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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AR(Augmented Reality) 및 VR(Virtual Reality) 기술은 

게임,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AR/VR 

장치를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제어하기 위해 손동작 인식 같은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 

키보드의 입력을 위한 정확한 손동작과 손가락 인식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딥러닝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딥러닝 네트워크로 손동작과 

손가락 인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실시간 손동작 인식에 객체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손의 복잡한 구조 

때문에 객체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만을 이용하여 손인식을 진행할 경우 

손동작의 작은 변화에도 분류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손 관절 

인식 네트워크는 복잡한 손의 구조를 인식 할 수 있지만 연산량이 커서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객체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와 손 관절 인식 

네트워크를 같이 사용하여 높은 손 인식 정확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가상 키보드를 개발하였으며 

클릭 동작일 때에만 손 관절 인식 네트워크를 사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정확한 가상 키보드 타이핑이 가능하게 하였다. 

제안한 프로세스는 먼저 객체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입력된 RGB 영상 중 bounding box와 손동작의 클래스를 찾는다. 다음 

손동작이 클릭 동작일 경우에 손 관절을 찾아주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정확한 손동작 분류와 손가락 인식을 진행한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단일 객체 인식 네트워크 대비 손동작 인식 정확도를 

19.93% 향상시키고 손가락 끝점 인식의 RMSE(Root Mean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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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를 약 66% 감소시켰다. 동영상 입력을 주었을 때 제안한 

알고리즘의 이미지 처리 속도는 38.26fps로 객체 인식 네트워크만을 

사용했을 때보다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 

부합되었다. 제안한 알고리즘 기반의 가상 키보드를 여러 가지 키보드 

레이아웃에 적용하여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객체 인식 

기반의 가상 키보드를 사용했을 때보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오타율이 

32.35% 감소하였다. 또한 한 문장당 평균 타이핑 시간은 7.3% 

감소하였다. 

주요어 :  가상 키보드, 가상현실, 증강현실, 손동작 인식, 객체 인식, 손 

관절 인식.  

학   번 : 2017-2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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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내용 

 

최근 기술의 발전에 따라 Google Glass, 마이크로소프트사의 

Hololens와 같은 HMD(Head Mounted Display)가 장착된 착용형 

AR/VR 장치들이 보급되고 있다. HMD는 AR/VR 장치에서 더 높은 

수준의 편의성과 진실한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AR/VR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영상에서 손동작을 인식하는 방식이 가장 직관적이고 자연스럽스다[그림 

1-1]. 

[그림 1-1] 손동작 인식을 통한 VR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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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중 손동작 인식을 통해서 AR/VR 환경에 사용되는 입력 방식 

중 하나인 가상 키보드를 제어할 수 있다. 가상 키보드의 정확한 입력을 

위해서는 높은 정확도의 손동작 인식과 손가락 인식이 요구된다. 딥러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객체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가 제안되면서 

실시간으로 입력 이미지 중 손동작을 인식할 수 있게 되였다. 하지만 

객체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만을 이용하여 손의 복잡한 구조를 

인식하기에는 부족하다. 손 관절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복잡한 손의 구조를 인식 할 수 있다. 하지만 손 관절 딥러닝 

네트워크는 연산량이 커서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기반의 

손동작 인식을 통한 실시간 가상 키보드 입력 시스템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객체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입력된 RGB 

이미지로부터 손의 ROI를 찾고 박스 내 손동작에 대해서 분류를 

진행한다. 두 번째로 손동작이 클릭 동작이거나 손동작 분류에 실패한 

경우에 손 관절을 찾아주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정확한 손동작 분류와 손가락 인식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키보드 배열을 채용하여 가상 키보드를 작성하여 사용자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방식의 효율성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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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 구성 

 

본 논문은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손 

인식 관련 연구 및 가상 키보드의 이전 연구 내용에 대해 소개한다. 

3장에서는 기존 방법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손동작 인식에 기반한 가상 키보드 입력 

시스템을 제안한다. 1절에서는 기존 손동작 인식의 문제점을 설명한다. 

2절에서는 효율적인 실시간 가상 키보드 입력 시스템을 제안한다. 4장의 

1절에서는 실험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2절에서는 제안한 방식으로 

손동작 인식을 진행하였을 때의 정확도와 이미지 처리 속도 방면에서의 

장단점을 비교한다. 3절에서는 제안한 알고리즘 기반 가상 키보드와 

객체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 기반 가상 키보드의 사용자 실험을 진행하고 

오타율과 타이핑 시간에 대해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논문의 실험에 대해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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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관련 연구 

 

2.1 손동작 인식 관련 연구 

 

손동작 인식은 사람과 컴퓨터와의 상호작용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서 널리 연구되어 왔다. 그중 특정한 

장치나 센서를 사용하여 손동작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 웨어러블 

글러브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손가락의 좌표, 그리고 손의 운동 방향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사용자가 컴퓨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된다. 또한 글러브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사용자의 움직임을 

제한한다. [그림 2-1]은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글러브 센서의 

예시이다. 

