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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스처 인식 및 분류를 위한 컴퓨터 비전 분야의 

다양한 알고리즘들은 최근 SVM,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높은 인식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알고리즘은 모바일 환

경과 같은 낮은 성능의 하드웨어를 가진 특수한 상황

에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을 가진다. 특히, 게임과 같

은 응용분야의 경우 실시간 렌더링, 물리연산 등 게

임 구현에 필요한 시스템 자원을 미리 사용함으로서 

별도의 정교하고 높은 인식률의 제스처 인식 알고리

즘을 적용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게임 어플리케이션의 내부 연산량이 높을수록 실시

간 렌더링을 수행하는데 처리 속도가 낮아지며 이는 

게임 전체의 프레임 저하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불편을 제공하거나 콘텐츠의 질이 저하되는 원인이 

된다.

최근 XBOX와 같은 게임전용 콘솔의 경우 카메라 

영상과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활용한 Kinect라 불

리는 동작인식 분야를 개척해왔지만, 제스처 인식에 

있어서 아직까지 폭 넓은 적용이 시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이 같은 기술이 동작을 인

식 하는데 기본적으로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와 같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준비된, 학습된 

데이터로부터 임의의 복원 추출과정을 통해 신체 관

절사이의 조인트 정보를 예측하는 형태로 동작한다

[1]. 통상 이 같은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데이터, 빅 데이터가 필요하며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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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양의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최근 또 다른 소형 동작인식 기

기로 각광받는 Leap Motion과 같은 경우, 3D 모션센

서를 통해서 들어온 3D 영상 데이터를 적절하게 처

리하여 실시간으로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

이 가능해졌다[2]. 이 같은 하드웨어들의 정확도나 

인식률은 여러 알고리즘의 활용과 조합에 의해 재구

성되며, 실생활이나 게임과 같은 콘텐츠에서 활용되

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인터페이스를 유도하고 보다 

나은 인식률을 낼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많은 곳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3].

본 논문에서는 데스크탑, 모바일 환경 기반의 게

임 콘텐츠와 같은 환경에 제스처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실시간 인식 및 분류를 위한 알고리즘의 

개선, 적용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2장에서 기존의 제스처를 분류하는 방법

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아본다. 3장에서는 k-

Nearest Neighbors Algorithm을 활용하여 입력데이

터의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인식률을 효과적으로 개

선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개선

된 알고리즘이 타탕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게임 어플

리케이션에 적용했으며, 입력벡터에 따른 프레임 수

와 제스처의 인식률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

였고, 제시한 알고리즘을 평가한다. 5장에서 실험 결

과로부터 결론을 맺으며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이  론

2.1 선행 연구

데스크탑은 마우스를 이용하는데 반해 모바일 환

경에서는 사람의 손가락으로 터치스크린을 통해 플

레이를 하게된다.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은 제스

처에 대한 인식과 분류를 진행한다. 모바일 환경의 

경우 터치스크린 멀티터치 환경의 특성상 손가락 하

나만을 통한 제스처가 아닌 여러 개의 손가락을 통해 

유저의 제스처가 시행될 수 있다[4]. 이것은 제스처

를 분류하는데 있어 인식 방법 및 인식률에 있어 밀

접한 관련을 가진다. 세부적인 모양이나 숫자를 입력

하는데 있어 단순히 하나만을 입력하는 것이 아닌,

여러 종류의 패턴을 입력했을 때 들어온 입력 벡터의 

개수, 모양에 따라 예측한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Stroke[5]라는 키워드를 통해 많이 찾

아볼 수 있으며 최근 들어 다양한 알고리즘으로 활용

되며 계속 이어져왔다.

선행 연구에서는 총 16개의 모양으로 실험했으며 

slow(시간은 느리지만 인식률이 높은 제스처), me-

dium(적당한 시간과 인식률을 나타내는 제스처),

fast(시간은 빠르지만 인식률이 낮은 제스처)로 분류

하여 각각 10개씩 3분류로 총 480개의 제스처로 분

류,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에 쓰인 알고리즘은 k-

Nearest Neighbors Algorithm과 유사함을 보이며 

비교 알고리즘으로 DTW(Dynamic Time Wrap-

ping), Rubine이 사용되었다[5].

Fig. 2의 실험결과는 입력벡터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slow로 분류되며, 모양에 따라 실행시간 기준으

로 비교했을 때 각각 3분류로 분류되는 것이 달라지

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선

행 연구에서 사용된 $1 알고리즘이 높은 인식률을 

보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적용한 게임 콘텐

츠를 소개한다.

