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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손 제스처는 사용자가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게임을 위한 인터페이스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사람의 손은 다양한 형태의 제스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상에서 미리 정의된 형태 외의 제
스처가 입력 될 경우 인터페이스의 오작동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사람과 컴퓨터간의 상호작용을 위
해서는 이를 미리 인식하고 거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의된 제스처와는 달리 비제스처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패턴 분포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거부 모델을 이용한 경우에는 모든 비제스
처에 대한 정확한 학습 및 거부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정확한 비제스처 거부를 통한 효
과적인 손 제스처 인식 및 이를 이용한 인터페이스의 구현을 위해 전체 비제스처를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
용하여 유사한 패턴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에 특화된 다수의 국소 거부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실제 1인칭 슈팅 게임 인터페이스에 적용되었으며, 데이터 글러브를 통해 사용자의 손 모양을 입력 받아 비제스처 
여부를 인식 한 뒤, 정상적인 제스처로 인식 될 경우에만 게임과의 상호 작용을 수행한다. 제안하는 인터페이스의 우
수한 제스처 인식 성능을 보이기 위해, 단일 거부 모델과 임계치 기반 비제스처 거부를 사용하는 방법과의 비교 실
험 역시 수행되었으며, 최대 5.38% 향상된 우수한 인식률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Hand gestures can be used easily and intuitively, and have been focused as the way of 
interaction between human and computer games. Since a human hand can express various shapes of 
gestures, there may exist non-gestures which has not been defined and they can occur errors of 
the interfaces. Therefore, they should be detected and rejected prior to recognize defined hand 
gestures. Because non-gestures have various and complex pattern distributions, there is a limitation 
that a single model cannot learn and detect them accurately. In this paper, we proposed to use k-Meas clustering-based multiple non-gesture rejection models to implement an enhanced hand 
gesutre-based interface. The proposed interface was applied to the first-person shooting game 
actually. When the user inputs hand gestures, the interface firstly rejects non-gestures and 
secondly recognizes only correct gestures and performs interactions. In order to show the 
outstanding recognition performance of the proposed interface, we compared recognition accuracies 
with the methods including a single rejection model and threshold-based rejection models. As the 
result, the proposed interface showed up to 5.38% improved recognition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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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터페이스들이 다양하

게 선보이면서, 사용자가 특정 동작을 취함으로써 게임과 상
호작용을 수행하는 제스처 기반 게임 인터페이스가 주목받
고 있다[1]. 그 중 손 제스처는 사용자가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며, 다양한 인터페이스에 적
용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되어왔다[2].

사람의 손은 많은 관절로 이루어져 다양한 형태의 제스처
를 취할 수 있으며, 미리 정의되지 않은 임의의 동작인 비제
스처가 입력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배
제하지 않고 인식할 경우, 제스처 인식기만으로는 정확한 인
식이 힘들어 인터페이스의 오작동 등을 야기할 수 있다[3]. 
따라서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사
전에 비제스처를 검출하고 사전에 인식 대상에서 제외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1인칭 슈팅 게임(FPS)에서의 효과적인 상
호작용을 위해 클러스터링 기반 비제스처 검출 모델을 이용
한 데이터 글러브 기반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사용자는 데
이터 글러브를 이용하여 특정 손 모양을 취함으로써 게임 
환경과 상호작용을 수행한다. 이 때, 미리 정의된 손 제스처
가 아닌 임의의 손동작이 입력 될 경우 비제스처 검출을 통
해 이를 배제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게임 환경과의 상호작
용이 가능하다.

2. 클러스터링 기반 다수 비제스처 거부 모델
본 논문에서는 보다 향상된 사용자와 게임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위해 클러스터링 기반 다수 비제스처 거부 모델
과 이를 이용한 데이터 글러브 기반 FPS 게임 인터페이스를 
제안한다. 

그림 1. 제안하는 인터페이스의 학습 및 인식 과정
제안하는 인터페이스의 동작은 그림 1과 같이 학습 및 인

식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학습 단계에서는 사전에 정의된 
손 제스처 인식 모델 생성과 더불어 클러스터링을 이용하여 
다수의 국소 비제스처 거부 모델을 생성한다. 인식 단계에서
는 제스처 인식 모델과 비제스처 거부 모델을 이용하여 혼
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부정확한 움직임들을 인식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스처만을 인식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사전에 정
의된 정확한 동작만을 인식함으로써 제스처 오인식으로 인
한 인터페이스의 오작동을 최소화 하는 데에 강점이 있다. 

