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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작을 통한 무선 Control

• 박휘수 (팀장)
- Deep Learning Algorithm

• 백성민 (팀원) 
- Doppler Radar Data Processing

• 이준표 (팀원) 
- Deep Learning Algorithm

• 김세훈 (팀원)
- Deep Learning Algorithm, Control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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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현재 사회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최대한의

접촉을 피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현재 택배가 건물 앞에 배달되고 배달 음식은 문 앞에 놓
고 가거나 심하게는 배달원의 건물 출입을 제제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람과 사람의
직접적인 접촉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접촉마저 기피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2020년 3월 18일 BBC 뉴스를 살펴보자면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공기의 이동이 없을 때 수 시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레스 재질의 표면에서는 2~3일동안 생존해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나 문 손잡이 심지어 각각의 사람의 핸드폰까지 사람의 손이 닿는 사물은 위험합니다.

• 개요
-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손이 닿는 이러한 기기들에서 사람의 손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자 손동작을 이용하여 무선

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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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CW Radar를 통하여 손동작의 Doppler 신호를 측정하여 Spectogram을 얻는다. 이후, 측정된 Spectogram을

Deep Learning의 Trainging Data로 사용하여 손동작을 인식한다.
- 인식되어진 손동작을 통해 리모콘의 음량 및 채널, 전원 버튼을 직접적인 터치없이 제어할 수 있다. 

• 장점
- Untact 시대에 맞추어 리모콘의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고 버튼을 누를 수 있다.
- Camera를 사용하지 않고 Radar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초상권의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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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10.12 ~ 10.16 구체적인 아이디어 제시

10.19 ~ 10.30 손동작 Data 측정 및 손동작 인식 Algorithm 구현

11.02 ~ 11.09 Deep Learning 및 Algorithm 검증

11.12 ~ 11.24 Algorithm FPGA 구현 및 검증

11.25 ~ 11.27 제품화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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