[그림 2-1] 글러브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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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센서를 사용하여 손동작을 인식하면 컴퓨터와의 직접연결을 

피할수 있으므로 편리성을 증가시킬수 있다. Moin et al은 팔에 

바이오센서를 착용하여 바이오 시그널로 손동작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1]. Rahim et al은 Myo 근전도 센서를 이용한 손동작 

인식을 진행하여 가상 키보드 입력 시스템을 구현하였다[2]. 이 외에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 LMC(Leap Motion Controller) 같은 손 관절 

인식 장치를 사용하여 손동작 인식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3][4]. 

이러한 방식들은 사용자와 컴퓨터간의 직접적인 연결이 필요없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카메라를 입력장치로 하는 비전 인식 기반 손동작 인식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카메라 비전에 기반한 손동작 인식은 사람과 

컴퓨터 간의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서 사용자에게 움직임 상의 편의를 

제공한다. 카메라 비전 기반 손동작 인식에는 컬러 정보 기반 손동작 

인식, 딥러닝 기반 손동작 인식, 깊이 정보 기반 손동작 인식 등이 

포함된다. 그중 컬러 정보에 기반한 손동작 인식은 빠르고 간편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Wang et al은 컬러 글러브 마커를 이용하여 손동작 

인식을 진행하였다[5]. 손의 구조를 인지하기 위해 [그림 2-2]과 같은 

컬러 글러브 마커를 착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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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컬러 글러브 마커 

 

그러나 손에 컬러 글러브 마커를 착용하는 방법도 불편함이 여전히 

존재한다. 컬러 글러브 마커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의 피부색 정보를 

이용하여 손동작 인식을 진행할 수 있다. Xu et al[6]은 손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RGB 이미지 중 손을 포함한 ROI를 추출한 뒤 분류 딥러닝 

네트워크인 LeNet[7]을 사용하여 손동작 분류를 진행하였고 컴퓨터를 

제어하였다. 그러나 컬러 정보 기반 손인식은 배경과 빛의 세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특히 손의 배경에 피부색과 비슷한 물체가 있을 때 

손동작을 인식하기 어렵다. 

피부색과 비슷한 배경에서도 손동작을 인식하기 위해 깊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RGB-D 카메라는 3차원 공간에서 물체의 깊이 정보를 

제공하고 조명의 변화, 그림자와 색상의 영향에서 자유롭다. 

PrimeSense, AsusensXtion Pro와 Microsoft 사의 Kinect 같은 RGB-

D 카메라를 사용하여 손동작을 인식하는 방법도 있다[8][9]. Choi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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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은 깊이 이미지로부터 손 영역을 분리한 뒤 랜덤 포레스트 기법으로 

손동작을 인식하여 프로젝터를 제어하였다[10]. 깊이 카메라를 

사용하면 프로젝터에서 손위로 투영된 색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손 

영역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깊이 카메라에서 얻은 깊이 

정보는 물체의 표면 상태에 따른 잡음이 있다[11].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은 여러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예측의 정확도가 뛰어나 애플리케이션에 널리 쓰이고 있다. 

그중 객체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로 RGB 이미지 중 손 영역 추출과 

손동작 인식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손의 구조를 자세히 탐색하기 위한 

관절 좌표 추출 네트워크도 있다. 손 관절 좌표는 손의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나타낼 수 있으며 추출된 손 관절 데이터로부터 손동작의 방향, 

관절 사이의 거리와 각도, 손의 ROI(Region of Interests), 손의 운동 

궤적을 추정할 수 있다. Li et al[12]은 객체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도 실시간으로 RGB 이미지 중 여러가지 

손동작을 인식하였고 가상 키보드를 입력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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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객체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 

 

제안된 객체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들 중 처음 제안된 구조는 R-

CNN(Region-CNN)이다[13]. R-CNN은 2-stage 파이프라인 구조로 

되어있는데 먼저 입력 이미지로부터 객체를 포함한 후보 영역을 만들고 

다음 각 후보 영역에 대해 컨볼루션 신경망을 적용하여 객체에 대해서 

분류를 진행한다. 후속으로 객체 인식 추론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Fast R-CNN[14], Faster R-CNN[15]와 같은 네트워크들이 

제안되었다. 이런 방식들은 후보 영역을 딥러닝 방식으로 찾아주므로 

R-CNN보다 빠르다. 그러나 2-stage 구조는 비교적 정확하지만 

느리다. 추론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객체의 후보 영역 검출과 

객체의 분류를 동시에 진행하는 1-stage 딥러닝 네트워크가 

제안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SSD(Single Shot MultiBox 

Detector)[16]과 YOLO(You Only Look Once)[17]이다.  

