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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스마트 기기와 가상/증강 현실 기술에 적용하기 위한 human-

computer interaction(HCI) 방법으로 손 제스처 인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손 제스처를 이용한 HCI가 주목을 받음에 따라 영상으로부터 

손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한 연구들이 널리 수행되었다. 

연구가 수행됨에 따라 성능 또한 계속 발전해왔다.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컴퓨터 비젼 알고리즘 대비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은 기존 알고리즘 대비 매우 높은 

연산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손과 관련된 기술이 사용되는 

환경은 제한된 연산 능력을 가진 임베디드 디바이스이므로,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는 활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손을 인식하고 

추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또한 기존의 컴퓨터 비젼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손을 인식하는 과정은 초기 오인식을 방지하고 정확하게 손을 

인식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 Object detection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손 

인식 과정에서는 기존 컴퓨터 비젼 알고리즘 대비 12.8% 높은 

인식률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딥러닝 기반으로 손을 인식한 뒤에는 

연산량이 적은 손 추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손을 추적하고 손의 좌표 



 

 

데이터를 취득한다. 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추적에 실패한 경우 딥러닝 

기반 손 인식 알고리즘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추적 성능을 

개선하였으며, 기존 방식에 비해 16.1%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컨볼루션 신경망의 연산량을 줄이는 연구도 진행하였고, 손 인식 

과정에서는 연산량 감소 기법을 사용하면 약 91%의 연산량을 줄일 수 

있으며, 손 추적 과정에서는 약 72%의 연산량을 줄일 수 있다. 

그러면서 손 인식 성능은 87.1%에서 98.8%로 향상되었고, 손 추적 

성능은 83.5%에서 98.6%로 향상되었다. 

 

주요어 : 손 인식, 손 추적, 딥러닝 기반, 컨볼루션 신경망 연산량 감소, 

선택적 알고리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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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내용 
 

손 제스처 인식(Hand recognition and tracking) 기술은 사람이 

기계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주로 

자동차, 모바일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가전 제품 등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손 제스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손 제스처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우선 

손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손 제스처는 크게 동적인 제스처와 

정적인 제스처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경우에서 모두 손을 정확하게 

추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손 제스처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선 

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추적하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추적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컴퓨터 영상 인식 분야의 방법에 

비해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들 수 있는데[1],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하면 물체 인식과 같은 분야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계속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기존 컴퓨터 

영상 인식 분야의 방법에 비해 매우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해서 비슷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연산량을 줄이는 문제가 점점 주목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동작이 가능하도록 기존 

컴퓨터 영상 인식 분야의 방법과 딥러닝 기술 기반의 방법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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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며 인식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딥러닝 기반 손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여러 딥러닝 

기반 물체 검출 방법 중 성능 대비 수행 속도가 빠른 알고리즘에 대해서 

손을 검출하는 것을 검증한다. 두 번째로, 손 추적 과정에서 생기는 

부정확한 결과를 딥러닝 기반 손 검출 방법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실시간 동작이 

가능하도록 컨볼루션 신경망의 연산량을 감소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조의 복잡도를 줄이면 연산량을 줄일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성능 저하가 발생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능 

저하를 최소로 하면서 컨볼루션 신경망의 연산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1.2 논문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장에서는 손 인식, 추적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고 딥러닝 기반 물체 인식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3 장에서는 기존 방법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1절에서는 기존 컴퓨터 

영상 인식 분야의 방법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2절에서는 손 인식과 추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 손 인식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3절에서는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실시간 동작이 가능하도록 성능은 비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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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면서 컨볼루션 신경망의 연산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1절에서 실험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구현하는데 사용한 라이브러리 등을 소개한다. 2절에서는 

딥러닝 기반 손 검출 실험에 대한 결과를 설명한다. 3절에서는 딥러닝 

기반 기술과 기존 컴퓨터 영상 인식 분야의 기술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손 추적 성능을 측정하는 실험에 대한 결과를 설명한다. 4절에서는 

딥러닝 기반 기술에 사용되는 컨볼루션 신경망의 연산량 감소 실험에 

대한 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들과 결과들에 대하여 정리하고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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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2.1 손 인식 관련 연구 
 

영상에서 손을 찾기 위한 연구는 이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손을 찾는 기술은 손 동작을 인식하거나 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등 

여러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컴퓨터 영상 인식 분야에서는 오래 

전부터 손 인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성능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최근 손 동작을 인식하거나 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기술들이 응용되는 많은 분야들은 주로 모바일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와 같이 연산 능력이 제한적인 곳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를 위해서 연산량과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2.1.1 Edge 기반 손 인식 방법 
 

영상에서 손을 찾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RGB 영상 외에도 깊이 영상을 만들어내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깊이 영상 정보를 토대로 손을 인식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왔다[2]. 다만 깊이 영상 카메라는 RGB 카메라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RGB 카메라 2대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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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시각(Stereo vision) 기술을 통해 깊이 영상을 만들어내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3]. 얻어진 깊이 영상에서 edge를 검출하는 방법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4]. 또한, edge 검출 방법을 사용하여 edge를 

검출한 뒤 edge 정보를 활용하여 손을 인식하는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 

[5].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들을 이용해 손을 인식하고, 이 방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딥러닝 기반 기술을 통해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1.2 딥러닝 기반 물체 검출 방법 
 

CNN이라 불리는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은 

주로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적용되며 최근에는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인공 신경망이다. 물체 검출 분야에도 

적용되어왔는데, 가장 잘 알려진 방식인 R-CNN(Region-CNN) [6]을 

시작으로 후속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R-CNN 알고리즘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대부분 물체 검출을 위해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7], HOG(Histogram of Gradient)[8]를 

사용하였는데 영상에 존재하는 low-level feature에 기반하기 때문에 

성능 상 한계가 존재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R-CNN에서는 입력 

영상으로부터 후보 영역을 만들고, 각 후보 영역에 대해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하여 해당 영상에 대해 분류를 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기존 

연구 대비 매우 높은 성능 향상을 만들어냈다. 그 뒤, 많은 연산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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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후보 영역 만드는 과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으로 SPP-Net [9], Fast R-CNN [10], Faster 

R-CNN [11] 등이 있다.  

