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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사소통을 위해서 인간은 언어를 활용하는 것 외

에도 손동작이나 몸동작 같은 제스처를 활용함으로

써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특히 컴퓨터를 통해

서 구축한 가상 환경에서는 제스처를 사용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컴퓨터와 사람 사이에서 직관적으로 정

보를 전달하고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제스처 인식은 많은 플랫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입력하는 방식 또한 적용환경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발전되었다. 특히 가상의 

3차원 공간 안에서는 기존의 입력 형태인 마우스, 키

보드의 불편함을 대체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 형태

가 요구됨에 따라 제스처 인식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기존 입력 방식은 2차원 환경의 특수성에 최

적화되었을 뿐 아니라, 3차원 환경에서는 몰입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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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새로운 입력 방법이 필

요하게 되었다. 또한, 3차원 환경이 아니더라도 특수

한 게임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환경에서는 마우스의 

조작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서 립 모션 등의 기기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게임에 몰입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제스처의 직관적인 패턴과 게임의 상황을 자

연스럽게 결합한다면 마우스 보다 효과적인 조작 방

식이 될 수 있다[1-4].

제스처 인식은 결정 트리(decision tree), 랜덤 포

레스트(random forest), SVM(Support Vector

Machine), 신경망(neural network) 계열 알고리즘 

등의 기계학습에서 파생된 다양한 알고리즘을 활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스처 인식은 상대적으로 하드

웨어 성능을 크게 요구하며 연산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반면에 적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알고리즘은 

인식률이 떨어져 효과적으로 제스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의 대표적인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은 제스처를 인

식하는데 복잡도를 높이며 많은 연산 시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환경에서만 알고리즘이 구동될 

가능성이 크다. 제스처 인식 알고리즘은 다양한 환경

에서 강건해야 하며,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효과적으

로 제스처 인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5 - 9].

제스처 인식 알고리즘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하드웨어 성능이 요구된다. 게임 어플리케이

션과 같이 실시간으로 렌더링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

템에서는 높은 인식률을 위해 알고리즘의 요구 조건

을 만족하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의 속도

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Open CL, CUDA를 활용해 

병렬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간

으로 GPU를 사용하여 렌더링을 처리하는 프로그램

에서는 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제스처를 

입력하는 형태, 환경 그리고 데이터의 가변성에 따라 

알고리즘의 속도와 성능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1,

10].

최근 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딥 러닝(deep learn-

ing)은 빅 데이터의 지원, 하드웨어 성능이 발달함에 

따라 크게 주목받고 있다. 딥 러닝 알고리즘은 GPU

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변환에

도 강건함을 유지한다. 딥 러닝의 장점은 한 분야에

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영상 및 이미지 분류에서도 넓게 사용되고 있다. 딥 

러닝은 다양한 분야에서 돌파구로 인정되고 있으며 

제스처 인식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앞서 기술된 문제

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딥 러닝 알고리

즘은 높은 연산량, 소규모 데이터 학습에 대한 과적

합 현상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를 해결한다

면 효과적으로 제스처 인식을 수행할 수 있다[1, 11].

제스처 인식의 경우 3차원 공간에서 수행되나, 기

존의 잘 알려진 CNN형태의 알고리즘에 기반한 딥러

닝 모델들은 이동 경로에 대하여 프레임별 영상을 

획득하여 이를 연산하기 때문에 고 사양의 컴퓨터에

서만 동작되는 제약이 있다. 또한 3차원 정보를 2차

원으로 투사할 때 발생하는 정보의 손실과 방향 정보

에 대한 구별이 없는 문제점(기존연구 결과)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계산 효율 

및 성능을 얻기 위하여 제스처 이동 경로에 대한 위

치 값을 벡터화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기

존 연구에서 발생했던 정보 손실을 줄이고 제스처를 

그리는 3차원 공간의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여 정확

도를 높인다. 제안한 방법은 사용자마다 다른 제스처

의 수행속도 및 형태크기에 불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시간 정규화 과정과 공간 정규화 과정을 수행

