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  론 

손동작 인식은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을 위해 활발히 연구
되고 있다. 그 외에도 게임의 입력, 수화 등에 사
용되어진다. 손동작 인식의 앞선 연구로 이미지 기
반 입력[1]과 스켈레톤 기반 입력[2]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스켈레톤 기반 입력 방법은 조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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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 일부가 가려져 있을 때도 강건하게 손의 특
징을 구하여 손동작 인식에 사용될 수 있는 장점
을 지니고 있다. 키넥트나 인텔 RealSense 카메라
를 이용하여 손의 스켈레톤을 정확하게 추출하여 
손동작 인식[3]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인
텔 RealSense 카메라에서 추출된 스켈레톤 정보를 
사용하여 손동작 인식을 진행하였다. 스켈레톤을 
사용한 손동작 인식은 동적 이미지 입력을 대상으
로 특징을 그래프로 변형한 방법[4]이 연구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프를 적용하지 않고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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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분류에 사용된 textNAS를 다변수 시계열 데이터에 적용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이를 통한 손동작 인식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사용하면 다변수 시계열 데이터 분류를 통한 행동 인식, 
감정 인식, 손동작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분류에 적합한 딥러닝 모델을 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찾아줘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며 높은 성능의 클래스 분류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손
동작 인식 데이터셋인 DHG-14/28과 Shrec'17 데이터셋에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기존의 모델보다 
높은 클래스 분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다. 분류 정확도는 DHG-14/28의 경우 98.72%, 98.16%, 
Shrec'17 14 class/28 class는 97.82%, 98.39%를 얻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hand gesture recognition method by modifying the textNAS used for text classification 
so that it can be applied to multivariate time series data. It can be applied to various fields such as behavior 
recognition, emotion recognition, and hand gesture recognition through multivariate time series data classification. In 
addition, it automatically finds a deep learning model suitable for classification through training, thereby reducing the 
burden on users and obtaining high-performance class classification accuracy. By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to the 
DHG-14/28 and Shrec'17 datasets, which are hand gesture recognition datasets, it was possible to obtain higher class 
classification accuracy than the existing models. The classification accuracy was 98.72% and 98.16% for DHG-14/28, 
and 97.82% and 98.39% for Shrec'17 14 class/28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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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에 저장된 특징을 입력으로 하여 손동작 인식
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손동작 인식 데이터세트
로 DHG-14/28 데이터세트[5], SHREC’17 Track 데
이터 세트[6]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데이터 세트에 적합한 딥러닝 모델을 찾는 수고를 
줄일 수 있도록 NAS(Neural Architecture Search)[7]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텍
스트의 클래스 분류에 사용된 textNAS[8]를 다변수 
시계열 데이터 분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이를 손동작 인식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II. 관련 연구

스켈레톤 기반 손동작 인식

전통적인 스켈레톤 손동작 인식 방법으로 손의 
특징 서술자 구하기에 집중하였다. Smedt[5]는 손
의 스켈레톤 특징으로 연결된 관절 서술자 방법을 
제안하였다. 최근에는 딥러닝을 사용하여 손동작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CNN(Convolution 
Neural Network)나 LSTM(Long Short Term 
Memory)을 사용해 이미지나 시계열 특징을 입력
으로 하는 손동작 인식 방법[9]이 연구되고 있다.

III. 제안하는 방법

데이터 세트 내 skeleton.txt 파일에 저장된 특징
에서 데이터 증대를 위해 임의의 인덱스를 지정하
는데 DHG-14/28 데이터 세트의 경우 20개의 임의
의 인덱스를 지정하고 인덱스 이 후 20개 프레임 
특징을 저장하였다. SHREC’17 데이터 세트의 경우 
40개의 임의의 인덱스를 지정하고 인덱스 이후 7
개 프레임 특징을 저장하였다. DHG-14/28의 경우 
데이터 모양은 (56000, 20, 66)이며 SHREC’17의 
경우 (112000, 7, 66)이다. textNAS의 경우 단어를 
임베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다변수 시계열 
데이터의 경우 임베딩이 필요 없어 임베딩 과정을 
생략하였다. 그리고 textNAS에서 특정 길이를 지정
하여 단어의 개수가 이보다 적은 경우 패딩을 하

여 길이를 맞춘다. 단어가 있을 때는 마스크를 1
로, 단어가 없는 패딩된 영역에 대해 마스크를 0으
로 지정하는데 다변수 시계열 데이터에는 패딩이 
없으므로 모든 프레임에 대해 마스크를 1로 지정
하였다. 예로 배치 사이즈가 128, 길이가 20인 
DHG-14/28 데이터 세트에는 (128, 20) 크기의 1이 
저장된 배열을 마스크로 지정하였다. 수정된 내용
에 관한 파이선 코드와 데이터 학습 과정은 블로
그(https://blog.naver.com/kimsjpk/222448001178)에 
올려두었다. 학습 과정은 먼저 train/validation/test 
데이터를 4:1:1로 나누고 데이터 세트에 적합한 신
경망 구조를 찾는다. 찾은 신경망 구조는 enas[10]
의 macro 구조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enas의 경
우 노드 내부에 (identity, 3 x 3 or 5 x 5 conv 
filter, 3 x 3 average pooling or max pooling)이 들
어가는데 textNAS의 경우 (1-D convolutional 
operator with filter size (1, 3, 5, 7), recurrent 
operator (bi-directional GRU), self-attention operator 
, pooling operator (max/average))로 구성된다. 학습 
후 찾은 모델의 예시는 그림 1과 같다.

IV. 실험 결과

textNAS를 통해 데이터 세트의 train, validation
데이터를 사용해 적합한 신경망 구조를 찾고 train, 
test 데이터를 사용하여 신경망의 파라미터를 학습
하게 된다. 학습 결과는 표 1, 2 와 같다.

그림 1. textNAS에서 찾은 신경망 구조 예시

적용한 방법 14 class 28 class
DG-STA[11] 91.9% 88.0%

MLF-LSTM[12] 96.07% 94.4%

CGSM-LFM[13] 98.57% 88.29%

제안한 방법 98.72% 98.16%

표 1. DHG-14/28 클래스 분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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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텍스트 분류에 사용된 textNAS를 
다변수 시계열 데이터 분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이를 손동작 인식에 사용한 방법을 제안
한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다변수 시계열 분류의 
다양한 분야[16]에 적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 제
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다변수 시계열 데이터 분류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
용한 딥러닝 라이브러리는 nni 1.7, pytorch 1.9이며 
ubuntu 20.04, Cuda 11.2 버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
다. 사용된 컴퓨터 사양은 i5-9300, GTX 1660T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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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방법 14 class 28 class
STA-Res-TCN[14] 93.6% 90.7%

ST-GCN[15] 92.7% 87.7%

DG-STA[11] 94.4% 90.7%

제안한 방법 97.82% 98.39%

표 2. SHREC’17 Track 클래스 분류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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