위의 방식들은 좋은 성능을 보이고, R-CNN 대비 속도 측면에서도 

빨라졌지만 여전히 실시간 처리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후보 

영역을 생성하고 각 후보들에 대해 분류를 진행하고, 분류 결과 정보를 

후처리를 통해 중복 검출 결과를 제거하는 등 복잡한 파이프라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각 개별 요소들이 분리되어 학습되므로 연산량도 많고 

최적화가 어렵다. 이 때 복잡한 파이프라인 구조를 단일 망에서 

해결하도록 구현한 SSD(Single Shot MultiBox Detector)[12], 

YOLO(You Only Look Once)[13], Overfeat[14], YOLO v2[15] 등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 중 

정확성과 속도 측면에서 우수한 YOLO v2를 사용하였다. YOLO v2를 

사용하면 전체 이미지에 대해 단일 신경망을 통해 bounding box의 

좌표와 각 class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표 2-1]의 내용과 같이 

YOLO v2를 사용하면 기존 방식들에 비해 정확하면서도 빠른 

처리속도를 보인다. 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셋은 일반적으로 

물체 검출에 사용되는 공개된 데이터셋인 PASCAL VOC의 2007년 

공개된 데이터와 2012년 공개된 데이터이며,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에 

대해 NVIDIA Geforce GTX Titan X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여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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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가 정리되어있다. 표 1의 YOLO v2 결과 중 228 x 228 은 

입력 영상을 228 x 228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입력 영상의 크기가 작을수록 수행 속도는 빨라지지만 인식 

성능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416 x 416을 입력 영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방식들에 비해 성능은 유사하거나 높고, 처리 속도도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딥러닝 기반 물체 검출 알고리즘 성능 비교 표 

Detection Frameworks Train mAP FPS 

Fast R-CNN 2007+2012 70.0 0.5 

Faster R-CNN VGG-16 2007+2012 73.2 7 

Faster R-CNN ResNet 2007+2012 76.4 5 

YOLO 2007+2012 63.4 45 

SSD300 2007+2012 74.3 46 

SSD500 2007+2012 76.8 19 

YOLOv2 288 x 288 2007+2012 69.0 91 

YOLOv2 352 x 352 2007+2012 73.7 81 

YOLOv2 416 x 416 2007+2012 76.8 67 

YOLOv2 480 x 480 2007+2012 77.8 59 

YOLOv2 544 x 544 2007+2012 78.6 40 

 

 

물체 검출 성능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mAP (mean Average 

Precision)은 분류기의 성능 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Precision-Recall 

에서의 Precision 값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Precision은 알고리즘의 

전체 검출 결과 중에서 참이라고 판단된 경우에 실제로 참인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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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고 Recall은 실제로 참인 경우에 실험 결과 참이라고 판단이 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두 값은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를 가지며 알고리즘의 

파라미터에 따라 두 값이 변할 수 있는데, 이 두 값을 주로 [그림 2-1] 

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Precision-Recall 그래프는 어떤 

알고리즘의 성능을 전반적으로 파악이 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나온 

방법이 AP (Average Precision)인데, Precision-Recall 그래프에서 

그래프 선 아래의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값들을 여러 object에 

대해서 구하여 mean을 구하면 mAP가 된다. YOLO v2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실시간을 보장할 수 있으면서 높은 mAP 성능을 

보이지만, 실시간성은 좋은 성능의 PC를 사용하는 실험 환경에서 

보장될 뿐, PC에 비해 컴퓨팅 파워가 약한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는 

보장되기 어렵다.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딥러닝 기반 물체 검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경망의 구조를 줄이고 연산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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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Precision-Recall 그래프 예 

2.1.3 YOLO v2 알고리즘 
 

    위에서 소개한 딥러닝 기반 물체 검출 알고리즘 중 동작 속도, mAP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YOLO v2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다. 우선 YOLO v2를 알기 전에 기초가 되는 알고리즘인 

YOLO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면 [그림 2-2]와 같이 주어진 입력 

영상을 고정된 크기로 변환을 한 뒤 SxS 그리드로 나눈다. 그 뒤 

컨볼루션 신경망에 통과시켜 SxSx(5xB+C)의 모양을 갖는 텐서를 

출력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 S=7, B = 2 를 사용하며, B는 각 

그리드마다 bounding box를 예측하는 개수를 의미하고 C는 Class의 

종류를 의미한다. 또한 식의 B에 곱해지는 5는 5개의 예측 값을 

의미하며 물체의 중심 점 (x,y)와 물체의 가로 세로 길이 (w, h),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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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의 confidence 확률 p에 해당된다. 그 뒤, SxS 그리드에 대해서 

Class의 종류마다 확률 값이 출력되면 그 확률 값을 토대로 [그림 2-

3]과 같이 Bounding box를 계산한다.  

그 뒤 YOLO에서 성능을 개선한 YOLO v2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기존의 YOLO에서 배치 정규화 (Batch 

normalization)[16]를 사용한 점과 학습 시 매 iteration 마다 입력 

영상의 크기를 다양하게 변경시키며 학습을 진행한 점, Fine-Grained 

Feature를 사용한 점, Dimension Cluster를 사용한 점 등 최신 

기술들을 다양하게 적용시키며 성능 향상을 달성하였다. [그림 2-4]는 

기존 YOLO에서 여러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의 성능 변화를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YOLO v2를 YOLO로 지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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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YOLO의 컨볼루션 신경망 구조 

 

 

 

 

[그림 2-3] YOLO의 Bounding box 계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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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YOLO v2의 성능 향상 표 

 

2.2 손 추적 관련 연구 
 

물체를 추적하는 연구도 이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손의 경우 많은 각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다양하고 복잡한 모양을 가질 

수 있어서 1대1 매칭 기반의 방식으로는 정확하게 추적하기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중 손 

추적에 특화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과거 

프레임에서 검출된 손에서 일부 픽셀들의 정보를 HTP(Hand Tracking 

Point)로 정하고, 다음 프레임의 HTP와 매칭을 하여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적을 지속하는 방법이다[17].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추적에 주로 사용되는 Kalman Filter[18]에 비해 좋은 추적 

성능을 보인다. Kalman filter의 경우 하나의 점을 사용하여 물체를 

추적하고 적은 연산 복잡도로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손의 경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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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것처럼 모양이 다양하게 변할 가능성이 있고, 움직임이 규칙적이지 