한다. 또한 해당 벡터를 1차원 레이어로 구성하여 기

존 2차원 영상을 입력한 연구와는 달리 학습 및 수행

의 연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제스처 인식에 

2차원 영상의 CNN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컨볼루션 

단계에서 계산비용이 증가하게 되나,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1차원 벡터 처리를 위한 다단의 MLP는 계산

비용이 훨씬 적어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게임 응용 

단계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해, 21종의 제스처에 대해서 각 500개의 데이터를 확

보한다. 같은 종류의 제스처라도 재활치료 적용을 위

해 팔과 손이 불편한 환자와 유사한 데이터가 함께 

수집되도록 하였다. 특히, 팔과 어깨 부분이 불편한 

사람이 직접 참가하여 데이터의 신뢰도 높일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제안한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빠른 

학습속도와 실행속도 뿐만 아니라, 인식률에서도 매

우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어, 실제 병원에서 재활치료

를 위한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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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연구

본 장에서는 기존 제스처 인식 관련 연구를 언급

한다. 제스처 인식을 위해서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

즘이 활용되어 왔다. 제스처의 데이터는 연속성을 가

지고 입력되기 때문에, HMM(Hidden Markov Model),

K-NN(K-Nearest Neighbors) 등의 알고리즘이 사

용되어 왔으며, 기존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SVM,

랜덤 포레스트 등의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제스처의 

인식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왔다[12-13].

Kim과 Lee[12]의 연구에서는 카메라를 통해서 2

차원 평면에 제스처의 위치를 투영(projection)한 벡

터를 16개의 방향으로 정규화(normalization)한다.

특징 추출을 통하여 연속적인 데이터에서 양자화된 

입력 데이터는 HMM을 통해서 제스처 인식을 처리

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비교적 빠른 제스처 인식 

속도와 높은 인식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2D

평면에 투영하는 것을 통해서 제스처 인식을 수행하

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은 직접적인 가상공간에 적용

하기 어렵다.

Xu와 Lee[14]의 연구에서는 2차원 및 3차원 공간

을 기반으로 HMM을 활용하여 제스처 인식을 수행

하였다. 제스처 데이터의 특징 추출은 2차원 위치를 

통해서 8방향의 각도를 추출하여 HMM을 통해 제스

처 인식을 처리한다. 쉬운 패턴에서는 높은 성능 확

인할 수 있으나 2차원 위치를 추출하기 때문에 실질

적인 3차원 공간에서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조선영[15]등의 연구는 키넥트 센서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통하여 제스처를 인식한다. 획득한 데이터에 

대하여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다각도 결합 히스토

그램이 활용된다. 추출된 특징은 랜덤 결정 포레스트

를 분류기를 통해서 행동 인식과 손 제스처 인식을 

수행했다. 기존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인식률은 개선

했지만, 손 제스처 인식에 대해서 특화된 모델이 아

니기 때문에 3차원, 이하 3D(3 Dimension) 공간에서

의 손 제스처 인식의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인식

률에 대한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

오주희[16]등의 연구에서는 키넥트 카메라로 획득

할 수 있는 관절 정보를 활용하여 제스처를 인식했으

며, 3개의 이진 트리를 구성하여 입력되는 3차원 제

스처 데이터를 구분한다. 그리고 제스처 인식의 성능 

향상을 위해 다중 클래스 SVM을 동시에 활용한다.

그러나 시작점과 방향이 같은 입력 제스처에 대해서

만 인식 성능을 할 수 있는 제한점이 있다.