YOLO는 J, Redmon에 의해 제기된 실시간 객체 인식 one-stage 

네트워크이다. 아래 [그림 2-3]는 YOLO의 네트워크 구조를 

설명하였다. [그림 2-3]과 같이 주어진 입력 영상을 고정된 네트워크 

구조에 맞게 사이즈를 변형한 뒤 SxS 그리드로 나눈다. 그 뒤 컨볼루션 

신경망에 통과시켜 SxS(5xB+C)의 모양을 가지는 텐서를 출력한다. 

일반적으로 S의 값은 7, B의 값은 2를 사용하며, B는 각 그리드마다 

bounding box를 예측하는 개수를 의미하고 C는 class의 종류를 

의미한다. 또한 식의 B에 곱해지는 5는 물체의 중심 점(x, y)와 물체의 

가로 세로 길이 (w, h), 해당 물체의 confidence확률 p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SxS 그리드에 대해서 class의 종류마다 확률 값이 출력되면 

그 확률 값을 토대로 bounding box를 계산한다. 또한 식의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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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해지는 5는 물체의 중심 점(x, y)와 물체의 가로 세로 길이 (w, h), 

해당 물체의 confidence확률 p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SxS 그리드에 

대해서 class의 종류마다 확률 값이 출력되면 그 확률 값을 토대로 

bounding box를 계산한다. 

 

[그림 2-3] YOLO의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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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로 YOLO는 여러 차례 성능 개선을 거쳐 YOLO v3[18]로 

업데이트되었다. YOLO v3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3개의 특징 맵 

출력에서 각각 3개의 서로 다른 크기와 scale을 가진 anchor box로 

검출을 하였다. 둘째, Softmax가 아닌 Sigmoid 기반의 logistic 

classifier를 이용하여 개별 물체의 multi label을 예측한다. 속도는 앞선 

YOLO보다 느리지만 예측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아래 [그림 2-4]는 

YOLO v3와 기타 알고리즘의 COCO 데이터 셋에서의 성능 비교이다. 

그래프는 추론 시간 대비 mAP의 trade-off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확도와 추론 시간을 고려하여 YOLO v3 네트워크를 

사용하였다.  

 

[그림 2-4] 추론 시간과 mAP(IOU@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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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er R-CNN, YOLO 같은 객체 탐지 네트워크는 배경색에 

상관없이 손 영역을 추출할 수 있다. Alamsyah et al은 Faster R-

CNN을 학습시켜 손가락 끝점을 찾는 것을 제안하였다[19]. Faster R-

CNN, YOLO 같은 객체 탐지 네트워크는 배경색에 상관없이 손 영역을 

추출할 수 있지만 손가락 끝점 같은 작은 물체에 대해서는 인식이 

비교적 어렵다. 아래 [그림 2-5]은 YOLO v3 객체 인식 네트워크로 손 

영역을 찾은 예시이다. 

 

[그림 2-5] YOLO v3으로 손과 손가락을 검출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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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손 관절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 

 

널리 알려진 신체 관절 추출 네트워크는 Wei et al[20]이 제기한 

신체 자세 추정 네트워크 CPM(Convolutional Pose Machines)이다. 

CPM은 CNN으로 연속 연결되어 있으며 각 신체 관절의 확률분포로 

이루어진 2D heat map을 반복적으로 생성한다. 아래 [그림 2-6]은 

CPM의 네트워크 구조와 훈련 방식, 각 단계에서의 heat map 

생성과정을 보여준다. CPM은 여러 개의 단계로 구성되여 있으며 각 

단계에서 생성된 heat map과 정답 사이의 손실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각 단계에서 발생한 loss들을 더해주어 전체 손실을 계산한다.  

CPM은 손의 21개 2D 관절 탐색에도 활용될수 있다. Simon et al은 

multi-camera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뷰에서의 손 관절 데이터셋을 

만들었으며 손관절 인식 네트워크의 성능을 올리는 방법을 

제안하였다[21].  

Cao et al은 CPM에 기반하여 OpenPose라는 얼굴, 신체, 발과 손의 

관절을 추출하는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22]. OpenPose는 입력한 RGB 

영상 중 여러 명의 신체 관절을 Bottom-UP 방식으로 찾은 다음 동일 

 

[그림 2-6] CPM의 네트워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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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관절을 서로 연결해서 사람의 자세를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OpenPose가 손의 2D 관절을 찾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 관절 중 손목의 위치를 찾고 다음 손목의 방향에 따라 손이 

포함된 bounding box를 예측하여 손 관절 추출 네트워크에 넘겨준다. 