일반적인 제스처를 인식하는 방법 중 통상적으로 

컴퓨터 비전 분야에 있어 입력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2D 평면 이미지를 통해 많이 처리되어 왔다. 최근까

지 많이 활용된 SVM(Support Vector Machine)[6],

기계학습 분야에서 높은 인식률과 역량을 보여주는 

깊은 신경망(deep learning)[7] 알고리즘을 Fig. 3을 

통해 예시로 들 수 있다. 이 같은 알고리즘들은 통상 

분류기로 불리며 다양한 분야에 복합적으로 활용되Fig. 1. The kinds of shape for gestur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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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모델의 알고리즘들은 대규모의 학

습 데이터나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며 다양한 인터

페이스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쉽지 않다. 특히 깊

은 신경망(deep learning)같은 경우 많은 학습량을 

필요로 하며 GPU 기반의 연산을 통해 학습을 진행

해야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한 수준이 된다. 만약 렌

더링과 기타 연산에 많은 컴퓨터 자원을 활용하는 

게임 콘텐츠의 경우 이 같은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

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며 적절한 입력 데이터 선

택과 수많은 최적화와 분류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2.2 k-Nearest Neighbors Algorithm

k-Nearest Neighbors Algorithm은 흔히 최근접 

이웃 분류기로 불리며 거리척도 기반의 학습을 수행

한다.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 값으로 들어오면 임의의 

훈련 데이터들을 모두 비교하여 가장 가까운 유클리

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를 가진 k개의 데이터

를 선출하여 유사도를 구한다. 여기서 구한 유사도를 

기반으로 데이터 중 가장 유력한 항목을 선별하며 

선별된 항목을 토대로 입력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분류하게 된다[8]. 통상적으로 물체인식, 얼굴인식 

등의 분야에서 인식 및 분류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9].

Fig. 4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k-Nearest Neighbors Algorithm에 대한 설명을 위

한 이미지이다. 유클리디안 거리(euclidean distance)

는 다차원 공간에서 두 벡터간의 거리를 구한다. 임

의의 두 벡터를 (v1,v2.....vn), (u1,u2.....un)라고 표기

Fig. 2. The performance for $1 algorithm, DTW algorithm and Rubine algorithm.

Fig. 3. Support Vector Machine(SVM) an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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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유클리디안 거리의 공식은 아래와 같다. 두 벡

터간의 거리를 구하여 가장 유력한 항목의 유사도를 

구할 수 있다[10].

  
   

   
 





  



   (1)

유클리디언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수

많은 연산이 필요한 게임 콘텐츠와 같은 환경에서 

충분하지 못한 컴퓨터 자원을 최적화 하기 위한 방법

으로 많이 사용된다. 연속적인 데이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과 같은 경우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선형 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은 양 끝의 벡터

가 주어졌을 때 그 사이에 위치한 값을 직선거리에 

따라 선형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임의의 두 벡터 

v, u으로 만들어진 벡터를 w라 표기할 때 선형 보간

법의 공식은 아래와 같다. 두 벡터간의 보간 계산법

은 본 논문의 제스처 입력벡터를 임의의 개수로 재구

성할시 사용된다[11].

   ≦  ≦ (2)

입력벡터의 보간 방법에 따른 개수의 차이에 따라 

정확도나 모양의 인식에 있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수가 많을수록 제스처에 대한 정보가 보다 자세할 

수 있지만 과다할 경우 과적합(Overfitting)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3. 제안한 방법

3.1 게임 콘텐츠 적용

본 논문에서는 Unity 3D를 사용하여 게임을 구현

하였으며 총 11개의 제스처를 구성하여 제스처 인식

모듈에 학습, 적용시켰다. 게임엔진 버전을 4를 사용

하였으며 iOS 버전으로 변환하여 아이폰, 아이패드 

환경에서 터치스크린을 통해 제스처를 입력하는 방

법을 사용하였다.

게임 콘텐츠는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좀비가 왼쪽

을 향해 달려가며 왼쪽 끝에 위치한 사용자 캐릭터에 

다다르면 체력이 감소하고 패배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Fig. 5와 같이 오른쪽에서 등장하는 각 좀비에

게는 제거를 위한 제스처가 말풍선 UI를 통해 표현되

어 있으며 사용자는 좀비를 제거하기 위해 해당되는 

제스처를 입력하게 되는 형태의 게임이다.

Fig. 6은 터치 혹은 마우스 입력을 통해 입력된 

제스처를 나타내는 화면이다. 스테이지가 높을수록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종류의 제스처가 등장하며 좀

비의 이동속도도 빨라져 빠른 제스처 입력이 필요하

게 된다. 좀비에 해당되는 제스처를 입력하면서 동시

에 사용자는 마법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 마법에 해

Fig. 4. k-Nearest Neighbors Algorithm.

Fig. 5. Gesture recognize for game contents.

