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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지화 인식에 최적화된 데이터 글러브 기반의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데이터 글러브

는 적은 수의 센서로 인식 속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한글의 지화 인식만을 위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저렴하게 설계되었다. 그에 따라 한글의 지화를 사용한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쉽게 적용할 수 있

을 것이 기대된다. 2개의 틸트 센서는 손의 방향을 인식하고 5개의 플렉스 센서는 각 손가락의 구부러진 

정도를 측정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k-means 알고리즘과 간단한 인덱싱 방식을 사용하여 한글의 기

본적인 음소 24개를 인식하는 실험을 하였으며 인식율은 80.27% 에 이르렀다.  

 

1. 서  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은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 중, 비언어적 표현은 의사 전달력에 

있어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적 표현의 이해는 전체의 35%만을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표정, 손짓,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  

수화는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언어이다. 손의 방향, 위치, 동작과 손가락의 모양을 

통해 약속된 의미를 가진 언어로써 사람은 수화를 

인식하게 된다. 수화는 동적인 손 제스처가 들어간 

수화와, 손의 형태만을 인식하는 지화로 나뉘게 된다. 

지화는 한글의 자음, 모음을 표현하는 음소단위로 

글자를 표현한다. 주로 이름, 상호, 번호 등 고유명사를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수화의 인식을 위한 데이터수집방법으로는 글러브 

기반과 영상기반이 있다.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은 

사용자에게 어떠한 기구적 부담도 가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가령 

하나의 카메라로 입력을 받을 경우 교합이 생겨서 

정확한 인식이 힘들고 환경에 의존적인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에 비하여 글러브 기반의 수화인식은 정확한 

데이터의 입력으로 인하여 영상기반의 인식방법보다 

데이터처리가 쉽고 인식율이 높은 편이다.  

현재 개발된 데이터 글러브로는 cyber glove, power 

glove, data glove, space glove 등이 있다[2-3]. 이런 

글러브들은 많은 어플리케이션의 입력장치나 

인터페이스로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글러브들은 

적어도 15개 이상의 센서를 사용하고 있다. 센서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도 

증가하게 되므로 시스템의 인식속도는 더 느려지게 

되고 데이터 글러브 자체의 가격도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시중의 글러브들은 수화 인식을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제안된 

글러브는 한글 지화의 인식만을 위한 글러브로써 

최소한의 센서를 사용하여 최적화 시켰다. 모든 지화는 

3방향의 손 동작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각 손가락에 

하나의 플렉스 센서를 사용함으로써 표현이 가능하다. 

손의 방향에 따른 그룹을 2개의 틸트 센서로 구분할 수 

있고 5개의 플렉스 센서로 손가락의 형태를 인식할 수 

있다.  

데이터 글러브를 이용한 수화인식의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Cemil Oz 와 Ming C.Leu[4]는 cyber 

glove 와 flock of birds 3D모션 트래커를 사용하고 인공 

신경망을 통하여 26개의 ASL(American sign language) 

알파벳으로부터 96%의 인식율을 얻었다. Honggang 

Wang [5]은 26개의 알파벳과 36개의 기본적인 손의 

형태로부터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사용하여 95%의 

인식율을 얻었다. 이 연구 역시 입력장치로는 cyber 

glove 와 flock of birds 3D 모션 트래커를 사용하였다. 

Jose L. Hemandez-Renollar[6]는 Acceleglove 를 

사용하여 22개의 수화로부터 99.3%의 인식율을 얻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화 인식에 적합한 글러브 

기반의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글러브는 2개의 

틸트 센서와 5개의 플렉스 센서로 입력을 받기 때문에 

다른 글러브에 비하여 저렴하고 데이터 처리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2개의 틸트 센서는 손의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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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여 k-means 알고리즘을 통해 24개의 음소를 

3그룹으로 나누고, 5개의 플렉스 센서는 각 손가락의 

굽혀진 정도를 측정하여 양자화 인덱싱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인식한다. 그에 더하여 

블루투스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느끼는 입력장치에 

대한 부담도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게 하였다. 제안된 

글러브는 지화를 이용한 많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된 

글러브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각 부분의 기능,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k-mean 알고리즘과 

인덱싱을 사용한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본다. 4장에서는 

제안된 글러브와 시스템의 실험결과와 실험결과에 대한 

분석을 논하고, 마지막으로 5장은 이후 연구와 결론을 

맺는다. 