[그림 2-7]은 OpenPose를 이용한 21개 2D 손 관절을 추출한 

예시이다. 

그 뒤로 OpenPose에 기반한 2D 손 관절로부터 3D 손 관절 

좌표를 추정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23][24]. 그러나 이러한 

손 관절 추출 네트워크는 연산량이 많아 객체 인식 네트워크보다 프레임 

당 평균  추론 시간이 10배 더 수요된다. 그러므로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가상 키보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지 않다. 아래 [표 2-1]은 

같은 크기의 RGB 이미지를 입력하였을 때 YOLO와 OpenPose의 

프레임 당 평균 처리 시간과 FPS (Frames Per Second) 비교이다. 

실시간 가상 키보드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필요할 때에만 

OpenPose를 사용하여 손 관절을 인식하도록 구현할 필요가 있다.  

[그림 2-7] OpenPose의 손 관절 추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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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2가지 딥러닝 네트워크의 이미지 처리 속도 비교 

Method Average Time (ms) FPS (Frames Per Second) 

YOLOv3 24.28 41.82 

OpenPose 211.74 4.72 

 

 

2.4 가상 키보드 관련 연구 

 

지금껏 많은 방식의 손인식 가상 키보드 입력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가상 키보드 제안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앞부분 1절에서 설명한 

손인식 알고리즘 중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알고리즘을 채용하여 

손동작과 손가락 인식을 진행하였다. Tran et al은 Microsoft 사의 

Kinect RGB-D 카메라를 이용하여 얻은 깊이 이미지로부터 손의 ROI를 

추출한 뒤 3DCNN를 통하여 손동작을 분류하였다[9]. 그러나 깊이 

카메라로 얻은 깊이 맵은 쉽게 노이즈가 낀다. 또한 깊이 카메라는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 RGB 카메라는 일반 노트북이나 

휴대폰에 내장되어있고 쉽게 구매할수 있다. Zhang et al[25] 은 RGB 

이미지의 손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binary 이미지로 만든 뒤 손끝을 

기하학적 구조에 따라 추정하고 손끝이 가리키는 가상 키보드의 key를 

출력하였다.  

논문 [26]에서는 먼저 RGB 카메라 입력을 받아서 손 컬러 인식을 

통해 손의 ROI를 추출한다. 다음 손 영역을 포함한 이미지를 CNN에 

통과하여 특징 맵을 추출하고 SVM으로 손동작을 분류한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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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색상 정보 기반의 손 영역 추출은 배경색의 영향을 받기에 배경을 

분리할 때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 객체 검출 딥러닝 네트워크를 

적용하면 손의 배경색 상관없이 RGB 이미지 중 손의 ROI를 출력할 수 

있다. Lee et al은 RGB 카메라 기반 환경에서 피부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contour 기반의 손동작 인식을 진행하였다[27][28]. 이 

방식은 AR/VR에 장착된 HMD를 이용하여 손동작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저자는 영어 문장중 알파벳의 출현 

확률을 측정하여 multi-layer의 키보드 layout을 설계하여 타이핑 

시간을 줄였다. 엄지와 검지가 접촉하였을 때의 손동작을 클릭 동작으로 

정의하였다. 아래 [그림 2-8]은 클릭 동작의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손가락이 접힌 개수에 따라 가상 키보드의 layer를 선택한다. [그림 2-

9]은 [28]에서 제안한 가상 키보드 클릭 동작과 multi-layer 선택 

손동작이다. 이러한 multi-layer 키보드를 제어하려면 여러 가지 

손동작의 클래스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a) 준비 동작 (a) 클릭 동작 (b) 동작 완성 

[그림 2-8] 클릭 손동작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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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st layer  (b) 2nd layer (c) 3rd layer 

[그림 2-9]  키보드 레이어 선택 손동작 

 

본 논문에서는 단일 RGB 카메라 기반이면서 다양한 손의 배경에서 

동작하는 가상 키보드 입력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또한 객체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의 FP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가상 키보드의 타이핑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Lee et al[28]에서 

제안한 키보드 레이아웃과 손동작 클래스의 정의를 이용하여 가상 

키보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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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제안한 가상 키보드 시스템 

 

 

3.1 객체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의 손인식의 문제 

본 장에서는 객체 인식 딥러닝 기반 가상 키보드 입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손동작 인식 문제를 제기하고 손동작의 각도 변화에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손동작을 인식하는 강인한 가상 키보드 입력 

시스템을 제안한다. 