않아서 하나의 점으로는 추적을 완벽하게 하기 힘들다. HTP를 사용하는 

방식은   [그림 2-5]와 같이 여러 개의 점을 사용하여 추적을 하는 

방식으로, 과거 프레임의 HTP의 정보를 토대로 다음 프레임의 HTP의 

위치를 추정하고 매칭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점을 사용해서 일부 

HTP가 손이 아닌 영역에 존재해도 추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다만 

색상을 기반으로 추적을 하는 경우에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유사한 

부분에 물체가 이동하는 경우인데, 손의 경우 손의 색상과 유사한 책상, 

얼굴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추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추적을 잘못하는 경우에 제대로 추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림 2-5] Kalman Filter와 HTP 방식의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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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효율적인 손 인식 및 추적 방법 

 

 

3.1 기존 손 인식 및 추적 방법의 문제 
 

본 장에서는 기존 손 인식 및 추적 방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 물체 검출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동작이 가능하도록 딥러닝 기반 물체 검출 방법의 연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3.1.1 초기 손 인식 성능 비교 
 

기존의 edge 기반 손 인식 방법은 손이 아닌 영역을 손으로 

오검출하는 거짓 양성(false-positive)을 줄이기 위해 손가락이 5개 

존재할 때만 손이 인식이 가능하다. 그로 인해 초기 손 인식을 위해서는 

영상에서 손가락 5개가 존재하고 겹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움이 유발되기도 하며, 손가락이 

5개인 상태로 손 인식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을 찾을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초기 손의 위치가 손의 색상과 유사한 

부분에 있으면 [그림 3-1]과 같이 입체시각을 통해 깊이 영상을 생성할 

때 손 주위 부분의 edge가 부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초기에 손이 존재해도 손을 바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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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손 인식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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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YOLO를 사용하는 경우, edge 기반 

방식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에도 손을 찾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그림 3-2]와 같이 손가락이 5개 존재하지 않아도 손을 인식할 수 

있고, [그림 3-3]과 같이 손 주위 배경이 손의 색상과 유사하여도 손을 

인식할 수 있다. 다만 YOLO를 사용하는 경우 edge 기반 방식에 비해 

연산량이 큰 문제가 있어서 항상 YOLO로 손을 찾는 대신, 필요할 때만 

YOLO를 사용하여 손을 찾도록 구현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 손가락 개수와 상관 없이 손 인식이 가능한 YOLO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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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손 주위 배경이 복잡해도 손 인식이 가능한 YOLO의 장점 

 

3.1.2 추적 과정의 부 정확성 
 

색상 기반 손 추적은 손의 색상과 다른 색상의 배경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또한 매 프레임마다 손을 인식하는 과정에 비해 

연산량이 적어서 실시간 처리에 적합하다. 하지만 [그림 3-4]와 같이 

손의 색상과 유사한 얼굴, 배경 등으로 손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추적 

과정에서 잘못된 곳에 추적이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 

추적을 중단하여야 하는데 기존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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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되었는지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추적을 중단하기 어렵다. 

또한, 새롭게 손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이전 프레임의 정보를 기반으로 

손의 위치를 추정하다 보니 [그림 3-5], [그림 3-6], 그림[3-7]과 

같이 인식된 결과에서 손가락 정보가 일부 부정확하거나 손바닥의 

위치가 부정확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므로 추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확한 결과를 찾고 그 결과를 YOLO를 사용하여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3-4] 얼굴 영역으로 부정확하게 추적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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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손가락을 인식하지 못하는 예 

 

[그림 3-6] 손바닥의 위치가 부정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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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손바닥의 개수가 부정확한 예 

 

3.2 선택적 YOLO 사용을 이용한 성능 개선 
 

위에서 다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러닝 기반 손 인식 기술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비교적 연산량이 적지만 

정확성이 떨어지는 기존 방식들과, 연산량은 많지만 정확성이 우수한 

딥러닝 기반 방식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면 연산량은 약간 증가하지만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언제 딥러닝 기반 방식을 사용하고, 언제 

기존 방식을 사용하는지 정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전체적인 

알고리즘의 흐름도는 [그림 3-8]과 같다. 손 검출 부분과 손 추적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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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부분에 대해서 YOLO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3-8] 선택적 YOLO 사용 알고리즘 흐름도 

우선 초기 손 인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YOLO를 사용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추적을 지속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YOLO를 사용하여 

손을 인식하기 위해 먼저 손의 이미지로 신경망을 학습시켜야 한다. 

학습을 위해 공개된 손 인식 데이터세트[19]를 사용하였고, 여러 

배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성능을 확인하였다. 기존 edge 기반 손 인식 

방법에 비해 1 frame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더 걸리지만, 

[그림 3-2]과 같이 손가락이 5개보다 적게 존재하거나 [그림 3-3]과 

같이 손이 손의 색상과 유사한 부분에 존재해도 손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초기 

손 인식 과정은 연산량이 많지만 정확성이 우수한 YOLO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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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를 통해 초기 손을 인식한 후에는 손 추적 단계로 

넘어가는데, 손 추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손의 중심 좌표와 손의 중심 

주위의 색상 정보를 YOLO의 인식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이 

정보를 HTP로 사용하여 다음 프레임의 HTP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손 추적이 시작되고, 앞서 다룬 문제처럼 손 추적 과정에서 

부정확하게 손을 추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YOLO의 인식 결과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손을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손 추적 결과가 부정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손 추적 결과가 부정확한데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손 추적 결과가 정확한데 

불필요하게 YOLO 연산을 수행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 추적 결과가 부정확한 경우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우선 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하게 추적을 하는 경우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그림 3-4] ~ 

[그림 3-7]와 같이 손바닥 위치 오류, 손가락 오인식, 여러 개의 

손바닥 인식, 색상이 유사한 배경으로 이동 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 모델 조건을 정의하고, 조건에 벗어나는 경우에 손을 잘못 

추적하였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손 모델 조건을 

정의하였는데, 손가락이 3개 이상 존재하며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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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손바닥은 1개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손을 펼친 채로 

손을 움직이기 때문에 손가락의 개수 조건을 정하였으며, 만약 손가락의 

개수가 다양한 상태로 움직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손가락의 개수가 

변할 때 마다 YOLO를 사용하여 손가락 개수가 변한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 다음 조건은, 깊이 영상에서 손의 색상과 유사한 

pixel들의 무게 중심과, 추적을 통해 생성된 손바닥의 위치가 유사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일반적으로 손의 영상을 확인하면, 대부분의 픽셀은 

[그림 3-9]와 같이 손바닥에 존재하기 때문에 무게 중심은 손바닥 위에 

있을 확률이 높다. 이러한 조건들에 더 복잡한 조건들을 추가하는 경우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조건은 3가지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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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손의 색상과 유사한 pixel들의 무게 중심 

  

앞서 제시한 3가지 손 모델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벗어나는 경우에는 

YOLO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YOLO를 자주 사용할수록 연산량이 

많아지므로 언제 YOLO를 사용할 지 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손 모델 조건을 벗어날 때 마다 YOLO를 사용하여 추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실험과, 손 모델 조건을 2프레임 연속 벗어나는 

경우에 YOLO를 사용하여 추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실험을 진행하고 

평균 동작 시간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는 4장에 서술하였다. 

