는 기존 연구[6]에 근거한다.  

 

이와 같이 제안된 interface 는 인체공학적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용이한 정보입력 방식에 근간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사용자층에 의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량적인 신호 생성/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interaction 방식으로의 가능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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