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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기존의 수화 발생 시스템이 갖는 처리 성능의 한계와 신체요소의 움직임에 대한 문
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이퍼 수화문장을 제안한다. 하이퍼 수화문장은 기존 수화문

장의 구조를 확장하여 수화단어와 신체요소의 동작기호로 구성된 수화문장이다. 제안한 하이퍼 수
화문장 생성 방법에 따라 하이퍼 수화어절을 연결하여 수화동작을 합성하고 수화문장에 대한 아바

타의 움직임을 실제 수화자와 유사하게 생성하는 시스템을 보인다. 
 

1. 서론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으로는 수화와 필담, 
구화가 있다. 이 중에서 수화는 청각 장애인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사용하는 수단이며, 손짓과 몸짓, 얼굴 
표정 등을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의사를 전달하고 생
각과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몸짓 언어이다. 또
한,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소통 함으로써 보다 원만하

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수화가 청각 장애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매우 크다[1]. 
수화에 기반하여 의사소통을 돕는 시스템으로는 수

화 인식 시스템과 수화 발생/표현 시스템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수화를 발생하고 표현하는 시스템을 
다룬다. 기존 연구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변증

남 교수 연구실에서 1995 년 초에 한글 문장을 수화 
동작 그래픽으로 보여 주는 ‘한글 표준수화 자동발생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2]. 2000 년에는 사용자에게 
친밀감을 주기 위해 7 가지 얼굴 표정을 수화 발생기

에 추가하고, 1100 개의 수화단어를 발생할 수 있는 
PC 용 자동 수화 발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3]. 2001

년에는 형태소 분석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TV 자막 
방송의 수화 발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4]. 하지만, 정
상인의 구어체를 청각 장애인의 수화 표현으로 바꾸

는데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확장성이 떨어지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수화에서 사용하지 않
는 조사, 어미, 접사, 존칭, 시제 등이 포함되어 청각 
장애인에게 어색하고, 간단하게 수화로 표현할 수 있
는 것을 긴 문장으로 표현하여 실시간 구현에도 어려

움이 있다. 또한, 기존의 수화 발생 시스템은 다양한 
신체 요소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프로그램 상에 조건 
분기문을 많이 처리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전체 시스

템의 처리 속도를 느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본 논문

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화문장에 신체요

소 동작기호를 추가한 하이퍼 수화문장을 제안하고, 
수화동작과 함께 다양한 신체요소의 움직임을 동시에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본 논문의 2 절에서는 기존 수화 발생 시스템의 한

계를 지적한다. 3 절에서는 하이퍼 수화문장을 제안하

고, 4 절에서 하이퍼 수화 문장을 생성하는 방법을 다
룬다. 5 절에서는 하이퍼 수화문장을 사용하여 개발한 
시스템을 보이고, 6 절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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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시스템의 한계 

2.1 수화 문장에 대한 이해  
일반 문장은 의사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문자 언

어로 나타낸 것이고 구와 어절, 단어, 형태소로 구성

되어 있다[5]. 수화 문장은 청각장애인이 의사를 쉽게 
전달하고 국어를 몰라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

록 국어와는 다소 다른 독자적인 문법을 갖고 있으며, 
수화소와 수화단어, 지화로 구성되어 있다. 수화소는 
수화 형태소라고도 하며, 수화단어는 수화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 단어이다. 표 1 은 일반 문장과 수화 문
장의 예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청각 장애인이 수화를 
할 때에는 조사와 시제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반 문장에서는 어미 변화가 다양하지만 수화 문장

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1]. 

 
<표 1> 일반 문장과 수화 문장의 예 

 
 

2.2 기존 수화 발생 시스템의 처리 성능 한계 
수화자는 수화를 하면서 여러 신체 요소들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화는 손의 움직임뿐 아니라 얼굴 
표정, 얼굴 색깔 변화, 얼굴 요소의 움직임 등을 포함

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하는 수화와 최대한 비슷

한 효과를 내기 위해 수화 아바타는 손의 움직임뿐 
아니라 전체적인 신체요소의 움직임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수화 발생 시스템에서는 입력된 문장을 형

태소로 분석하여 수화단어를 추출하고 수화 동작을 
발생시킨다. 이때, 다양한 신체요소의 움직임을 구현

하기 위해 그림 1 과 같이 각 수화단어에 대해 해당하

는 얼굴표정이나 신체 동작으로 분기하는 조건 분기

문을 사용한다. 이는 단어 수를 확장함에 따라 시스템

의 전체 처리 속도를 느리게 하여 많은 수의 단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한다. 

 
3. 하이퍼 수화문장 

3.1 하이퍼 수화문장 제안 
기존 수화 시스템의 처리 성능과 신체요소 움직임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이퍼 수화문장(HSS, Hyper 
Sign Sentence)을 제안한다. 표 2 는 일반문장과 수화문

장, 하이퍼 수화문장의 예를 보인다. 하이퍼 수화문장

은 기존 수화문장의 구조를 확장하여 수화단어와 다
양한 신체요소 동작 기호로 구성되는 문장이다. 하이

퍼 수화어절은 하이퍼 수화문장을 나누는 어절인데, 
표 2 에서 “hDNfSM+w 안녕”이 하나의 하이퍼 수화어

절을 나타낸다. 
 

void word() { 
if (단어==”예쁘”) { 

body( ); // 신체 요소 
} else if (단어==”학교”) { 

body( ); 
}else if (…) { 

…} 
} 
 
void body() {//신체요소 

facemotion=얼굴표정번호; 
neckmotion=고개운동번호; 
waistmotion=허리운동번호; 
…. 