2.1 비제스처 인식 모델 생성
미리 정의된 손 제스처들과는 달리 비제스처는 정의되지 

않은 임의의 동작이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광범위하고 복잡한 패턴 분포를 가지게 되어, 정확하게 인식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비제스처 인식 모델을 사용하는 것 
보다 특정 유형에 최적화 된 국소 모델 다수를 사용하는 것
이 유리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전체 비제스처 
학습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한 뒤 각 그룹에 해당하는 인식 
모델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학습 데이터를 클러스터링 하여 유사한 비제스처들끼리 
모인 그룹을 생성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4]을 이용하였다. 이후 개의 
비제스처 학습 데이터 그룹을 얻을 수 있으며, 각각의 그룹
을 이용하여 개의 비제스처 인식 모델을 생성한다.

인식 모델은 One-vs-all(OVA) 전략을 기반으로 다층 
퍼셉트론(MLP)를 이용하여 생성하였으며, 역전파(BP) 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학습을 수행하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개
의 제스처를 인식하는 모델 과 개의 비제스처 인
식 모델 을 얻는다. 

2.2 인식 및 결과 결합
데이터 글러브로부터 특정 입력 이 전달되면 개의 제

스처 인식 모델에 대해 각 모델에 해당하는 제스처로 인식
된 결과 와 개의 비제스처 인식 모델 
중 해당하는 비제스처 그룹으로 인식된 결과 
을 얻을 수 있다. 

비제스처의 검출 및 거부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제스처 
인식 결과와 비제스처 인식 결과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특정 입력 에 대한 인식 결과의 차이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ax×max (1)
는 비제스처 거부를 수행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가중치

이며, 클수록 검출되는 비제스처의 양이 증가한다. 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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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최종 인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수식 (2)와 같이 가 0 이상일 경우 인식 모델은 
를 제스처로 판단하여 가장 높은 결과 값을 가지는 인식 모
델의 해당 제스처를 인식 결과로 사용하며, 0보다 작을 경우 
비제스처로 판단하여 인식을 거부한다.

3. FPS 게임 인터페이스의 구현 및 평가
제안하는 다수 비제스처 거부 모델을 이용한 FPS 게임 

인터페이스의 실제 구현을 위해 5DT사의 Ultra 데이터 글러
브가 사용되었다. 데이터 글러브는 왼손과 오른손 각각 5개, 
14개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손 모양을 측정한다. 사용자는 
왼손, 오른손에 대해 각 5개, 총 10개 제스처를 사용하여 게
임과 상호작용을 수행한다. 인터페이스는 Activision사의 
FPS 게임 Call of Duty: Modern Warfare 2에 실제 적용되
었다. 그림 2는 구현 내용 및 제안하는 인터페이스의 실제 
사용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2. 제안하는 인터페이스의 구현: (a) 게임 플레이 화면, (b) 사용한 데이터 글러브, (c, d) 실제 사용 모습

이후 제안하는 다수 클러스터링 기반 비제스처 거부 방법
이 실제 인식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일 
거부 모델 및 임계치 기반 비제스처 거부 방법과의 성능 비
교를 수행하였다. 성능 비교를 위해 총 1480개의 학습 데이
터 (880개의 비제스처)와 1170개의 테스트 데이터 (720개
의 비제스처)가 사용되었으며, 비제스처 데이터로는 정의된 
손 제스처에 포함되지 않는 손동작을 수집하였다.

그림 3은 인식 성능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제안하는 방
법의 경우 단일 거부 모델 및 임계치 기반 비제스처 거부 

방법에 비해 최고 5.38% 향상된 인식 성능을 보여주며, 비
제스처로 인한 혼동을 감소시켜 게임 인터페이스로서 보다 
정확한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인식 성능 비교 실험 결과 (M = 5)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1인칭 슈팅(FPS) 게임을 위한 클러스터링 

기반 다수 비제스처 모델과 이를 이용한 데이터 글러브 기
반 인터페이스를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인터페이스는 입력된 
다양한 손동작 중 정의되지 않은 비제스처를 검출하여 인식
을 거부함으로써 인터페이스의 오작동을 최소화한다. 인터페
이스는 실제 FPS 게임에 적용되었으며, 인식 성능 실험을 
통해 단일 거부 모델 및 단순한 임계치 기반 거부 방법에 
향상된 인식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방법은 제스처 인식기 이외의 다수의 비제스처 
모델을 추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식에 필요한 계산량이 
증가하여 사용자로부터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제스처를 빠르
게 인식하여 게임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에는 입력 데이터에 따라 비제스처 거부 모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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