 

2. 지화 인식 시스템 

 

본 논문의 지화 인식 시스템은 제안된 글로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성도는 

다음과 같으며, 그림 1 (a)는 데이터 글러브에서 

데이터의 흐름이고, (b)는 입력장치를 통해 받은 신호가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나타내어주고 있다.  

 

 
그림 1. 지화 인식 시스템의 구성도 

 

처음에 사용자의 움직임은 센서로부터 측정되어 

MCU(micro controller unit)로 보내지게 된다. 이 

데이터는 아직 아날로그 신호이지만 MCU를 통하여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된다. 이 신호는 블루투스 모듈을 

통하여 시스템으로 보내어 지고 시스템은 이를 

이용하여 인식을 시작하게 된다.  

그림 3 에서 보듯이 지화의 특성상 모든 음소는 

방향성이라는 특징을 통하여 4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먼저 2개의 틸트 센서로 4개의 그룹을 

생성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K-means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그룹이 분할되면 각 손가락에 설치된 

플렉스 센서의 값을 인덱싱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들과 매칭하여 인식을 한다. 

2.1 글러브 디자인 

제안된 글러브의 목적은 어플리케이션의 

입력장치로써 누구나 사용가능하고 부담 없이 접근하는 

것에 있다. 다른 글러브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과 적은 

수의 센서로 지화 인식 시스템뿐만 아닌 다른 

어플리케이션에도 적용하기 쉬울 것이다. 

글러브의 재질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안 쪽은 

면 재질의 장갑으로 사용자를 감전으로부터 보호하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였고 바깥 쪽에는 회로와 

센서를 부착시킬 수 있는 합성가죽의 재질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손가락에는 플렉스 센서가 위치하여 

손가락의 구부림 정도를 측정하며 손등에 위치한 틸트 

센서는 손의 가로와 세로 방향을 인식한다. 블루투스 

센서와 MCU는 글러브에 연결된 밴드에 설치되어 

착용감에 이상이 없게 하였다.  

플렉스 센서는 손가락의 구부림 정도에 따른 저항의 

변화를 측정한다. 제안된 글러브의 각 손가락에 설치된 

플렉스 센서는 전혀 구부러지지 않았을 때 10K ohm, 

90도 구부러졌을 때 3.5K ohm 값을 가진다. 이 값들은 

정해진 인덱싱 규칙에 따라 분할되어 LUT(look up 

table) 에 저장된다.  

틸트 센서는 손의 방향을 측정한다. 측정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60  에서 60  이고, 측정 오차는 0.1  

이다.  

 

 
그림 2. 제안된 글러브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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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데이터입력과 사용자 정보 측정 

글러브를 착용한 사용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측정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입력 된다. 이 데이터는 AD 

Converter를 통해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ATmega128을 거쳐 블루투스 모듈로 

전송된다. 각 신호는 4byte 이고 7개의 센서로부터 

28byte 에 1byte 의 검측 데이터를 더하여 29byte 로 

블루투스를 통하여 시스템에 전송된다. 

각기 다른 사용자 손의 정보를 일반화 하기 위하여 

시스템은 전처리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인식 과정에 

사용되게 된다. 

 

3. 한글의 지화 인식 

 

한글은 현존하는 언어 중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언어체계이다. 한글의 기본적인 구성은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24개 이상의 

음소가 존재하지만 제안된 시스템은 가장 기본적인 

24개의 음소만을 대상으로 한다[그림 3].  

그림 3. 한글의 기본적인 24 가지 음소 

 

그림 3 에서 보듯이 몇몇 동작들은 식별하기 어려운 

형태를 띄고 있다. 3장에서는 이러한 지화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인식하는 지에 대하여 기술한다. 