Fig. 6. Drawing gesture in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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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는 제스처를 입력하면 해당 마법 스킬이 발동되

며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게임의 난이도가 증가하면서 Fig. 7과 같이 보다 

빠르게 등장하는 다양한 종류의 좀비와 제스처는 사

용자에게 빠른 입력을 요구하게 하며 이 같은 상황은 

동시에 사용자가 제스처를 그리는 모양과 시간에 있

어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사용자가 급하게 제스처

를 그릴수록 제스처 모양을 간소화 하거나 작게 그리

거나, 혹은 명확하게 입력하지 않아서 프로그램의 의

도 범위 안에서 제스처를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골자가 되는 k-Nearest Neighbors

Algorithm은 훈련 데이터를 유클리디안 거리(eucli-

dean distance)를 통해서 나온 유사도를 활용하여 가

장 근접한 데이터를 유추한다. 사용자가 즉시 입력하

는 제스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인식하고 반응해야 

게임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적화 과정

이 필요하다. Fig. 8은 게임 내에서 실시간으로 제스

처 인식을 위해 처리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실제 게

임의 초당 프레임 수(frame per second)는 통상 

30-60의 범위이며 최소 10프레임 안에서 인식이 이

루어져야 원활한 게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제스처 

이미지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아닌 각 제스처 모양

마다 선형 보간을 통해 구한 연속된 벡터 정보를 가

지고 분류를 진행하게 된다.

모바일 환경은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데스크탑의 

경우 마우스를 통해서 제스처에 대한 벡터를 입력받

는다. 하지만 사용자가 입력하는 벡터의 개수는 보간 

방법에 따라 유동적이다. 입력 벡터가 많을수록 훈련

데이터의 탐색으로 별도의 스레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게임 전체의 렌더링 속도가 떨어지면서 초당 

프레임 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리샘플링

(resampling)을 필요로 한다. 선형 보간(linear inter-

polation)을 통해 무작위로 들어오는 입력 벡터와 훈

련 벡터에 대한 수를 가능한 같도록 고정하였으며 

제스처에 대한 인식률 향상을 위해 그리는 입력 벡터

를 적절히 분절하여 그 구간마다 적절한 수의 보간 

벡터를 추가, 데이터를 재구성하였다.

무엇보다 게임 콘텐츠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게임의 실시간 정확도와 렌더링 프레임의 속

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유연하게 프로그램이 실행되

는 것과 각각의 제스처를 융통성 있는 범위 안에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구성한 훈련 벡터

와 입력 벡터로 이루어진 제스처가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는지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훈련 벡터 재구성에 따른 게임 프레임 수의 변화 

측정 및 정확도 결과

Fig. 9는 사용자의 입력 벡터를 보간 및 복원, 가공

한 데이터를 적용함에 따라 프레임 수의 변화를 기록

Fig. 7.  Boss stage and magic skill for game contents.

Fig. 8. Flowchart for gesture recognition algorithm. Fig. 9. Frame numbers according to training v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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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래프이다. 초당 평균 프레임 수를 계산한 경우 

그래프에서 본 것과 같이 벡터 수가 늘어날수록 프레

임이 1프레임 씩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가 늘어날수록 프레임 감소량도 점점 늘어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256, 512 정도의 벡터 수를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게임 구동이 힘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게임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빠른 반응이 필요한 경우 평균 초당 60프레임 이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 보다 낮을 경우 사용자에게 

게임 플레이에 있어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제스처의 종류는 Fig. 10의 총 10가지로 각 제스

처별 4개의 데이터로 총 40개의 학습 데이터를 토대

로 학습과정을 진행하였다. 제스처의 종류는 가변적

으로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학습 데이터에 

대한 변경도 가능하다. 다양한 종류의 학습 데이터가 

있을수록 다양한 경우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선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Fig. 11은 사용자의 입력에 따른 각 제스처의 인식 

정확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x 축은 입력 벡터의 개

수를 의미하며 y 축은 10회 입력 시 성공 횟수를 계산

한 정확도를 나타낸다. 직선 제스처인 3, 5의 경우 

모든 경우에서 높은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대부

분의 경우에서 가장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2, 4번 패

턴의 경우 복잡한 형태의 패턴이며 방향성(orienta-

tion)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비교적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무 과다한 벡터 개수가 

설정되지 않는 이상 소량의 학습 데이터만으로도 평

균 80% 이상의 정확도를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게임 콘텐츠에 적용하기에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으

로 보이지만 실제 게임에 적용된 경우 사용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입력 패턴과 크기 때문에 사용자별로 

정확도가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때

문에 추후 다량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k-Nearest Neighbors Algorithm

기반의 제스처 인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게임 콘텐

츠에 적용하였다. 유저가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 입력

되는 제스처 모양에 따라 학습된 제스처 데이터의 

특징 중 가장 유사한 레이블을 결정, 게임에 분류 정

보를 피드백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으며 

최근 높은 인식 성능으로 각광받는 SVM, 딥 러닝

(Deep Learning)등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는 알고

리즘에 비해 모바일 환경과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연구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의 과적합(overfitting)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학습 데이터 중 가장 가까운 

레이블을 찾는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의 특징으로 볼 

때 모호한 특징을 가진 제스처를 입력하면 인식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보간을 통

해 확보된 방향벡터의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인식률

이 심하게 저하되었으며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한 프

레임을 확보하면서 최대한 인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적화된 보간 설정을 필요로 한다.

추후 다량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에 맞는 

최적화된 보간 알고리즘을 탐색한다면 게임 프레임

을 유지하면서 제스처 인식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상용 

게임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응용분야에 본 알고리즘

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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