장민선[17]등의 연구에서는 3축 가속도 센서를 활

용하여 간단한 제스처 패턴을 인식한다. 제스처 인식

을 위해서 신경망과 결정 트리 분류기를 사용했고 

가속도 센서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동작을 직접 측정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쉬운 제

스처 패턴을 신경망과 결정 트리를 통해서 인식하였

다. 단순한 좌우상하 방향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적

절한 방법을 취했지만 복잡한 패턴을 인식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Xu[18]의 연구에서는 가상현실에서 자주포를 훈

련하기 위해서 제스처 인식을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

하였다. 이 방법은 신경망을 활용하여 실용적으로 제

스처 인식을 적용했다. 하지만 손의 특정적인 자세를 

인식하고 신경망의 MLP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손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 어렵고 MLP 신경망 모델 자

체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찬수[19]등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PDA의 모

바일 기기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활용하여 손 

제스처의 움직임을 인식한다. 이 방법은 광학 흐름

(optical flow)을 활용하여 히스토그램을 통해 손의 

움직임을 추적한다. 추출한 손의 위치 데이터는 SVM,

K-NN, 베이지안(Bayesian) 분류기를 통해서 학습

하고 인식하였다. 이 방법은 다양한 기계학습 모델을 

활용하여 비교적 높은 인식률을 나타내었으나 인식 

모델을 선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쉬운 제스처 

패턴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복잡한 

패턴의 제스처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채지훈[1]등의 연구는 본 연구의 선행 연구로서 인

지 재활 게임, 가상 현실 등 게임 어플리케이션 기반

에서 실시간으로 컨볼루션 신경망을 활용하여 제스

처를 인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방법은 가상 

현실 플랫폼으로 획득할 수 있는 별도의 컨트롤러,

마우스를 통하여 제스처를 입력할 수 있다. 추출한 

제스처 데이터는 임의의 평면에 투영하는 전처리 방

법을 거친다. 또한 전처리 방법은 기존의 연속적인 

데이터에서 양자화된 이미지 데이터를 획득하여 컨

볼루션 신경망 모델을 학습 가능하게 한다. 학습된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은 제스처 데이터를 분류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시간으로 제스처 인식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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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별도의 서버 및 분산 처리를 구축하였으나 

임의의 평면에 투영하는 전처리를 수행하기 때문에 

제한된 방향과 공간에서 제스처를 인식하는 한계점

이 있다. 상기 언급한 제스처 인식 관련 기존 연구는 

제한 사항과 성능 개선에 대한 필요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제한점을 통

해서 효율적이고 보완된 제스처 인식 알고리즘을 제

안하고 구축한다.

3. 딥 러닝 기반의 3D 제스처 인식 모델 

3.1 데이터 구성

본 단원에서는 제스처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구성 

및 수집 방법을 언급한다. 딥 러닝은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예측모델을 

생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서 데이터를 구성하고 수집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3차원 벡터 형태를 입력 데이터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의 적절한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을 제시한

다. 딥 러닝 기반의 제스처 인식 모델의 학습을 위해

서 제스처 종류를 선정했으며 Fig. 1과 같다.

제스처 종류는 총 21개로 방향성을 고려하여 쉬운 

패턴, 어려운 패턴, 비슷한 패턴까지 구성했으며, 곡

선과 직선, 깊이 값을 혼합해서 제스처 인식의 복잡

도를 높였다. 그리고 15–20번의 제스처는 각각 문 

열기, 책장 넘기기, 머리 빗기, 물컵 들고 물 먹기,

닦기(책상, 바닥), 물병 따기 동작을 모사했다. 15-20

번의 제스처는 파란색 선부터 시작하고, 중심에 점이 

있는 경우 언급한 동작의 모사를 통한 고정 동작이

다. 나머지 제스처는 방향을 따라서 입력을 수행하면 

된다.

3.2 데이터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립 모션(leap motion)을 활용하고 Unity3D 게임 엔

진을 통해서 GUI를 구성하여 제스처 데이터를 수집

했다. Fig. 2는 립 모션을 활용하여 제스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제스처 데이터 수집 과정은 라벨링을 입력하고 스

페이스 바를 활용하여 제스처의 시작과 끝을구성했

다. 그리고 수집한 데이터는 시간별로 라벨링 번호가 

입력된 폴더에 저장한다. 입력한 데이터는 3차원 손 

위치를 저장한 데이터 파일과 제스처 인식 모델에 

입력하기 위해서 정규화한 데이터를 저장한다.