 

3.3 YOLO의 컨볼루션 신경망 연산량 감소 방안 

YOLO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손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 방법들에 비해 많은 

연산량을 필요로 하고 그로 인해 동작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본 

장에서는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YOLO의 

연산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컨볼루션 신경망의 연산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입력 영상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다. YOLO는 

어떠한 크기의 입력 영상이 들어와도 영상 크기를 정해진 크기로 변환을 

하여 사용한다. YOLO v1의 경우 448x448 크기의 입력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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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추후에 나온 YOLO v2는 416x416 크기의 입력 영상을 

사용한다. YOLO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여 손을 인식하는 경우에 

임베디드 보드에서 1 frame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345ms로 

1초에 약 2.9frame밖에 처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입력 영상의 크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 YOLO의 경우 5번의 최대 풀링(max pooling)을 통해 

입력 영상의 크기가 32배 작아진 상태로 최종 출력 크기가 정해지는데, 

최종 출력 크기는 일반적으로 홀수의 값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YOLO의 416x416 크기의 입력 영상은 5번의 최대 풀링을 통해 

13x13의 크기로 출력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동작을 위해 7x7 

크기의 출력 영상을 갖도록 입력 영상의 크기를 224x224로 줄여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입력 영상의 크기를 줄인 결과 1frame을 

처리하는데 약 130ms가 소요되어 수행 속도가 약 2.65배 증가하였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컨볼루션 신경망의 복잡도를 줄이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컨볼루션 신경망의 복잡도를 줄일 때, 컨볼루션 층의 개수를 

줄이거나 각 층의 필터 개수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동일한 

연산량을 줄인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으로 각 층의 필터 개수를 줄이는 

경우에 성능 저하가 적다고 알려져 있다 [20]. 그 이유로는 비선형성의 

차이를 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3x3 컨볼루션 신경망 10층을 사용하고, 

각 층의 필터 개수는 64개일 때, 연산량을 2배 줄이기 위해 신경망을 

5층만 사용하거나 필터 개수를 32개를 사용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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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볼루션 신경망이 5층이므로 비선형성을 주는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도 5번 사용된다. 후자의 경우 전자에 비해 필터의 개수는 2배 

적지만 줄이기 전과 같이 활성화 함수가 10번 사용되어 비선형성이 

유지가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필터의 개수를 줄여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만 너무 적은 필터를 사용하면 물체 검출 성능이 낮아질 

수 있어서 실험적으로 성능 저하를 최소로 하도록 줄여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필터 개수를 줄인 결과 1frame을 처리하는데 약 51ms가 

소요되어 수행 속도가 약 2.55배 증가하였다. [표 3-1]은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조를 

보여준다. Layer 중 Conv는 컨볼루션 신경망을 의미하고 Max pool은 

최대 풀링을 의미한다. Route는 중간 특성 맵의 정보를 복사해오는 망을 

의미하고, Reorg는 특성 맵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채널의 개수를 4배 늘려주는 망을 의미한다. Region은 최종 출력된 7 x 

7 x 30 크기의 특성 맵을 통해 Bounding box를 계산하는 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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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연산량 감소가 적용된 YOLO의 신경망 구조 

Layer Filter size Input Output 

Conv_1 3x3 / 16 224 x 224 x 3 224 x 224 x 16 

Max pool_1 2x2 224 x 224 x 16 112 x 112 x 16 

Conv_2 3x3 / 32 112 x 112 x 16 112 x 112 x 32 

Max pool_2 2x2 112 x 112 x 32 56 x 56 x 32 

Conv_3 3x3 / 64 56 x 56 x 32 56 x 56 x 64 

Conv_4 1x1 / 32 56 x 56 x 64 56 x 56 x 32 

Conv_5 3x3 / 64 56 x 56 x 32 56 x 56 x 64 

Max pool_3 2x2 56 x 56 x 64 28 x 28 x 64 

Conv_6 3x3 / 128 28 x 28 x 64 28 x 28 x 128 

Conv_7 1x1 / 64 28 x 28 x 128 28 x 28 x 64 

Conv_8 3x3 / 128 28 x 28 x 64 28 x 28 x 128 

Max pool_4 2x2 28 x 28 x 128 14 x 14 x 128 

Conv_9 3x3 / 256 14 x 14 x 128 14 x 14 x 256 

Conv_10 1x1 / 128 14 x 14 x 256 14 x 14 x 128 

Conv_11 3x3 / 256 14 x 14 x 128 14 x 14 x 256 

Conv_12 1x1 / 128 14 x 14 x 256 14 x 14 x 128 

Conv_13 3x3 / 256 14 x 14 x 128 14 x 14 x 256 

Max pool_5 2x2 14 x 14 x 256 7 x 7 x 256 

Conv_14 3x3 / 512 7 x 7 x 256 7 x 7 x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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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_15 1x1 / 256 7 x 7 x 512 7 x 7 x 256 

Conv_16 3x3 / 512 7 x 7 x 256 7 x 7 x 512 

Conv_17 1x1 / 256 7 x 7 x 512 7 x 7 x 256 

Conv_18 3x3 / 512 7 x 7 x 256 7 x 7 x 512 

Conv_19 3x3 / 512 7 x 7 x 512 7 x 7 x 512 

Conv_20 3x3 / 512 7 x 7 x 512 7 x 7 x 512 

Route  Conv13 14 x 14 x 256 

Conv_21 1x1 / 32 14 x 14 x 256 14 x 14 x 32 

Reorg  14 x 14 x 32 7 x 7 x 128 

Route  Conv 20, Reorg 7 x 7 x 640 

Conv_22 3x3 / 512 7 x 7 x 640 7 x 7 x 512 

Conv_23 1x1 / 30 7 x 7 x 512 7 x 7 x 30 

Region  7 x 7 x 30  

 

