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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카메라 상을 이용한 제스처 인식 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카메라 상을 이용한 제스처 인식에

서 많이 사용되는 학습 알고리즘에는 확률 그래  모델인 HMM과 CRF 등이 있다. 이 학습 알고리즘들은 다차원의 

연속된 실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면 계산량이 많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팔  치 데이터를 k-평균 군

집화 과정을 거쳐 1차원의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 후, 제스처별로 HMM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키넥트 

센서를 통해 얻은 팔  치 데이터에 k-평균 군집화를 용하여 1차원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HMM의 

학습  인식에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기 하여, 다른 시계열 학습 알고리즘인 

AP+DTW를 이용한 방법과의 비교 실험을 포함해 다양한 실험들을 수행하 다.

1. 서론

  기계와 상호작용을 하기 한 재 연구되는 기술 에서 인간

이 실생활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부   하나인 팔을 이용

한 제스처 인식이 각  받고 있다. 팔을 이용한 제스처 인식을 

해서는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팔의 치를 알아야 한다. 팔의 

치를 알아내기 한 센서는 2D 카메라, RF-ID 센서 등이 있으

며, 특히 2010년 말 등장한 마이크로소 트(Microsoft)의 키넥트

(Kinect) 센서는 실생활에 사용 가능한 정확도와 실시간  추

 시스템, RGB 상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로 지원한다[1]. 

키넥트 센서를 이용하면 제스처 인식을 한 팔의  치 데

이터 는 좌표 데이터를 신체 부  검출이나 포즈 추정 과정 없

이 바로 얻을 수 있다[2,3]. 제스처 인식에서 많이 사용되는 학습 

알고리즘에는 확률 그래  모델인 HMM(Hidden Markov Model)

과 CRF(Conditional Random Field) 등이 있다. 이 학습 알고리즘

들은 다차원의 연속된 실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면 계

산량이 많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팔 제스처 인식을 해 키넥트 센서를 이용하여 

팔 제스처 인식을 한 좌표 데이터를 수집한다. 단, 좌표 데이터

는 치를 나타내는 공간 인 좌표이므로 이동과 회 에 민감하

다. 이를 해결하기 해 좌표 데이터를 각도 데이터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데이터의 처리 과정에서 각도 데이터를 k-평

균 군집화(k-Means Clustering)를 통해 유사한 데이터를 군집화 

한다. 그 결과 8차원의 각도 데이터를 1차원의 정수 데이터로 변

환한다. 이 과정은 학습 알고리즘이 제스처 종류별로 모델을 학

습하기 한 계산량을 감소시켜, 팔 제스처의 데이터를 실시간으

로 분석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1차원의 정수 시계열 데이터

를 이용하여 제스처별 HMM 모델을 학습 후 제스처를 인식하고

※ 본 연구는 경기도의 경기도지역 력연구센터사업의 일환으

로 수행하 음

자 한다. 그리고 제안하는 방법을 평가하기 해, 다른 시계열 학

습 알고리즘을 이용해 모델을 학습하고 두 학습 방법을 비교 실

험하고자 한다.

2. 련연구

  Lee의 연구[4]에서는 카메라 상을 통한 손 제스처 인식 기능

을 이용해, 워포인트(PowerPoint)의 슬라이드 쇼를 제어하는 

연구를 진행하 다. 연속 인 제스처 입력으로부터 의미 있는 동

작인 제스처와 비 제스처를 구분하고자, HMM 알고리즘을 기반

으로 하는 응  임계치 모델을 제안하 다. 응  임계치 모

델을 사용하면 기존의 임계치 모델을 했을 때 임계치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응  임계치 모델의 상태 

수가 제스처 집합의 상태수를 모두 합한 값이므로, 구분해야 하

는 제스처가 많아질수록 HMM 학습 계산량이 많다는 단 이 있

다. Cho의 연구[5]에서는 팔 제스처 인식을 해 2 계층 제스처 

추출 인식 모델을 제안하 다. 키넥트 센서를 이용해 받은 연속

인 데이터를 k-평균 군집화를 통해 특징 벡터로 군집화 한다. 

계층1에서는 임마다 HMM 확률 값을 용하여 제스처와 비 

제스처를 구분하 다. 그리고 계층2에서 추출된 제스처 정보를 

바탕으로 CRF 모델을 이용하여 된 다수 투표 기법을 용해 

제스처의 종류를 단하 다.