 

3.1.1 손가락 인식 문제 

 

객체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 기반 손동작 인식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고 있으며 가상 키보드 애플리케이션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가상 키보드에서 손가락이 가리키는 글쇠를 정확히 

추정하려면 클릭 손동작 시 손끝점의 위치의 정확도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객체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 기반 손가락 인식의 문제는 손의 

기울기가 좌우로 증가할 때 손가락 끝 위치를 박스 정보를 통해 위치를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객체 인식 

네트워크는 손가락을 bounding box로 탐색한 뒤 박스의 상단의 중간 

지점을 손끝점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제시한 손동작의 각도 

변화가 손가락 끝점 위치의 정확도에 영향을 준다. [그림 3-1]은 각각 

손이 왼쪽,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을 경우와 손이 바르게 서있을 경우의 

객체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의 손끝점 인식 예시이다. 

반면 2장에서 소개한 skeleton model 방식인 OpenPos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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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손인식을 진행하면 손의 관절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끝점을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림 3-2]은 

OpenPose를 이용하여 손 관절 인식을 진행한 결과이다. YOLO의 

손가락 bounding box와 비교했을 때 손가락의 끝점들을 더 정확하게 

찾아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 손이 기울었을 때 객체 인식 딥러닝 손끝 인식 

 

 

[그림 3-2] 손이 기울었을 때 손 관절 인식 네트워크의 손끝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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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손동작 인식 문제 

 

손동작 인식 기반 키보드의 경우 [27]에서와 같이 다양한 손동작을 

이용하여 키보드를 컨트롤하는 것이 수요된다. 객체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RGB 이미지 중 손을 포함한 bounding box와 

클래스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객체인식 네트워크는 손의 모양으로만 

손동작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동작을 틀리게 판단할 수 있다. 

아래 [그림 3-3]처럼 손이 기울었을 때 2가지의 다른 손동작이 비슷한 

모양을 가진다. 그림(a)의 두 번째 레이어의 클릭 동작과 그림(b)의 

첫번째 레이어의 준비 동작이 비슷하게 보여 지기때문에 손의 각도가 

달라질 때 다양한 손동작의 분류 판단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한 이러한 손동작 클래스의 인식 에러는 클릭 명령을 보내서 가상 

키보드의 오타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래 [그림 3-4]는 객체 

인식 네트워크가 클릭 동작이 아닌 손동작을 클릭 동작으로 잘못 인식한 

경우이다.  

  

(a) 두 번째 layer 클릭 동작 (b) 첫 번째 layer 준비 동작 

[그림 3-3] 서로 오인식 하기 쉬운 손동작  



 

 20 

  

(a) 세 번째 layer 클릭 동작 (b) 첫 번째 layer 클릭 동작 

[그림 3-4] 클릭 동작으로 오인식된 준비 동작 

 

  

(a) 두 번째 layer 준비 동작 (b) 첫 번째 layer 준비 동작 

[그림 3-5] 손 관절 인식 네트워크의 손동작 분류 결과 

 

손 관절 추출 네트워크는 손의 기하학적 구조에 근거하여 손 관절을 

찾아주기 때문에 손 관절 좌표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를 이용하면 

손동작을 정확히 분류할 수 있다. 윗 [그림 3-5]은 [그림 3-4]와 

똑같은 손동작 이미지들을 손 관절 인식 네트워크를 통해 분류한 

결과이다. 앞서 객체 인식 네트워크가 오인식한 이미지들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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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객체 인식 네트워크는 [그림 3-6]와 같이 손의 bouding 

box와 클래스의 분류에 실패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때 [그림 3-

6]을 손 관절 인식 네트워크에 통과시키면 다음 [그림 3-7]과 같이 

손동작 분류 결과를 얻을수 있다. 

  

(a) 클릭 동작 검출 에러 (b) 준비 동작 검출 에러 

[그림 3-6] 객체 인식 네트워크의 손동작 클래스 검출 에러 

 

  

(a) 두 번째 layer 클릭 동작 (b) 첫 번째 layer 준비 동작 

[그림 3-7] 손관절 인식 네트워크의 손동작 검출 

 

 

 

 

 



 

 22 

3.2 제안한 가상 키보드 입력 시스템 

 

1절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Object detection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입력된 RGB 영상 중 손 

영역을 포함한 bounding box를 찾고 박스 내 손동작을 분류한다. 다음 

손동작이 클릭 동작이거나 손동작 검출에 실패하였을 때에만 손 관절을 

찾아주는 딥러닝 네트워크인 OpenPose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정확한 

손동작 분류와 손가락 인식을 진행한다. 손동작과 손가락 인식의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가상 키보드의 타이핑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다. 