3.3 시 공간 정규화 방법

본 연구에서는 딥 러닝 기반의 제스처 인식 모델

에 적합한 입력 데이터 생성하고, 효율적으로 정규화

Fig. 1. Gesture type.

Fig. 2. Data collection using leap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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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은 사용자의 입력 제

스처에 대해 시간적 및 공간적 정규화를 통해서 사용

자의 다양한 형태의 제스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적 정규화는 사용자의 제스처 속도에 강

건한 입력 데이터를 생성하고, 공간적 정규화는 제스

처의 크기나 이동에 불변한 제스처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것이다. 정규화 과정은 Fig. 3과 같다.

전체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은 제스처 데이터를 입

력받고 보간을 통해서 데이터의 수를 조정하는 시간

적 정규화 방법과 공간영역에서 정규화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적절한 데이터 형식을 생성한다. 데이터 처

리 과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언급한다.

알고리즘의 적용 환경은 게임 어플리케이션으로 

설정한다. Fig. 4는 입력기기를 통해서 매 프레임마

다 데이터를 입력받는 것을 도시했다.

제스처 입력 과정은 초당 프레임 수마다 벡터를 

입력받는다. 그러나 제스처를 입력 받는 과정에서 입

력 벡터는 소실될 수 있다. 입력 벡터의 소실을 막기 

위해서 Fig. 5는 입력받은 벡터 간의 보간을 통해서 

새로운 벡터를 생성한다. Fig. 5는 이의 보간 과정을 

도시했다.

입력 데이터는 3차원 벡터이며, 데이터를 입력받

을 때마다 두 벡터 사이의 선형 보간(linear inter-

polation)을 수행한다. 보간을 통해서 추가 된 벡터는 

제스처 인식 모델의 적합한 차원의 입력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입력받은 벡터를 소거하거나 보충

하는 재표본화(resampling) 과정을 수행한다. 그 과

정은 Fig. 6과 같다.

딥 러닝 기반의 제스처 인식 모델은 신경망을 토

대로 깊은 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인식 모델의 입력 

차원을 고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입력 데이터를 학

습하고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

다.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선택적으로 수행된다. 수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

(1) 벡터를 소거하는 과정은 현재까지 입력받은 

벡터의 수와 데이터 처리 전의 제스처 인식 모델이 

요구하는 벡터 수를 나누어서 간격을 구한다. 도출된 

간격은 입력받은 벡터 중 보존해야 할 대상을 선정하

고 나머지 벡터는 소거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2)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프레임마다 벡터를 입

력받는다면 제스처 인식 모델이 요구하는 입력 차원

을 획득하지 못하고 입력 데이터가 누락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규화 방법은 획득하지 못한 

입력 벡터를 보충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Fig. 6에서 소거 및 생성하는 과정을 거친 입력 

벡터는 제스처 인식 모델의 적합한 입력 형태를 생성

Fig. 3. Spatio-temporal normalization.

Fig. 4. Gesture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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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바운딩 박스(bounding box)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Fig. 7은 바운딩 박스 생성 과정을 

도시했다.

바운딩 박스를 생성과정은 전체 입력 벡터로부터 

가장 작은 원소를 추출한 벡터와 가장 큰 원소를 추

출한 벡터를 생성한다. 생성된 벡터를 통해서 각 입

력 벡터에 대해서 정규화 할 수 있다. 바운딩 박스 

생성 후, 각 입력 벡터에 대한 정규화 과정은 Fig.

8과 같다.