  한편, 카메라 상 외에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제스처를 인식

한 연구도 있다. Akl의 연구[6]에서는 제스처 인식을 하기 하여 

시계열 데이터 집합을 군집화 하기 해 군집화 알고리즘인 

AP(Affinity Propagation)를 이용하 다. 제스처의 모델을 학습하

기 해 분류 학습 알고리즘인 DTW(Dynamic Time Wrapping)

를 사용하 다. Akl의 연구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 얻은 데이터

를 유사도에 따라 군집화 한다. 그리고 각 군집(Cluster)마다 

표(Exemplar)를 뽑아 표와 테스트 샘 간의 DTW를 비교하여 

제스처를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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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처리 단계 흐름도

(그림 3)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각도 데이터 분포도

(그림 1) 제안하는 팔 제스처 인식 시스템 구성

3. 팔 제스처 인식 시스템

  3.1 시스템 개요

  본 논문이 제안하는 팔 제스처 인식 시스템은, 1차원 정수 형

태의 시계열 데이터를 HMM 학습 알고리즘에 용하여 제스처

별 모델을 학습하고, 시계열 데이터와 제스처별 HMM 모델을 통

해 제스처를 인식한다. 

  (그림 1)은 팔 제스처 인식 시스템의 체 구성을 나타낸다. 이 

시스템은 각각 처리 단계, 학습 단계, 인식 단계의 크게 3단계

로 나  수 있다. 먼  처리 단계에서는 키넥트 센서를 통해 

양 팔의 어깨, 팔꿈치, 손목의 치 좌표 데이터를 얻는다. 그리

고 좌표 데이터를 8차원의 각도 데이터로 변환하고, HMM 모델 

학습의 계산량을 이기 하여 k-평균 군집화를 용한다. k-평

균 군집화를 이용하기 해 군집의 수 는 k의 개수를 결정해야 

한다. k의 개수를 결정하기 해 주성분 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해 도움을 받고자 하 다. k-평균 

군집화를 용하면 좌표 데이터는 1차원 정수 시계열 데이터가 

된다. 처리 단계의 결과는 2종류의 시계열 데이터로 각각 학습

단계와 테스트 단계에서 입력으로 사용되는 시계열 데이터이다. 

  학습 단계에서는 1차원의 학습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받아 제스

처별 HMM 모델을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인식 단계에서는 테스

트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해 제스처별 HMM 모델의 로그-우도 

확률을 계산한다. 그리고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가진 제스처 모델

을 테스트 시계열 데이터의 제스처로 인식한다. 

  3.2 처리 단계

  (그림 2)은 처리 단계의 흐름을 나타낸다. 키넥트 센서에서 

측정된 팔의 어깨, 팔꿈치, 손목의 치는 각각 x, y, z의 좌표로 

표 된다. 이 좌표 데이터는 치를 나타내는 공간 인 좌표로 

이동이나 회 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므로 x, y, z로 이루어

진 좌표 데이터를 ,  , 로 이루어진 각도 데이터로 변환한다. 

각도 데이터로 변환하는 식은 식 (1)과 식(2)와 같다. 식 (1), (2)

  ∥∥

            (1)

  


              (2)

에서 는 어깨와 팔꿈치까지, 팔꿈치부터 팔목까지의  간 벡

터를 의미한다. 는 벡터의 극각(polar angle), 는 벡터의 방

각(azimuthal angle)이다. 식 (3)은 시간 t에서의 각도데이터이

다. 를 들어, _은 오른팔 어깨와 오른팔 팔꿈치의 극각을 

나타낸다.

  _ _ _ _
_ _ _ _

     (3)

  좌표 데이터를 각도 데이터로 변환한 다음 k-평균 군집화를 

한다. 양 팔의 각도 데이터는 8차원의 실수 형태로 구성되어 있

다. 다차원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학습 알고리즘이 제스처별 모델

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계산량이 많아진다. 때문에 k-평균 군집화 

과정을 통해 1차원의 정수 형태로 시계열 데이터를 바꾸어 다. 

각도데이터를 k-평균 군집화를 사용하여 군집화하기 해서는 k

값을 설정해주어야 한다. 때문에 다차원 데이터를 3차원으로 축

소하고, 데이터의 분포를 시각화 하여 k 값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 다. (그림 3)은 주성분 분석을 이용해 다차원 데이터

를 3차원으로 차원 축소하여 각도 데이터의 분포를 시각화한 그

림이다. 원 과 x축을 기 으로 0.8 정도의 치에 각도 데이터가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차원을 축소하여 각도 데이터를 시각화한 결과 군집이 뚜렷하

게 드러나지 않아 k 값을 10, 20, 30으로 설정하 다. 그리고 8차

원 각도 데이터에 k-평균 군집화를 용하여 1차원 시계열 데이

터를 추출하 다. k-평균 군집화 과정이 끝나면 학습 시계열 데

이터와 테스트 시계열 데이터로 나뉜다. 학습 시계열 데이터는 

제스처별 HMM 모델 학습에 사용되고, 테스트 시계열 데이터는 

제스처 인식에 사용된다.