3.1 특징 선택과 추출 

제안된 수화 인식 시스템은 각기 다른 사용자 손의 

정보를 일반화 시키기 위하여 전처리 과정으로 

센싱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센싱은 사용자마다 

손의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 하기 위해 

구부린 정도를 측정하여 인덱싱 범위를 다르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10초의 시간 동안 사용자는 각 손가락을 

구부리고 피면서 최대 범위를 측정한다. 센싱을 마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그 사용자만의 LUT(look 

up table)에 저장되어 인식에 사용된다.  

각 지화를 인식하기 위해 시스템은 29byte 의 

데이터를 글러브로부터 입력 받는다. 첫 단계로 우리는 

2개의 틸트 센서를 이용하여 24개의 지화를 4개의 

그룹으로 분할한다. 손가락을 제외한 지화 동작의 

축만으로도 그룹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수행을 줄여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그룹을 

나누는데 빠른 수행을 보이는 K-means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그루핑 과정이 끝나면, 각 손가락의 플렉스 센서 값을 

비교하여 인식한다. 지화의 모든 동작은 손가락은 

완전히 펴진 상태, 반쯤 굽혀진 상태, 완전히 굽혀진 

상태로 나눌 수 있다. 플렉스 센서의 값의 범위는 최소 

400 에서 최대 800까지로 지화의 특성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3단계로 나누어 사용한다. 이로써 각 지화 

동작은 다섯 개의 플렉스 센서 값으로 표현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시스템의 속도를 개선하였다. 

3.2 K-means 알고리즘의 적용 

K-means 알고리즘(KM)은 1967년 J.MacQueen 이 

설계하였다[7]. KM 은 모든 데이터를 k개의 그룹으로 

분할한다. 각 그룹은 그 그룹의 모든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중심점을 갖고 있으며 단계가 적용될 때마다 

그룹의 값들과 계산되어 조금씩 변화한다. 몇 번의 

단계가 지나고 나면 중심점은 변하지 않고 최적화된 

그룹이 생성된다. 

그림 3 에서 모든 지화의 동작은 2개의 틸트 

센서로부터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ㄱ’, ’ㄴ’, ’ㅁ’ 이 그 예이다. 이렇게 나뉘어진 동작들은 

각 그룹의 고유 값을 가지게 되고 시스템에서는 틸트 

값 대신 이 그룹 값을 사용한다. 어떠한 입력 값이 

들어올 경우 모든 입력 값으로 모든 동작을 검색하는 

대신 그룹 값을 사용하여 비교할 대상을 줄이기 때문에 

속도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3.3 양자화 (quantization)를 통한 인덱싱인덱싱 

적은 수의 센서를 사용하지만 값의 범위가 큰 5개의 

플렉스 센서 값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인식한다는 

것은 시스템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많은 수의 지화 

동작들을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단한 양자화를 

통한 인덱싱 값을 사용하기를 제안하였다.  

표 1. 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인덱싱 값을 보여준다. 

플렉스 센서 값은 손가락의 구부러진 정도에 따라 

3단계의 양자화 과정을 거쳐 3개의 인덱스 값을 가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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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값은 센싱 과정을 통하여 각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인덱싱 값을 다시 지정해준다.  

 

표 1. 엄지손가락의 인덱싱 예 

 

 

 

 

 

 

 

표 2. 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지화의 

인덱싱 값들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싱 값들은 정확한 

지화의 동작을 샘플로 만든 정형화된 모델이다. 플렉스 

센서의 값 대신 인덱싱 값을 사용함으로써 인식 속도를 

한층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 

 

표 2. 데이터베이스의 지화 인덱싱 샘플 

 

 

4. 실험결과 및 분석 

 

4장에서는 제안된 지화 인식 시스템의 성능과 인식율

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실험은 수화를 

접해보지 않은 5명의 남녀가 3번씩 시행하였다.  

제안된 글러브와 지화 인식 시스템은 그림 4 와 같다. 