정규화 과정에서는 모든 3차원 벡터가 0-1의 범위

로 구성하기 위해서, 축의 값이 가장 작은 벡터와 큰 

벡터를 도출하여 적절한 범위를 가지는 과정을 수행

한다. 위의 과정을 정리하면 식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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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벡터를  , 전체 입력 벡터로부터 가장 작은 

원소를 추출한 벡터 min , 전체 입력 벡터로부터 가장 

큰 원소를 추출한 벡터 max라 할 때, min를 의 차

를 구한 후, 두 벡터 max , min의 차에 대한 최대 노름

(max norm)을 통해서 원소 중 가장 큰 값이 도출된

다. 도출된 값을 사용하여 min를 의 차에 나누는 

과정을 수행하고 결과적으로 정규화된 벡터 가 도

출된다. 정규화 후, 데이터 생성은 3차원 위치 벡터 

Fig. 5. Interpolation.

Fig. 6. Re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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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 z축의 값과 오른손, 왼손을 구분하는 파라미터 

1개를 통해서 총 100차원의 벡터를 생성할 수 있다.

생성된 100차원의 벡터를 통해서 제안된 모델의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학습 과정에서도 본 연구에

서 제안된 시공간 정규화 방법은 입력 벡터를 1차원 

레이어로 구성하여 기존 2차원 영상을 입력한 연구

와는 달리 계산비용을 줄이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공간 정규화 방법을 통해서 

학습 과정의 계산 비용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모델

의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상기 과정을 통해서 시 공간적 정규화를 수행하

고, 입력 벡터에 대한 범위를 규격화하여 딥 러닝 모

델의 학습을 유연하게 유도할 수 있다. 유도한 과정

은 앞서 언급한 총 5개의 과정을 수행한다. 수행한 

과정을 통해서 딥 러닝 기반의 3D 제스처 인식 모델

의 입력 벡터를 정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3.4 제안한 모델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을 토대로 깊은 심층 구조를 

형성하여 3차원 제스처 인식을 수행했다. 모델의 구

조는 입력 계층, 은닉 계층, 출력 계층으로 간단한 

구조를 가진다. 제안된 모델은 Fig 9와 같다. 첫 번째 

입력 계층에서는 데이터의 차원을 고려하여 101차원

을 구성했다. 구성된 차원과 입력 계층의 차원은 동

일하므로 100차원의 노드를 구성하고 편향(Bias)를 

포함하여 101차원을 구성했다. 두 번째 은닉 계층은 

총 5개의 은닉 계층을 구성하여 심층 구조를 형성했

다. 은닉 계층의 노드 개수는 Fig. 9에 표현된 것과 

Fig. 7. Bounding box

Fig. 8. Norm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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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 세 번째 출력 계층은 실제로 분류를 수행

하는 개수와 동등해야 하므로 총 21개의 노드를 구성

한다.

제안된 모델에서 은닉 계층의 활성화 함수는 SELU

(Scaled Exponential Linear Unit)[20]을 활용했다.

SELU의 식은 (2)과 같으며,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는 

Fig. 10과 같다.

    if   

  
(2)

SELU는 입력 값이 양수일 때는 을 곱해서 출력

되고, 음수일 때는 을 곱하고  를 통 출력된

다. 각각의 파라미터는 SELU를 제안한 논문의 설정

된 값을 따른다. 과적합을 피하고 모델의 학습이 이

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3.5 시스템 구성

본 연구의 딥러닝 모델 구현 및 실행을 위해 딥러

닝 연산 구조와 실제 구현되는 모듈별 연동 관계를 

Fig. 11에서 볼 수 있다. 11의 구조에서 (A-1) -

(A-5)까지의 단계는 서버를 통해서 모델을 생성하

는 단계이며, (B-1) - (B-5)까지의 단계는 서버를 통

해서 모델을 활용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 구현된 모델은 실제 재활 환자를 위

하여 활용될 게임과 연동되기 위해 구성된 환경으로

서 재활치료를 위해 게임 등의 환경으로 연동하기 

위해 무거운 딥러닝 연산구조를 분리하여 구성하였

Fig. 9. Proposed model.