또한 OpenPose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타이핑이 

가능한 가상 키보드를 만들 수 있다. 제안한 가상 키보드 입력 시스템의 

프레임워크는 [그림 3-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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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기반  손 인식

ROI 검출 여부

이미지 Crop

 딥러닝 기반 손관절 인식

Yes No

클릭 손동작 판단

Yes

No

클릭 손동작 
검출 여부

No

Yes

글쇠출력

직전 frame의 손 ROI정보

입력 영상

 

[그림 3-8] 제안한 입력 시스템의 손인식 흐름도 

 

첫 번째 스텝은 다음과 같다. 먼저 CNN으로 구성된 YOLOv3를 

이용하여 손동작 클래스 분류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Lee et 

al[28]에서 제안한 가상 키보드 배열과 손동작 클래스의 정의롤 

사용하였다. 손동작 인식을 위해 총 62,187장의 6가지 클래스의 학습 

데이터를 자동 라벨링 방식을 통해 생성하였다. 다음 학습된 객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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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st layer ready (b) 2nd layer ready (c) 3rd layer ready 

   

(d) lst layer click (e) 2nd layer click (f) 3rd layer click 

[그림 3-9] 객체 인식 네트워크의 손동작 인식 결과 

 

네트워크로 손동작 인식을 진행하였다. 손동작과 손가락의 인식 결과는 

[그림 3-9]과 같다. 객체 인식 네트워크의 추론 결과로 손의 ROI와 

손동작 클래스의 정보를 알 수 있다. 

두 번째 스텝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스텝에서 손의 ROI 정보가 

검출 되었는지와 클릭 손동작이 발생하였는지 판단한다. 만약 객체 인식 

네트워크에서 클릭 손동작이 검출되었다면 객체인식 네트워크에서 얻은 

ROI 정보에 따라 손의 1.2배로 손 영역을 키운다. 혹은 3장 1절에서 

말했던것과 같이 객체 인식 네트워크의 에러로 인해 손동작의 클래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바로 직전 프레임의 손의 ROI정보에 따라 손 영역을 

잘라낸다. 이 과정은 [그림 3-10]과 같다. 다음 손의 ROI 영역에 따라 

이미지를 잘라낸다. 이 과정은 [그림 3-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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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OLO 탐색 결과 (b) ROI 영역 지정 

[그림 3-10] 클릭 손동작일 때 손 영역 정하기 

 

 

[그림 3-11] 손 영역에 따라 이미지 자르기 

 

세 번째 스텝은 다음과 같다. 두 번째 스텝에서 손 영역 만큼 

잘라진 이미지를 365x365의 크기로 만들어 준다. 다음 이미 학습된 손 

관절 추출 딥러닝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손 영역 내에 skeleton model을 

생성한다. 21개의 2D 손 관절 좌표들의 기하학적 특징에 근거하여 

손동작의 클래스를 다시 한번 분류한다. 클릭 손동작 일 때 손 관절 

추출과 손동작 분류의 결과는 [그림 3-1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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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st layer click (b) 2nd layer click (c) 3rd layer click 

[그림 3-12] 클릭 손동작 시 ROI내 skeleton model 생성 

 

네 번째 스텝에서는 사용자가 제시한 손동작이 최종적으로 클릭 

손동작으로 확인되었을 때 검지의 손끝을 표시하는 관절의 좌표를 

찾는다. 다음 검지 끝이 가리키는 버튼의 글쇠를 모니터에 출력한다.  

아래 [그림 3-13], [그림 3-14], [그림 3-15]은 각각 ABC 키보드 

배열에서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키보드 레이어에서의 문자 

타이핑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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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첫 번째 레이어 타이핑 예시 

 

[그림 3-14] 두 번째 레이어 타이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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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세 번째 레이어 타이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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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 결과 및 분석 

 

4.1 실험 환경 

 

본 연구에서는 총 2가지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손의 

기울기에 따른 객체인식 네트워크, 손 관절 인식 네트워크와 제안한 

알고리즘 간의 클릭 동작일 때의 손동작 분류 정확도와 손끝 좌표 인식 

RMSE 비교 실험이다. 두 번째는 제안한 알고리즘으로 작성된 가상 

키보드와 객체 인식 네트워크로만 작성된 가상 키보드의 사용자 

실험이다. 

본 논문의 실험은 다음 [표 4-1]와 같이 2가지 GPU 서버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YOLO v3의 학습을 위하여 NVIDIA TITAN Xp 

GPU를 사용하였고 가상 키보드의 구현 및 사용자 실험을 위하여 

NVIDIA GeForce GTX 1080 Ti GPU를 사용하였다. 