  3.3 모델 학습 단계

  특징 데이터를 추출 후 학습 시계열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제스처별로 HMM 모델을 학습한다. HMM을 기반으로 한 

Baum-Welch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학습 시계열 데이터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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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Kyonggi 데이터 집합의 제스처

(그림 5) 제스처 모델에 따른 로그-우도 확률

확률을 극 화 하는 모델을 학습하 다. 제스처의 개수만큼 모델

을 학습한다. 각 제스처의 복잡한 정도에 따라 모델의 상태수를 

최소 3개에서 최  5개로 결정하 고, 기 상태 값  상태 

이 확률은 임의의 값으로 설정하 다.

  3.4 제스처 인식 단계

  제스처 인식은 학습된 제스처별 HMM 

 (∈, 는 

HMM 모델의 집합)모델 과 테스트 시계열 데이터 집합 

      ≤ ≤ 을 가지고 식 (4)를 이용한

다. 학습된 모든 제스처별 HMM 모델 집합  로그-우도 확률이 

가장 높은 모델을 구하고, 해당 인덱스의 제스처를 해당 제스처

로 분류한다. 식 (4)는 같이 학습된 제스처별 HMM　모델이 있

을 때, 입력된 테스트 시계열 데이터가 나타날 확률이 가장 큰 

HMM 모델이 인식된 제스처이다. 

  

    ∈        (4)

4. 구   실험

  앞서 제안한 방법에 따라 Window 7 상에 팔 제스처 인식 시

스템을 구 하 고, 이것을 이용해 팔 제스처 인식을 실험하 다. 

먼  실험에 필요한 데이터는 직  수집한 데이터(Kyonggi 데이

터 집합)와 Cornell 데이터 집합[7]이 있다. Kyonggi 데이터 집합

을 수집하기 해 키넥트 센서는 컴퓨터 모니터 상단에 설치하

고, Eclipse에 Kinect SDK 1.5를 설치하 다. 그리고 3명의 사람

이 키넥트 센서로부터 1.5∼2m 사이의 다양한 거리에서 촬 하

다. 

  (그림 4)는 향후 슈  게임 언 리얼 토 먼트(Unreal 

Tournament)에 용하기 해 선정한 8가지 팔 제스처의 종류이

다. 팔 좌표 데이터는 인당 10개씩 촬 하여 총 240개의 데이터

이며, 당 20 임씩 5 간 촬 하 다. Cornell 데이터 집합은 

군사  비행 제어를 해 이용되는 팔 제스처이다. 15가지의 정

 제스처 데이터와 15가지의 동  제스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

으며, 본 논문에서는 15개의 동  제스처 데이터를 이용하 다. 

한 제스처 당 30개의 데이터씩 총 900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팔 제스처 인식 시스템은 의 데이터

를 가공하는 처리 단계와 학습 단계 그리고 인식 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처리 단계에서는 두 종류의 좌표 데이터 집합을 각도 데이터 

집합으로 변경시킨 후, 이를 k값과 함께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

의 입력 값으로 다. k-평균 군집화의 경우 Java언어를 사용하

여 구 하 다. 설정한 k값에 따라 각도 데이터 집합은 군집화를 

거쳐 1부터 k의 범 를 가진 1차원 정수 형태의 시계열 데이터로 

바 다. 시계열 데이터는 각각 20개의 학습 시계열 데이터와 10

개의 테스트 시계열 데이터로 나뉜다. 

  학습 단계에서는 학습 시계열 데이터와 HMM 모델을 통해 제

스처별 모델 학습을 수행한다. 학습에 사용되는 HMM 알고리즘

은 Matlab(Matrix Laboratory) 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발하 다. 

학습 모델의 인덱스는 0부터 알 벳순으로 설정하 으며, 제스처

별 HMM의 기 모델은 난수로 생성하 다. 그리고 제스처별 

HMM 모델의 상태 수는 제스처에 따라 3~5개로 결정하 다. 학

습 단계의 결과로 Kyonggi 데이터 집합은 8개의 제스처이므로 8

개의 HMM 모델이 생성되고, Cornell 데이터 집합은 15개의 제

스처이므로 15개의 HMM모델이 생성된다. 

  인식 단계는 테스트 시계열 데이터와 학습된 모델을 이용하여 

테스트 시계열 데이터의 제스처 종류를 인식하는 단계이다. 인식 

단계의 입력 값은 테스트 시계열 데이터와 제스처별 HMM 모델

의 사 확률, 상태 이 확률, 측 확률이며, 출력은 제스처 모

델의 인덱스 값이다. 입력 값을 이용해 제스처 모델별 로그-우도 

확률을 계산하며, 제스처별로 가장 큰 로그-우도 확률을 가진 모

델을 테스트 시계열 데이터의 제스처로 인식한다. (그림 5)는 학

습된 제스처 모델에 따른 시계열 데이터의 로그-우도 확률 값의 

변화를 나타낸다. 학습된 8개의 HMM 모델에 테스트 시계열 데

이터가 입력되었을 때 alterfire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 alterfire 모

델에서 가장 높은 로그-우도 확률을 가졌고 타 제스처 모델에서

는 –500 이하의 낮은 확률 값을 가졌다. fire, forward, 

nextweapon 시계열 데이터 역시 해당하는 제스처 모델의 로그-

우도 확률이 가장 높음을 보이고 있다.