세 번째 방법으로는 컨볼루션 연산이 수행되는 영역을 줄이는 

방법이다. 과거 프레임들의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 프레임의 손의 위치를 

추측할 수 있으면 그 영역에 대해서만 관찰을 해도 손을 찾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환경이 30fps가 보장되는 실시간 

환경이라고 가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은 약 30ms동안 아무리 

빨라도 손의 위치를 크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과거 프레임들의 

손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면 다음에 손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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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러면, 그 영역 주위에서 매우 높은 확률로 손이 검출될 

것이고,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손이 검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컨볼루션 연산에 적용할 수 있는데, 손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기반으로 224x224 크기의 입력 영상을 줄여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기존 YOLO가 최대 풀링이 5번 사용되어 7x7 크기의 

출력 영상을 갖고, 49개의 각 값들은 입력 영상 기준 32x32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줄인 영상의 가로 세로의 길이는 32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입력 영상에서 관심 영역 부분만 자른 뒤에는 똑같이 컨볼루션 

신경망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때, 모든 컨볼루션 신경망을 통과시키고 

나면 7x7 크기의 출력 영상 중 관심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값을 

대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손 검출 결과가 부정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각 컨볼루션 신경망의 결과를 

출력해보니 신경망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특성 맵(feature map)의 가로, 

세로 길이가 비교적 큰 컨볼루션 신경망에서는 관심 영역에 대해서만 

컨볼루션 연산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값이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특성 맵의 가로, 세로 길이가 작은 신경망에서는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이유로는 오차가 생기는 데이터의 비율을 들 수 

있는다. 관심 영역에 대해서만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고, 그 때의 특성 

맵의 가로, 세로 길이가 n이라고 할 때, n^2개의 영역 중 테두리 영역의 

(4*n-4)개에서 오차가 생긴다. 즉 오차가 생기는 데이터의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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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나타내면 (1)과 같다.  

  (1) 

이 비율은 n이 작을수록 커지고, 그로 인해 특성 맵의 가로, 세로 

길이가 작은 신경망일수록 오차가 커진다. 예를 들어 입력 영상에서 

96x96 크기를 갖는 관심 영역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3번째 컨볼루션 신경망의 입력 특성 맵의 크기는 24x24, 

14번째 신경망의 입력 특성 맵의 크기는 3x3로 3번째 신경망에서는 약 

16%의 데이터에 오차가 생기는 반면, 14번째 신경망에서는 약 89%의 

데이터에 오차가 생긴다. 즉, 특성 맵의 가로, 세로 길이가 큰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 영역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도록 구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8번째 컨볼루션 신경망과 4번째 최대 

풀링을 통과하여 특성 맵의 가로, 세로 길이가 입력 영상의 1/16이 

되는 시점까지 관심 영역에 대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였다. 이 후에는 특성 맵을 관심 영역에 대해서 자르기 전과 

유사하게 바꿔주어야 한다. 하지만 관심 영역을 제외한 부분은 손이 

아닌 배경인데, 배경은 매 순간 같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배경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배경 영역을 0으로 제한하여도 손을 검출할 수 있는지 

검증을 진행하였고, 손을 잘 검출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뒤 입력 

영상 전체를 0으로 바꾼 입력과, 관심 영역을 제외한 부분을 0으로 

바꾼 입력에 대해서 8번째 컨볼루션 신경망과 4번째 최대 풀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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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한 특성 맵의 관심 영역 밖 부분을 비교한 결과 거의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관심 영역을 제외한 부분을 0으로 바꾼 입력과, 관심 

영역만을 자른 입력에 대해서 8번째 컨볼루션 신경망과 4번째 최대 

풀링을 통과한 특성 맵의 관심 영역 부분을 비교한 결과 거의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그림 3-10]의 맨 오른쪽 열의 첫 번째 결과와 

두 번째 결과를 통해서 세 번째 결과와 유사한 특성 맵을 얻을 수 있고 

그 뒤의 신경망에서는 이 특성 맵을 사용하여도 손을 잘 검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2]는 관심 영역을 96x96 크기로 제한하였을 

때의 YOLO의 신경망 구조를 나타낸다. [표 3-1]에서 추가된 부분인 

ROI_to_Full은 관심 영역에 대해서 계산한 특성 맵에서 관심 영역 

이외의 부분의 값을 채워서 크기를 키워주는 망을 의미한다. 또한 표 

3에서 굵은 글씨로 된 부분은 [표 3-1]과 다른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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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관심 영역 컨볼루션 연산 예 

 

[표 3–2] 관심 영역 컨볼루션 연산이 적용된 YOLO의 신경망 구조 

 

Layer Filter size Input Output 

Conv_1 3x3 / 16 96 x 96 x 3 96 x 96 x 16 

Max pool_1 2x2 96 x 96 x 16 48 x 48 x 16 

Conv_2 3x3 / 32 48 x 48 x 16 48 x 48 x 32 

Max pool_2 2x2 48 x 48 x 32 24 x 24 x 32 

Conv_3 3x3 / 64 24 x 24 x 32 24 x 24 x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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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_4 1x1 / 32 24 x 24 x 64 24 x 24 x 32 

Conv_5 3x3 / 64 24 x 24 x 32 24 x 24 x 64 

Max pool_3 2x2 24 x 24 x 64 12 x 12 x 64 

Conv_6 3x3 / 128 12 x 12 x 64 12 x 12 x 128 

Conv_7 1x1 / 64 12 x 12 x 128 12 x 12 x 64 

Conv_8 3x3 / 128 12 x 12 x 64 12 x 12 x 128 

Max pool_4 2x2 12 x 12 x 128 6 x 6 x 128 

RoI_to_Full  6 x 6 x 128 14 x 14 x 128 

Conv_9 3x3 / 256 14 x 14 x 128 14 x 14 x 256 

Conv_10 1x1 / 128 14 x 14 x 256 14 x 14 x 128 

Conv_11 3x3 / 256 14 x 14 x 128 14 x 14 x 256 

Conv_12 1x1 / 128 14 x 14 x 256 14 x 14 x 128 

Conv_13 3x3 / 256 14 x 14 x 128 14 x 14 x 256 

Max pool_5 2x2 14 x 14 x 256 7 x 7 x 256 

Conv_14 3x3 / 512 7 x 7 x 256 7 x 7 x 512 

Conv_15 1x1 / 256 7 x 7 x 512 7 x 7 x 256 

Conv_16 3x3 / 512 7 x 7 x 256 7 x 7 x 512 

Conv_17 1x1 / 256 7 x 7 x 512 7 x 7 x 256 

Conv_18 3x3 / 512 7 x 7 x 256 7 x 7 x 512 

Conv_19 3x3 / 512 7 x 7 x 512 7 x 7 x 512 

Conv_20 3x3 / 512 7 x 7 x 512 7 x 7 x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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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Conv13 14 x 14 x 256 