[표 4-1] 2가지 실험 환경 

 객체 인식 네트워크 학습 
가상 키보드 구현 및 

사용자 실험 

OS Ubuntu 18.04.1 LTS Ubuntu 16.04.7 LTS 

CPU 
IntelR XeonR Gold 5118 

CPU @ 2.30GHz 

IntelR CoreTM i5-8500 

CPU @ 3.00GHz 

GPU NVIDIA TITAN Xp GPU 
NVIDIA GeForce GTX 

1080 Ti GPU 

RAM 132GB 16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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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딥러닝 네트워크의 학습 

 

우선 객체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 기반으로 손동작과 손 영역을 

검출하려면 YOLO v3의 학습이 필요하다. 딥러닝 네트워크의 학습에는 

대량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한 실외, 실내 등 여러 가지 

환경에서 손동작 인식을 진행하려면 복잡한 배경, 다양한 사이즈의 손, 

다양한 빛 조건을 포함한 손동작 학습 데이터 세트가 수요된다. 방대한 

양의 학습용 데이터 세트 이미지를 수동으로 라벨링 하려면 많은 시간과 

인력 자원이 수요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동 라벨링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손과 다양한 배경을 합성하여 많은 양의 손동작 

학습 데이터 세트를 자체 제작하였다. [그림 4-1]은 손동작 학습 

데이터 세트를 생성하고 자동으로 라벨링을 진행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로 해상도가 640*480인 RGB 카메라 1대를 지정된 위치에 

고정시켜 놓은 후 손의 기울기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20º ~ 30º 정도 

변화시키면서 각 손동작 클래스 당 30초의 동영상을 녹화한다. 두 

번째로 캡처된 RGB 이미지를 YCbCr 컬러 스페이스의 이미지로 

변환시킨다. 세 번째로 손색상에 해당되지 않는 배경을 제거한다. 네 

번째, 분리된 손의 countor에 따라 자동으로 손과 손가락의 bonding 

box를 생성하고 좌표를 얻는다. 다섯 번째, 다양한 배경들로 구성된 

이미지 풀에서 랜덤으로 고른 배경과 손을 합성한다. 이미지 합성에 

이용된 배경은 카페, 집 등 다양한 공간에서 캡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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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GB 이미지 (b) YCbCr로 전환 (c) 손 영역 분리 

  

(d) 손과 손가락 

라벨링 

(e) 배경 합성 

[그림 4-1] 손동작 학습 데이터 세트 자동 생성 과정 

 

앞서 설명한 학습 데이터 세트 자동 생성 과정을 이용하여 총 

7개의 클래스를 포함한 62,187장의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또한 

네트워크의 학습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1352장의 테스트 데이터 

세트를 제작하였다. 데이터 세트는 손동작 클래스 6개와 검지 클래스로 

구성되었으며 클래스의 이름은 각각 layer1s, layer1c, layer1s, layer2s, 

layer3s, layer3c, index이다. [그림 4-2]은 자동 생성된 6개의 손동작 

학습 데이터 세트의 예시이다. 

학습 및 검증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YOLO의 저자가 공개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인 darknet[18]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Darknet은 

momentum 기반 optimizer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학습에 

사용된 prameter들은 다음 [표 4-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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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yer1s (b) Layer2s (c) Layer3s 

   

(d) Layer1c (e) Layer2c (f) Layer3c 

[그림 4-2] 자동 생성된 데이터 세트 클래스 별 이미지 

 

 [표 4-2] YOLO v3의 학습에 사용된 parameter 

Prameter Value 

Batch size 66 

Momentum 0.9 

Width * Height 640 * 480 

Learning rate 0.0007 

Max batches 177680 

 

YOLO v3 네트워크는 177680 iteration까지 학습하였고 시간은 약 

72h 정도 수요되었다. 객체 인식 네트워크의 성능 지표에는 

IOU(Intersection Over Union), precision, recall, AP(Average 

Precision), mAP(mean Average Precision), FPS(Frames Per Second) 

등이 있다. Precision은 객체 인식 네트워크가 검출한 정보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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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 truth와 일치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Recall은 검출되어야 하는 

물체들 중에서 제대로 검출된 것의 비율을 말한다. Precision과 recall 

이 두 가지 지표는 서로 trade-off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AP가 성능 

지표로 자주 사용한다. AP는 precision-recall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으로 계산된다. Mean average precision은 1개의 

클래스에 대한 AP의 값을 구한뒤 전체 클래스에 대해 구한 평균 값이다. 