  <표 1>은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의 군집 개수에 따른  

Kyonggi 데이터 집합의 제스처별 성능을 나타낸다. 표를 보면 k

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에서 k의 개수가 10일 때와 20일 때, fire제스처와 left제스처의 

성능이 다른 제스처에 비해서 낮게 나온다. 이는 fire는 alter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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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표 수에 따른 AP+DTW의 평균 인식률 변화

(그림 8) AP+DTW와 HMM의 평균 인식률

(그림 6) 군집 수에 따른 HMM의 평균 인식률 변화

      군집 개수

 제스처
10 20 30

alterfire 9 10 10
backward 10 10 10

fire 9 8 10
forward 10 10 10

left 8 9 10
nextweapon 10 10 10
preweapon 10 10 10

right 9 10 10
확률 93.7% 96.2% 100%

<표 1> 군집 개수에 따른 HMM의 제스처별 인식률 변화

로, left는 preweapon으로 오분류를 했기 때문이다. 이는 서로 비

슷한 방향과 모양이 원인으로 보인다.

  (그림 6)의 그래 는 k의 개수에 따라, 테스트 시계열 데이터와 

제스처별 HMM 모델을 이용해 제스처 인식을 수행한 결과이다.  

Cornell 데이터 집합과 Kyonggi 데이터 집합이 k-평균 군집화의  

k의 개수에 따라 인식률이 다름을 알 수 있다. Kyonggi 데이터

는 k의 개수가 30개일 때 , Cornell 데이터는 k의 개수가 30개일 

때보다 20개일 때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다른 시계열 데이터 학습방법인 DTW

를 이용한 제스처 인식 성능을 분석해보기 한 실험을 개하

다. DTW는 두 시계열 데이터 간의 차이(difference) 혹은 거리

(distance)를 계산해주는 효율 인 알고리즘이다. DTW를 이용한 

가장 기본 인 제스처 인식방법은 모델을 학습하는 별도의 학습 

단계없이 바로 인식 단계에서 DTW를 용해 테스트용 시계열 

데이터와 각각의 훈련용 데이터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테스트 

데이터에 가장 유사한 훈련용 데이터의 제스처 유형에 따라 테스

트 데이터의 제스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훈련용 테이터 

집합이 큰 경우 테스트 데이터와의 유사도 계산양이 증가하므로, 

많은 기존 연구들에서는 실시간 인식 시간을 단축하기 해 학습 

단계에 AP(Affinity Propagation) 군집화를 용하여 각 제스처

별로 소수의 표 데이터(exemplar)들을 선정한 다음, 인식 단계

에서는 이 표들과의 DTW 비교에 의해서만 테스트 데이터의 

제스처를 결정하는 방법(AP+DTW)을 많이 이용한다. (그림 7)은 

AP 군집화에 의해 선정되는 표의 수에 따른 AP+DTW 제스처 

인식 방법의 성능 실험 결과를 보여 다. Kyonggi 데이터 집합

은 표가 7일 때 가장 인식률이 좋다. 반면 Cornell 데이터 집합

은 표의 수가 증가할수록 인식률이 감소한다. 

  (그림 8)은 두 종류의 시계열 데이터 집합을 AP 군집화와 

DTW로 제스처를 인식했을 때의 평균 인식률과 HMM을 이용해 

제스처를 인식하 을 때의 평균 인식률을 나타낸다. AP+DTW의 

경우 Cornell 데이터와 Kyonggi 데이터가 각각 95, 86%의 인식

률을 보 다. HMM은 두 종류의 데이터 모두 99% 이상의 인식

률을 보 다. 이는 비교 알고리즘에 비해 인식률이 4~15%정도 

향상된 결과이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키넥트 센서를 이용하여 획득한 데이터를 통해 

팔 제스처를 인식하 다. 이를 해 k-평균 군집화  HMM 알

고리즘을 이용하 다. k-평균 군집화 과정에서 성능 향상을 해 

k의 개수를 각각 10, 20, 30씩 늘려가며 실험을 했다. 그리고 이

를 이용한 HMM과 AP 군집화와 DTW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제스처 인식 성능을 비교하 다. 결과 으로 AP 군집화와 DTW

를 사용한 인식률 보다 k-평균 군집화와 HMM을 사용한 인식률

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향후 연속된 비디오 데이터를 이용

해 제스처와 비 제스처를 구분하는 기술을 용할 계획이다. 더

불어 실제 슈 게임에 제안한 모델을 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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