Conv_21 1x1 / 32 14 x 14 x 256 14 x 14 x 32 

Reorg  14 x 14 x 32 7 x 7 x 128 

Route  Conv 20, Reorg 7 x 7 x 640 

Conv_22 3x3 / 512 7 x 7 x 640 7 x 7 x 512 

Conv_23 1x1 / 30 7 x 7 x 512 7 x 7 x 30 

Region  7 x 7 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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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및 분석 

 

4.1 실험 환경 및 구현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술 기반 손 검출 실험과, 기존 컴퓨터 영상 

인식 기술과 딥러닝 기반 기술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실험, 총 2가지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우선 딥러닝 기술 기반 손 검출 실험을 위해 사용한 학습용 데이터 

세트는 옥스포드의 한 연구실에서 직접 제작하여 공개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해당 데이터 세트는 학습용 이미지 

4069장과 검증용 이미지 821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림 4-1]과 

같이 여러 모양과 배경에서 촬영된 이미지와, 손 영역을 직사각형으로 

bounding box를 나타낸 라벨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데이터 

세트를 YOLO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bounding box 라벨 데이터를 

변환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유는 YOLO에서 측정되는 bounding box는 

[그림 4-1]과 같이 다양한 각도의 bounding box가 아니라 이미지의 

테두리와 평행한 직사각형의 bounding box만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라벨 데이터를 YOLO에 맞게 변환하여야 하는데, 기존 

bounding box의 4개의 좌표에서 x 좌표와 y좌표의 최소, 최대 값을 

구하여 새로운 bounding box의 좌표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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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옥스포드 손 인식 데이터 세트 

 

그 뒤 학습을 진행하였고, 학습 및 검증에 사용된 software는 YOLO의 

저자가 공개한 오픈 소스인 c언어 기반 darknet 라이브러리[15]을 사용

하여 진행하였다. 학습에 사용한 배치의 크기는 64이며 momentum 기

반 optimizer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 이 때 사용된 파라미터는 

momentum=0.9, decay=0.0005, learning rate는 0.001 이다.  

검증에 사용할 데이터 세트는 [그림 4-2]과 [그림 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연구실의 단순한 배경과 복잡한 배경에서 직접 제작하였

다. USB 카메라 1대를 지정된 위치에 고정시켜 놓은 후 손을 여러 방향

으로 움직이고 모양을 바꾸며 각 배경 당 500 프레임씩 녹화한 뒤, 영

상에서 손을 정확하게 찾는지 확인하였다. 손의 모양은 손가락을 모두 

펼친 형태와, 손가락의 개수를 5개 ~ 0개까지 바꾼 형태 등으로 균일하

게 변화를 주었고, 손의 방향 또한 왼쪽과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모양도 

테스트 세트에 포함하였다. 이 때, 이미지의 해상도는 VGA(640x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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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 NVIDIA의 

Jetson TK1 보드를 사용하였으며, 컨볼루션 신경망 연산은 GPU를 사

용하여 수행하였다.  

 

[그림 4-2] 연구실 내 단순한 배경 데이터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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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연구실 내 복잡한 배경 데이터 세트 

   그 뒤 진행한 컴퓨터 비전 영상 인식 기술과 딥러닝 기반 기술을 선

택적으로 사용하는 실험을 위해 실험용 데이터 세트를 직접 제작하였으

며, 연구실의 복잡한 배경에서 USB 카메라를 사용하여 직접 촬영하였다. 

입체 시각 기술을 활용하여 깊이 영상을 얻어야 하므로, 두 대의 USB 

카메라를 이용하여 스테레오 카메라와 같이 정해진 간격만큼 카메라를 

배치하고,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두 카메라 간 기하학적 정보를 계산하여 

영상을 교정하여 [그림 4-4]와 같이 두 카메라의 영상이 행-정렬된 카

메라에서 촬영된 것처럼 바꾸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림 4-4]의 왼쪽 

이미지는 왼쪽 카메라에서 촬영한 이미지이고, 오른쪽 이미지는 오른쪽 

카메라에서 촬영한 이미지이다. 이 과정은 OpenCV 3.1.0 버전을 기반



 

39 

 

으로 구현하였다. 여러 손 움직임에 대해서 데이터 세트를 제작하였으며 

마찬가지로 해상도는 VGA(640x480)이다. 각 실험의 결과는 아래 장들

에 나타내었다. 

 

[그림 4-4] 연구실 내 복잡한 배경 스테레오 이미지 데이터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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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딥러닝 기반 손 검출 실험 결과 

딥러닝 기반 손 검출을 위해 제작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손 검출 

성능을 측정하였다. 손 검출 성능은 영상에 손이 존재할 때 손을 제대로 

찾는 지와, 손이 존재하지 않을 때 손을 찾지 않는 지를 계산하여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edge 기반 손 인식 알고리즘에 비해서 초기 

손 인식을 빨리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 동일한 테스트 영상에 대해서 

초기 손을 인식하는데 걸리는 프레임 수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우선 손의 검출 정확도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같은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기존 edge 기반 방식과 YOLO 방식을 적용하여 평균 

동작 속도와 정확도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우선 edge 기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1프레임을 처리하는데 평균 21.67ms가 소요되었고 평균 

87.1%의 인식률을 보인다. 주로 영상에 손이 존재하여도 초기 손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인식률이 낮게 측정되었다. 

YOLO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1프레임을 처리하는데 평균 345.11ms가 

소요되어서 edge 기반 방식을 사용하는데 비해 약 16배 정도 느린 

동작 속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평균 99.9%의 인식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확성 측면에서는 기존 edge 기반 방식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이지만 속도 측면에서 1초에 약 3프레임 정도 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결과는 [표 4-1]에 정리되어있다. 