Fig. 10. SELU.

Fig. 11. Deep Learning Processing System for Gestur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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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딥 러닝에서 생성된 모델만을 활용할 시에는 구

동에 무겁지 않겠으나, 본 연구의 결과가 적용되는 

재활치료에서는 신규로 생성되는 환자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연산하여 지속적으로 모델 갱신이 필요

하다.

최근의 딥러닝 연구는 연구 그 자체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 등에 대한 활용으로서의 

응용은 고려되지 않은 바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환

경을 통한 실제 구현이 된 기존 연구가 미비하여 상

세한 비교는 불가 하나, 향후 유사한 연구에서는 게

임 등과 같이 무거운 시스템 구동에 딥 러닝을 함께 

사용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실제 구현에 의해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화면

을 간단하게 아래 Fig. 12처럼 구성하였다. 실제 재활

치료를 위한 게임에서는 사용자가 지루하지 않기 위

한 그래픽적 요소를 구성하나, 해당 부분은 본 연구

와 연관된 프로젝트에서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범위

임에 따라 결과를 출력하는 모듈 형태로 구성하였다.

4.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모델의 성능평가를 위해서 

인식률과 학습 손실를 측정했다. 제안된 모델을 포함

하여 총 5개의 경쟁 모델을 선정했다. 실험 환경은 

Windows 10, RAM 16GB, NVIDIA GTX 1080에서 

진행했다. 또한, 수집 인원 4명, 제스처 종류 21개,

총 10500개의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training

set)는 6300개, 검증 데이터(validation set)는 2100

개, 테스트 데이터(test set)는 2100개를 구축하였다.

실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실험 결과에서 제안된 모델은 99.3%로 가장 높은 

인식률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로 Logistic re-

gression[21]은 인식률 86%로 가장 낮은 인식률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로 RNN[22]은 인식률 98.5%

로 두 번째로 높은 인식률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로 LSTM[23]은 인식률 91.7%로 비교적 높은 인식

률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GRU[24]는 인식률 

95.6%로 선정된 모델 중에서 평이한 인식률을 보여

주고 있다.

제안된 모델과 경쟁 모델의 학습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Fig. 13과 같이 각각의 경쟁 모델의 손실을 

도시했다. 그리고 학습 세대(Epoch)는 70회로 한정

했다.

제안된 모델의 학습 손실이 가장 빨리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NN은 비교적 빨리 학습 손실

이 감소를 보이나, 제안된 모델보다는 비우수한 결과

를 보인다. 또한 Logistic regression은 점진적으로 

학습 손실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LSTM과 GRU는 Logistic regression보다 비교적 빠

르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실

험을 통해서 제안된 모델의 학습 성능과 인식률이 

경쟁 모델에 비해서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Results of gesture classification

Model Accuracy(%)

Proposed model 99.3

Logistic regression 86

RNN 98.5

LSTM 91.7

GRU 95.6

Fig. 13. Results of training loss.Fig. 12. Result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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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입력 벡터의 시 공간 정규화를 통

해서 딥 러닝을 활용하여 3D 제스처를 인식했다. 총 

21개의 제스처 종류를 구성하고 Unity3D와 립모션

을 활용하여 제스처 데이터를 수집했다. 또한  3차원

의 입력 벡터를 제안 모델에 학습하기 위해서 시 공

간적 정규화를 적용하고, 제안된 모델은 신경망을 통

해서 심층 구조를 갖는 DNN(Deep Neural Network)

을 활용했다. 그리고 빠른 학습을 수행하고, 과적합

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성화 함수를 SELU를 적용했

다. 제안된 모델의 인식률과 학습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했으며, 제안된 모델은 99.3%의 

인식률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 높은 인식률을 보여주었으며, 학습 손실이 가장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정규

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데이터 수집, 다양한

경쟁 모델에 대한 실험을 필요로 한다. 향후 연구에

서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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