} 
(그림 1) 신체요소의 움직임을 발생시키는 코드 예 

 
<표 2> 일반문장과 수화문장, 하이퍼 수화문장 비교 

일반 문장 안녕하세요. 처음 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화 문장 안녕 처음 뵙다 대단하다 반갑다 
하이퍼 
수화문장 

hDNfSM+w 안녕 hNE+w 처음 
eDN+w 뵙 fSU+w 대단하 fSM+w 반

갑 eND 
 
3.2 하이퍼 수화문장 동작기호 규약 
일본 Nagashima 교수 연구실에서 만든 Signdex 문을 

참고하여 표 3 과 같이 하이퍼 수화문장 동작기호 규
약을 제안한다[6]. 각 동작기호는 몸체부위 기호와 동
작(혹은 단어)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하이퍼 수화문장 동작기호 규약 
기호(의미) HSS기호: 의미 

w(word) w대구: 수화단어 ‘대구’ 
wWorld: 수화단어 ‘World’ 
… 

c(color) cCD: 차가운 얼굴  
cWA: 따뜻한 얼굴 
… 

f(face) fSM: 미소 짓는 얼굴 
fSU: 놀라는 얼굴  
…  

b(body) bDN: 몸을 굽힘 
bUP: 가슴을 펴는 모습 
… 

h(head) hDN: 머리를 숙임 
hSP: 머리를 상하로 끄덕임.
… 

e(eye) eBL: 눈을 깜박거림 
eCL: 두 눈을 감음 
… 

eND 기본자세나 중립상태로 되

돌아감 
nOE 몸체부위 동작을 표현하지 

않음 

일반 문장 내일 비가 올 예정이다.  
영어는 좋아하지 않는다. 

수화 문장 내일 비 아마 
영어 좋다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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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HSS 데이터베이스 구성 
하이퍼 수화문장에 대해 수화 아바타의 동작을 발

생시키기 위해 수화단어와 해당 동작기호로 데이터베

이스를 구성한다. 표 4 는 HSS 데이터베이스의 예를 
보이고, 그림 2 는 HSS 데이터베이스의 파일 형식을 
나타낸다. 
 

<표 4> HSS 데이터베이스 표 
수화단어 기호 1 기호 2 기호 3
나 nOE   
밤 hUP   
잠자다 eCL hDN  
춥다 fDR cCD bTRE
… … … … 

 
나 nOE  
밤 hUP   
잠자다 eCL hDN 
춥다 fDR cCD bTRE 
(그림 2) HSS 데이터베이스 파일 형식 

 
3.4 하이퍼 수화어절의 동작 합성  
하이퍼 수화문장은 하이퍼 수화어절로 구성되기 때

문에 하이퍼 수화어절의 순서대로 신체 요소와 수화

단어의 동작을 실행한다. 하이퍼 수화어절은 다양한 
신체요소의 동작을 순서대로 실행하지 않고, 그림 3
과 같이 수화동작과 함께 동시에 실행된다. 그림 4 는 
아바타가 머리를 숙이는 동작과 “감사”라는 수화동작

을 합성하여 “hDN+w감사”라는 하이퍼 수화어절의 동
작을 만드는 예를 보인다. 

 

 
 

(그림 3) 하이퍼 수화어절의 동작합성 구성도 
     

  
(a) 동작기호    (b)수화단어     (c) 합성한 결과 

(그림 4) 수화동작의 합성 

 

4. 하이퍼 수화문장의 동작 생성 

그림 5 는 3 절에서 설명한 하이퍼 수화어절의 동작

을 연결하여 하이퍼 수화문장의 동작을 생성하는 전
체 흐름도를 보인다. 형태소 분석기에서 입력된 문장

을 형태소로 분리하여 수화단어를 추출하고, 추출된 
수화단어를 수화단어 탐색기와 HSS 기호 탐색기에 보
낸다. 수화단어 탐색기에서는 수화단어를 인식하고 수
화 데이터베이스에서 수화동작 데이터를 얻는다. HSS
기호 탐색기에서는 HSS 동작기호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체요소 동작데이터를 얻는다. HSS 구성기에서는 수
화단어와 HSS 동작기호를 하이퍼 수화어절로 조합하

고 하이퍼 수화문장을 구성한다. HSS 실행부는 생성

된 하이퍼 수화문장을 여러 신체요소의 동작으로 표
현한다. 

 

 
 

시 작 

문장인식 

형태소분석기 

수화단어탐색 HSS 기호탐색

HSS 구성 

HSS 실행 

끝 

HSS 
DB 

수화
DB

수화동작 

신체요소 1 

신체요소 n 

 
동작 
합성 

하이퍼 
수화 
어절 

: 
: 
: 
 

(그림 5) 하이퍼 수화문장 생성 흐름도 
 
5. 수화 발생 시스템 구현 

제안한 하이퍼 수화문장 생성 방법으로 하이퍼 수
화어절을 생성하고 수화동작을 합성하여 연속적인 수
화운동과 다양한 신체요소의 운동을 생성하는 시스템

을 구현하였다. 그림 6 은 입력한 문장을 인식하고 하
이퍼 수화문장을 생성하여, “처음 만나서 반갑다”라는 
수화문장을 표현하는 예를 보인다. “반갑다”라는 수화

단어의 동작을 표현할 때, “fSM”이라는 동작기호에 따
라 미소짓는 얼굴으로 변하면서 수화동작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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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SS 를 번역한 수화 발생 프로그램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하이퍼 수화문장을 제안하고 하이퍼 
수화문장 동작기호를 설명하였다. 또한, 다양한 신체

요소의 움직임과 수화동작을 표현하는 하이퍼 수화문

장 기반 수화 발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추후 과제로 사용자가 하이퍼 수화문장을 편집할 

수 있는 수화 동작 에디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이

퍼 수화문장 동작기호 규약을 확장하는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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