초기 손을 인식하는데 걸리는 프레임 수의 차이를 비교하면,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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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방식에 비해 YOLO를 사용하는 경우 복잡한 배경에서는 

평균적으로 10.2 프레임, 단순한 배경에서는 5.7프레임 먼저 손을 

발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YOLO를 사용하는 경우, 모든 경우에서 

edge 기반 방식보다 손을 먼저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 YOLO 사용 시 손 검출 성능 비교 

 인식률 수행 시간 

Edge 기반 방식 87.1% 21.67ms/frame 

YOLO 99.9% 345.11ms/frame 

 

 

4.3 선택적 YOLO 사용을 통한 추적 실험 결과 

   3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HTP 기반 방식으로 손을 추적하다가, 

추적이 잘못되는 경우에 YOLO를 사용하여 추적 성능을 향상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추적 성능은 영상에 손이 존재할 때, 손가락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는지 와 손바닥의 위치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매 프레임간 추적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연산량 비교를 위해 1000프레임간 

HTP 방식을 사용하였을 때와, 선택적 YOLO 방식을 사용하였을 때의 

평균 동작 속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손 모델 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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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번 YOLO를 사용하는 경우와, 2번 연속 조건을 벗어나는 경우에 

YOLO를 사용하는 경우에 정확도와 평균 동작 속도를 비교하여 어떤 

주기로 YOLO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하였다. 

    우선 HTP 기반 방식으로 손을 추적하는 경우 평균 수행 시간은 

24.44ms/frame이며 실험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83.5%의 추적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택적 YOLO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분석하면, 우선 손 모델 조건을 2번 연속 벗어나는 경우에 YOLO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평균 수행 시간은 62.62ms/frame, 추적률은 

92.6%가 측정되었다. HTP 기반 방식을 사용할 때 보다 평균 수행 

시간은 약 38ms/frame 길어졌지만 약 9%의 추적률 향상이 있었다. 손 

모델 조건이 벗어날 때 마다 YOLO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균 수행 

시간은 105.49ms/frame, 추적률은 99.6%가 측정되었다. 평균 수행 

시간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매우 높은 추적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서술할 컨볼루션 신경망 연산량 감소 기법을 적용하면 평균 수행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손 모델 조건이 벗어날 때 

마다 YOLO를 사용하도록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결과는 [표 4-2]에 

정리되어있다.  

   결과 영상을 비교하면, 기존 HTP 방식을 사용하면 손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YOLO를 사용하면 추적 성능이 

향상시킬 수 있는데, [그림 4-5]와 [그림 4-6]의 경우 HTP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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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면 손가락을 전부 인식하지 못해서 손바닥의 위치가 이상한 

위치에 존재하는 반면, YOLO를 사용하면 손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림 4-7]과 [그림 4-8]의 경우 

이전 프레임에서 YOLO를 사용하여 손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다음 

프레임에서도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7]의 경우 이전 

프레임에서 발생한 추적의 오류로 인해 다음 프레임에서도 추적이 잘못 

된 반면, [그림 4-8]의 경우 이전 프레임에서 발생한 추적의 오류를 

YOLO를 사용하여 바로 잡으면서 다음 프레임에서 HTP 기반 

방식으로도 정확하게 추적을 지속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 4-2] YOLO 사용 시 손 추적 성능 비교 

알고리즘 추적률 평균 수행 시간 YOLO 수행 횟수 

HTP 기반 83.5% 24.44ms/frame 0/1000 

YOLO_2번 92.6% 62.62ms/frame 90/1000 

YOLO_1번 99.6% 105.49ms/frame 2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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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HTP 기반 방식의 오류 예 1 

 

[그림 4-6] YOLO를 사용하여 오류 개선 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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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HTP 기반 방식의 오류 예 2 

 
[그림 4-8] YOLO를 사용하여 오류 개선 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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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YOLO의 컨볼루션 신경망 연산량 감소 실험 결과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동작이 가능하도록 컨볼루션 

신경망의 연산량을 감소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3장에서 서술한 3가지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동작 속도 비교와 손을 정확하게 찾았는지, 

정확하게 추적했는지 정확도를 비교하였다. 두 가지 실험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매 프레임간 손을 인식할 때의 동작 

속도와 손 인식 성능을 비교하였고, 두 번째 실험에서는 선택적 YOLO 

사용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의 손 추적 성능과 동작 속도를 비교하였다. 

우선 첫 번째 실험에서 YOLO를 사용하였을 때의 동작 속도는 

345.11ms/frame이고 1000프레임에 대해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99.9%의 정확도가 측정되었다. 그 뒤, 입력 영상의 크기를 416 x 

416에서 224 x 224로 줄이면 동작 속도는 130.10ms/frame이고 

정확도는 99.5%가 측정된다. 적용하기 전에 비해 정확도는 0.4% 

감소하였지만 동작 속도가 2.65배 빨라졌다. 두 번째 방법인 컨볼루션 

신경망의 복잡도를 줄이는 방법을 적용하면 동작 속도는 

50.77ms/frame, 정확도는 98.8%가 측정된다. 마찬가지로 적용하기 

전에 비해 정확도는 0.7% 감소하였지만 동작 속도가 2.56배 빨라졌다. 

마지막 방법인 관심 영역 컨볼루션 연산은 관심 영역 정보가 필요한 데, 

관심 영역은 손의 크기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카메라와 손의 거리를 조절하며 손의 크기를 다양하게 하여 관심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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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따른 동작 속도만 측정하여 비교를 진행하였다. 관심 영역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면 관심 영역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다양한데, 

관심 영역의 크기를 64 x 64부터 160 x 160까지 조절하였을 때의 동작 

속도는 [표 4-3]의 결과처럼 관심 영역의 크기가 작을수록 동작 속도가 

빠른 것을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영상에 존재하는 손의 크기는 96x96 

관심 영역으로 나타내는 것이 효율적인데, 이 경우 관심 영역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약 1.64배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 시간이 약 31ms/frame으로 30fps 이상이 보장되어 

실시간으로 동작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9],        [그림 

4-10], [그림 4-11], [그림 4-12]는 같은 영상에 대해서 3가지 

연산량 감소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bounding box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4-9]는 YOLO를 적용하였을 때의 bounding box 결과이고, [그림 

4-10]은 입력 영상의 크기를 줄였을 때의 결과이며,       [그림 4-

11]은 컨볼루션 신경망의 복잡도를 줄였을 때의 결과,   [그림 4-

12]는 관심 영역의 크기가 96 x 96일 때의 결과를 나타낸다.  