제안된 글러브를 착용한 채 사용자는 동작을 취하고 시

스템에 연결된 블루투스를 통하여 신호가 전달된다. 각 

실험자는 센싱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일반화 하며 실험

을 시작한다. 센싱은 실험자로부터 글러브에 익숙해지도

록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 5 는 지화 인식 시스템 모듈의 모습이다. 레벨 

부분의 “All” 버튼은 센싱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엄

지손가락부터 10초씩 데이터를 측정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 후 “Apply” 버튼을 누르게 되면 측정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적용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인식에 

사용된다. 그림 5 는 ‘ㅋ’ 이 인식된 모듈의 모습이다.  

 

 

그림 4. 지화 인식 시스템과 제안된 글러브의 실험장면 

 

지화 인식 시스템을 통해 수화를 처음 접해 보는 실

험자를 통해 산출된 시스템의 평균 인식률은 80.27% 

이다. 이미 입증된 다른 연구에 비하여 낮은 인식률을 

갖는다. 이는 그림 6 에서 보듯이 특정 음소의 낮은 인

식률로 인하여 발생한다. ‘ㄹ’ 과 ‘ㄷ’ 의 경우 동일한 

틸트 값과 인덱싱 값을 가지게 되어 ‘ㄷ’ 의 인식률이 

저조하게 산출되었다. 또 ‘ㄹ’ 과 ‘ㅅ’,’ㅕ’ 의 경우도 제

안된 시스템의 처리 미숙으로 낮은 인식률을 갖게 되었

다. 

 

 
그림 5. 지화 인식 시스템 모듈 

 

센서 값 인덱싱 값 

540 ~ 590 0 

591 ~ 691 1 

692 ~ 741 2 

손가락 

 

자음 

1 2 3 4 5 

손가락 

 

모음 

1 2 3 4 5

ㄱ 2 2 0 0 0 ㅏ 0 2 0 0 0

ㄴ 2 2 0 0 0 ㅑ 0 2 2 0 0

ㄷ 0 2 2 0 0 ㅓ 0 2 0 0 0

ㄹ 0 2 2 1 0 ㅕ 0 2 2 0 0

ㅁ 0 0 0 0 0 ㅗ 0 2 0 0 0

ㅂ 0 2 2 1 2 ㅛ 0 2 2 0 0

ㅅ 0 2 2 0 0 ㅜ 0 2 0 0 0

ㅇ 1 1 2 1 2 ㅠ 0 2 2 0 0

ㅈ 2 2 2 0 0 ㅡ 0 2 0 0 0

ㅊ 2 2 2 1 0 

 

ㅣ 0 0 0 0 2

ㅋ 2 0 2 0 0 

ㅌ 0 2 2 1 0 

ㅍ 0 0 0 0 0 

ㅎ 2 0 0 0 0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A)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B)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C)

2007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 34, No. 1(D)



 

그림 6. 제안된 시스템의 인식 결과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직접 제작한 글러브를 통한 한글의 지

화 인식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글러브는 지화 인

식 시스템에 필요한 최소한의 센서로 제작 되었으며 이

를 통해 인식 속도를 개선하고 가격을 내려 누구나 쉽

게 접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시스템 자체의 성능

도 적은 데이터에 유용한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한

층 더 빠르게 하였다. 이런 간단한 글러브는 다른 어플

리케이션에서도 어떠한 전처리 없이 간단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어떤 글러브보다 확장이 용

이하다. 특히 한글의 수화 인식 시스템의 경우 현재 최

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할 것이라고 보여진

다.  

그러나 현재 제안된 글러브는 몇몇 지화에 대하여 올

바른 인식을 하기 힘들게 제작되어 있다. 부착된 7개의 

센서의 값이 같을 경우, 예를 들어 ‘ㄹ’ 과 ‘ㄷ’ 의 경우 

가 그 예이다.  

이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압력 센서를 

손가락 사이에 부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

리고 초음파 센서를 부착시켜 틸트 센서로 구분할 수 

없는 손의 방향을 식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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