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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제스처 인식은 HCI(Human-Computer Interaction) 및 HRI(Human-Robot Interaction)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기술

이며, 제스처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해내고 그에 따른 분류를 통하여 사용자의 제스처를 정확히 판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자

리 잡았다. 본 논문에서는 EMG(Electromyography) 센서로 측정한 사용자의 손 제스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안에 대하여 서술

한다. 수집된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데이터의 특징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연속적인 데이터로 변환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

쳐 이를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이 때, 기존의 raw 데이터와 전처리 과정을 거친 데이터의 성능을 

decision-tree 알고리즘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키워드: 제스처 분류(gesture classification),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데이터 전처리(data preprocessing) 

I. Introduction

제스처는 대표적인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 중의 하나로, 범용성이 

높고 직관적인 표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HCI와 HRI분야에서 

현재까지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제스처를 인식하기 위한 

방법은 영상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제스처 이미지를 분석하

는 비접촉식 방법과,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제스처를 

취할 때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추출하여 그 수치를 분석하는 접촉식 

분석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비전 기반의 분석법은 사용자가 별도의 디바이스를 부착하지 않기 

때문에 장치 기반 방식에 비해 사용자에게 보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제공할 수 있으나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며,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

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디바이스 컨트롤러와 같이 사용자가 이동하여

야 하는 환경 혹은 역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환경에서는 부적합하다. 

이로 인하여 정확한 사용자 제스처 정보 획득이 가능한 접촉식 제스처 

분석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었으며,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하여 머신 

러닝을 통한 제스처 인식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도 활성화되었다. 

[2]

머신 러닝을 통한 제스처 분류는 사용자 제스처를 패턴으로 이루어

진 데이터로 고려하여 이를 SVM, decision-tree 등의 분류 알고리즘을 

통하여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체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데이터 마이닝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수의 센서를 사용하는 

접촉식 제스처 분석에서는 데이터 전처리를 통하여 센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이 중요하다.[3]

본 논문에서는 머신 러닝을 통한 제스처 분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전처리 과정을 통해 가공하여 인식률을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기술한다. 2장에서는 제스처 인식에 관한 관련 연구에 대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제스처 전처리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성능 평가를 4장에서 기술한다. 5장에서는 결론 

및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기술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1.1 결정 트리(Decision-tree)

결정 트리는 기계학습의 기법 중 지도 학습의 한 종류로써, 일정 

크기의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분류하는 기법이다. 

이 때, 데이터를 분할하고 분할된 데이터를 트리 구조로 형성하여 

각 노드 조건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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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 Example of Decision Tree Learning

그림 1은 결정 트리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로, 타이타닉 호의 

승객의 조건을 성별, 나이, 배우자 및 형제자매 수로 나누어 그에 

따른 생존 확률을 결정 트리로 구현한 것이다. 이처럼 결정 트리는 

데이터의 각 조건을 바탕으로 트리 체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분류해내는 학습법이다.

결정 트리는 분기가 발생할 때 마다 변수 영역을 구분하기 때문에 

각 영역의 불순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트리의 정확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본 논문과 같이 다수의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 트리의 레벨이 증가하기 때문에 불순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데이터 수집

본 논문에서는 4개의 EMG 센서를 팔에 부착하여 사용자의 제스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1은 해당 제스처를 취했을 때의 각 EMG 

센서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 같이, 제스처 별로 활성화되는 

근육의 위치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특징을 이용해 

decision-tre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분류한다. 하지만, EMG 센서를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는 근육 표면으로부터 측정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심하며 제스처의 사용 여부에 따라 사용자가 제스처를 

취할 때 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지도 학습법에 의한 

모델링에 오차가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다음 절에서 기술한다.

(a) fist (b) finger spread

Fig. 2. Gesture Data Graph of Each EMG Sensor

2. 데이터 전처리 

스무딩 기법의 종류 중 하나인 이동 평균(moving average)은 

주어진 데이터 전과 후의 일정 데이터를 주어진 데이터와 조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추정해내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각 EMG 센서로

부터 수집된 데이터의 50%를 각각 과거 데이터와 미래 데이터로 

사용하고, 거기에 나머지 50%의 현재 데이터를 조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를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모두 양의 값으로 변환한 

후 데이터를 변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   

×    ×       (1)

그림 3은 기존의 데이터와 위의 수식을 데이터 측정 시간에 비례하여 

반복 적용하여 얻은 데이터를 비교한 것이다. EMG 센서 데이터의 

특성 상 데이터의 주기가 불규칙하여 특정 시점에서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해 내기가 어려운데, 불규칙하게 변동하는 데이터를 과거와 현재 

데이터를 조합함으로써 부드러운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데이터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데이터가 가장 특징화되는 

부분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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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w Gesture Data Graph

(b) Smoothing Gesture Data Graph

Fig. 3. Comparison between Raw and Smoothing Gesture Data

3. 결정 트리 모델링

본 논문에서는, 결정 트리의 라벨(제스처의 종류)을 3개로 분류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때, 기존의 데이터 학습에는 동일한 크기의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사용자가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약 

0.3초간의 간격으로 데이터를 샘플링 하였다. 그림 4는 전처리 전후 

데이터를 이용하여 결정 트리를 구현하였을 때 샘플 데이터의 트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데이터로 구현한 트리 구조에 비해 데이터

를 변형했을 때 트리 구조가 간단해지며 트리 레벨도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가지치기(Pruning) 과정을 거친 

모델을 생성하여 두 모델간의 정확성을 비교하였다.

(a) Raw Data (b) Smoothing Data 

Fig. 4. Examples of Gesture Data Decision Tree Structure

IV. experiment Result

표 1은 decision-tree 알고리즘을 통하여 동일한 횟수의 제스처를 

분류하였을 때의 인식률을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데이터를 곧바로 

분류하였을 때에 비하여 인식률이 약 18.3% 증가하였으며, 95% 

신뢰구간의 구간추정에서도 구간 폭이 약 0.031로 기존 데이터의 

신뢰구간 폭인 0.053에 비해 좁기 때문에 모델의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Decision Tree Classification Result 

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머신 러닝을 통한 제스처 분류 과정에서 데이터 

전처리를 통하여 제스처 인식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

다. 센서로부터 발생되는 데이터의 특징을 극대화시키고 알고리즘의 

특성에 맞게 샘플링 함으로써 제안한 프로세스를 적용하였을 때 

인식률이 우수함을 보였다. 향후 연구로는, 생성되는 데이터를 실시간

으로 반영하는 모델을 구현하여 인식률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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