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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RGB 영상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mediapipe의 손 포즈 추정 알고리즘을 적용해 손가락 

관절 및 주요 부위의 위치를 얻고 이를 기반으로 딥러닝 모델에 학습 후 손동작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연속

된 프레임에서 한 손의 손가락 주요 부위 간 좌표를 얻고 차분 벡터의 x, y좌표를 저장한 후 Conv1D, 

Bidirectional GRU, Transformer를 결합한 딥러닝 모델에 학습 후 손동작 인식 분류를 하였다. IC4You 

Gesture Dataset 의 한 손 동적 데이터 9개 클래스에 적용한 결과 99.63%의 손동작 인식 정확도를 얻었다. 

키워드: 손동작 인식(Hand Gesture Recognition), 미디어 파이프(mediapipe), 

RGB 입력(RGB imag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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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컴퓨터에 동작을 내리기 위해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하는데 이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손동작 인식을 통한 입력 인터페이스를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응용하면 VR/AR 환경 내 가상현실 

게임에서 사용자의 입력에 사용될 수 있다[1]. 본 논문에서는 RGB 

입력에서 한 손의 중요 부위를 얻고 특징을 추출 후 딥러닝 학습을 

통한 손동작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손동작 인식을 위해 kinect나 

립모션을 사용하는 방법[2]이 있으나 카메라의 시점과 조명 등에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다. 손의 중요 부위 특징 추출 방법을 이용하면 

위와 같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II. Preliminaries

1. mediapipe hand pose estimation 

mediapipe는 구글에서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에 머신러닝을 실행

할 수 있는 솔루션 및 애플리케이션이다.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림이 

입력되고 object localization, face landmark, hand detection 등의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mediapipe에서 제공한 

hand detection 파이썬 소스를 수정하여 github에서 올려진 소스

(https://github.com/Kazuhito00/hand-gesture-recognition-using

-mediapipe)를 수정하여 손 중요부위의 위치를 추출하고 각 위치의 

차분 벡터를 얻어냈다. github 소스를 사용하여 얻은 손의 중요부위 

위치는 그림 1과 같다. 손의 중요 부위 위치를 추출하고 손가락에서 

차분벡터를 추출하였다. 예로 약지에서 (0, 17), (17, 16), (18, 17), 

(19, 18), (20, 19) 간 x, y 좌표를 빼고 벡터를 저장하였다. 나머지 

손가락에도 이를 적용하여 다섯 손가락의 차분 벡터를 얻고 이를 

40개 특징으로 저장하였다.

Fig. 1. mediapipe를 통해서 얻은 손의 중요부위 위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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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Proposed Scheme

IC4You Gesture Dataset[3] 에서 한 손의 동적인 손동작 클래스 

9개를 대상으로 영상 내 손의 특징을 저장하고, 이를 그림 3과 같이 

Conv1D, Bidirectional GRU, Transformer를 결합한 딥러닝 모델에 

학습하였다. Conv1D, Bidirectional GRU의 경우 텐서플로 내장함수

를 이용하고 Transformer는 케라스 블로그의 글(https://keras.io

/examples/nlp/text_classification_with_transformer/)을 참고하

였다. 데이터 증대를 위해 동영상 프레임에서 40개 임의의 인덱스를 

추출하고 그 후 50개 프레임 특징을 저장하였다. 데이터의 모양은 

[796*40, 50, 40]의 3차원 데이터이다.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를 4:1로 분리하여 학습하였다. 학습 epoch는 50이다. NL Hakim 

등은 IC4You Gesture Dataset 전체 21개 클래스에 대해 3DCNN 

+ LSTM을 적용하여 97.8%의 손동작 인식 분류 정확도를 얻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 손, 동적인 데이터 9개 클래스에서 제안한 딥러닝 

모델을 적용하여 99.63%의 손동작 인식 분류 정확도를 얻었다. 

mediapipe를 적용한 github 소스를 사용하여 손 영역을 추출할 시 

그림 2와 같이 오인식하거나 손 위치를 검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github 소스에서 min_detection_confidence를 0.7에

서 0.5로 값을 바꾸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2. 손 위치 오인식한 그림

Fig. 3. 학습에 사용된 딥러닝 모델 그림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mediapipe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손의 중요 부위 

위치를 얻고 이를 딥러닝 모델에 학습 시켜 손동작 인식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mediapipe 라이브러리는 모델 용량이 작고 속도가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손의 중요부위를 오검출이나 미검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보완한다면 다양한 손동작 인식 데이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에 사용한 GPU는 1660Ti이며 텐서플로 2.4.1 

버전, Cuda 11.2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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