 

 

 

 

[표 4-3] 컨볼루션 관심 영역 크기에 따른 수행 시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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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볼루션 관심 영역 크기 수행 시간 

64 x 64 29.41ms/frame 

96 x 96 31.04ms/frame 

128 x 128 33.40ms/frame 

160 x 160 37.00ms/frame 

 

 

 

[그림 4-9] YOLO의 손 검출 결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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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YOLO + 입력 영상 크기 감소 결과 예 

 

[그림 4-11] YOLO + 컨볼루션 신경망 복잡도 감소 결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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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YOLO + 관심 영역 컨볼루션 연산 결과 예 

 

두 번째 실험은 선택적 YOLO 사용을 통해 추적 성능을 

비교하였는데, 마찬가지로 3가지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동작 속도와 

손 추적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 경우에는 손 추적은 기존 HTP 기반 

추적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손 추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만 YOLO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테스트 세트 영상에서 평균 동작 속도를 

측정하였다. YOLO를 사용하였을 때의 평균 동작 속도는 105.49 

ms/frame이고 1000 프레임에 대해 정확도를 측정한 결과 99.6%의 

정확도가 측정되었다. 그 뒤, 입력 영상의 크기를 416 x 416에서 224 x 



 

51 

 

224로 줄이면 평균 동작 속도는 56.69ms/frame이고 정확도는 

99.4%가 측정된다. 두 번째 방법인 컨볼루션 신경망의 복잡도를 줄이면 

평균 동작 속도는 36.36ms/frame, 정확도는 99.1%가 측정된다. 

마지막 방법인 관심 영역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면 동작 속도는 

30.01ms/frame, 정확도는 98.6%가 측정된다. HTP 기반 방식을 

사용할 때에 비해 평균 수행 시간은 약 5.6ms/frame 증가하였지만 

추적률이 15.1% 증가하였다. 3가지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추적률과 

평균 수행 시간, YOLO 수행 횟수의 결과는 [표 4-4]에 나타내었다. 

 

[표 4-4] 컨볼루션 연산량 감소 기법에 따른 손 추적률, 수행 시간 비교 

알고리즘 추적률 평균 수행시간 YOLO 수행 횟수 

HTP 방식 83.5% 24.44ms/frame 0/1000 

YOLO 99.6% 105.49ms/frame 216/1000 

YOLO + 입력 영상 

크기 감소 

99.4% 56.69ms/frame 245/1000 

YOLO + 컨볼루션 

신경망 복잡도 감소 

99.1% 36.36ms/frame 233/1000 

YOLO + 관심 영역 

컨볼루션 연산 

98.6% 30.01ms/frame 24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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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손을 

인식하고 추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우선 기존 손 인식 

방법에 사용되는 edge 기반 손 인식 알고리즘과 딥러닝 기반의 

YOLO의 성능 차이를 분석하였고, 선택적으로 YOLO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손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손 추적에 사용되는 

HTP 기반 알고리즘과 YOLO의 성능 차이를 분석하였고 연산량은 

적지만 정확도가 다소 부족한 HTP 방식과 연산량은 많지만 정확도가 

높은 YOLO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HTP 기반 

방식을 사용하다가 손 추적을 실패하는 경우를 찾고, 그 경우에 

YOLO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손 추적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YOLO의 연산량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YOLO의 컨볼루션 

신경망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영상의 크기가 고정되어있는데, 입력 

영상의 크기를 줄였고, 컨볼루션 신경망의 복잡도를 감소시키며 

연산량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손의 추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손은 

프레임간 크게 이동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관심 영역을 제한하여 관심 

영역에 대해서만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컨볼루션 신경망의 연산량 감소 기법을 적용한 결과, 감소시키기 전에 

비해 손 인식 성능은 약 1.1% 감소하였지만 91%의 연산량을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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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기존 edge 기반 방식과 비교하여도 약간의 연산 시간이 

증가하였지만 11.7% 높은 인식률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손 추적 

성능은 연산량 감소 기법을 적용하기 전에 비해 약 1% 감소하였지만 

72%의 연산량을 줄일 수 있었고, 기존 HTP 기반 방식을 사용할 때 

보다 약간의 연산 시간이 증가하였지만 15.1%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임베디드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딥러닝 기반 

방식만을 사용할 때에 비해 적은 연산량으로 유사한 성능을 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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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st hand gesture recognition using CNN and 

edge detection 

Ho Seong Lee 

Department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hand gesture recognition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method for applying to smart 

devices and virtual / augmented reality technologies. As the hand 

gesture - based HCI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studies have 

been widely carried out to recognize the hand from the image and 

accurately track it. Performance has also continued to evolve a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Recently, the development of deep 

learning technology has shown higher performance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computer vision algorithm. However, the deep learning 

based algorithm has a very high computational complexity compared 

to the existing algorithm. The environment in which the hand 

related technology is used is an embedded device having a limited 

computation capability, so it is difficult to use it in an 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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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lgorithm to recognize and 

track hand in real time in embedded device. In addition, we propose 

a method to improve accuracy by selectively using deep learning 

based algorithms to solve problems that occur when using existing 

computer vision algorithms. 

The hand recognition process uses a deep learning based 

object detection algorithm to prevent early misperception and 

accurately recognize hands. In the hand recognition process, the 

recognition rate is 12.8% higher than the conventional computer 

vision algorithm. After recognizing the hand based on the deep 

learning, the hand tracking algorithm is used to track the hand and 

acquire the coordinate data of the hand. In the case of tracking 

failure in hand tracking, we used the deep learning based hand 

recognition algorithm selectively and improved the tracking 

performance and confirmed that it is 16.1% higher than the 

conventional method. In addition,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reduce the amount of computation of the convolution neural network. 

In the hand recognition process,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computation amount by about 91% by using the computation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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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ion technique and by about 72% in the hand tracking process. 

In addition, hand recognition performance improved from 87.1% to 

98.8% and hand tracking performance increased from 83.5% to 

98.6%. 

 

Keywords : hand recognition, hand tracking, deep learn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omputational complexity reducing, 

algorithm sel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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