아래의 [그림 4-3]은 177680번의 학습 중 생성된 weight들의  각 

클래스 별 AP와 mAP의 그래프이다. 그림 중 회색 선이 mAP의 

그래프이며 최대 mAP는 40088번째 iteration에서 발생하였다. 때문에 

다음 절에서 설명할 가상 키보드의 사용자 실험에서 해당 weight 

파일을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을 보면 40088번째 

weight에서 최대 mAP를 갱신 후 학습시간이 증가하여도 최대 mAP가 

갱신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YOLO v3 네트워크의 학습 성과에 대해서 측정한 여러 가지 

지표들은 아래의 [표 4-3]과 같다. 손 관절 추출을 위하여 공개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인 OpenPose를 사용하였다[19]. 손 관절의 추출을 

위하여 COCO 학습 데이터 세트에서 pre-trained weight를 

다운로드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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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Iteration에 따른 AP 그래프 

 

[표 4-3] YOLO v3의 정확도 측정 

Algorithms YOLO 

Precision 0.95 

Recall 0.89 

TP 3968 

FP 228 

Average IOU 72.22% 

mAP 96.28% 

 

 



 

 35 

4.3 제안한 방식의 손 인식 비교 

 

이 실험에서는 제안한 방식의 손의 기울기에 따른 검지의 RMSE와 

손동작 클래스 분류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정확도 측정을 위하여 손의 

기울기에 따른 검증용 데이터 세트를 작성하였다. 검증용 이미지의 

캡처를 위하여 책상 위에 각도기를 놓고 그 위로 카메라를 고정한 뒤 

손의 기울기를 60º에서 120º사이에서 변화시켜가면서 촬영을 

진행하였다. 검증용 데이터 세트는 총 528장이며 4명의 연구원이 

이미지 제작에 참여하였다. [그림 4-4]은 작성된 손의 기울기가 70º일 

때 제작된 6가지 손동작 클래스의 예시이다.  

   

(a) Layer1s (b) Layer2s (c) Layer3s 

   

(d) Layer1c (e) Layer2c (f) Layer3c 

[그림 4-4] 손 기울기에 따른 손동작 분류 검증 데이터 세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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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v3, OpenPose,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검지의 평균제곱  

근 오차를 측정하였다. RMSE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하였다. 

 

𝑅𝑀𝑆𝐸 =  √
1

𝑛
∑ (𝑝𝑖 − 𝑦𝑖)2𝑛

𝑖=1                    (1) 

위 수식 중 pi는 i 번째 그림의 추론된 검지의 좌표이고 yi는 i 번째 

그림의 ground truth 검지의 좌표이다. RMSE는 검지의 ground truth 

좌표와 추론 좌표 사이의 평균 거리를 나타낸다. 아래의 [표 4-4]는 

60~120도의 손 기울기에서 측정한 RMSE를 보여준다. 제안한 

알고리즘의 RMSE는 14.56 pixel이며 YOLO v3 단일 네트워크의 평균 

RMSE 대비 약 66%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4] 손 기울기 별 손끝 RMSE 

RMSE(pixel) YOLO v3 OpenPose Proposed 

60º 40.98 8.97 8.97 

70º 26.73 10.86 10.76 

80º 16.76 5.87 5.88 

90º 8.18 6.32 6.45 

100º 18.04 5.78 5.78 

110º 19.3 7.93 7.93 

120º 24.81 7.01 7.0 

Average 22.11 7.53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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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LOv3, OpenPose,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손동작 분류의 

정확도를 측정하였다. 손동작 분류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서 계산되었다.  

Accuracy =  
손동작을 정확히 판단한 이미지 수

전체 이미지 수
∗ 100%         (2) 

 

위 수식 중 손동작의 분류 정확도는 손동작을 정확히 판단한 

이미지의 수 대비 실험에 사용된 전체 이미지 수이다. 아래 [표 4-5]는 

60º~120º의 손 기울기에서의 2가지 딥러닝 모델과 제안한 

알고리즘의 클릭 손동작 분류 정확도를 나타낸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단일 객체 인식 네트워크 대비 손동작 분류 정확도를 19.93% 

향상시켰다 

[표 4-5] 2가지 딥러닝 모델과 제안한 방식의 클릭 손동작 분류 정확도 

Accuracy YOLO v3 OpenPose Proposed 

60º 56.25% 97.91% 97.91% 

70º 72,91% 97.91% 97.91% 

80º 95.83% 100% 100% 

90º 93.75% 97.91% 97.91% 

100º 89.58% 93.75% 93.75% 

110º 72.91% 95.83% 95.83% 

120º 62.5% 95.83% 95.83% 

Average 77.68% 97.02% 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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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제안한 방식의 이미지 처리 속도 비교 

Method Time(s) FPS 

YOLOv3 6.96 41.82 

OpenPose 57.94 5.02 

Proposed 7.63 38.26 

 

다음 동일한 동영상 입력을 주었을 때 YOLOv3, OpenPose, 제안한 

알고리즘의 이미지 처리 속도를 비교하였다. 동영상은 총 292 

frame이며 연속된 손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292 프레임 중에 손 관절 

추출 네트워크를 적용한 프레임은 7 프레임이다. 위의 [표 4-6]는 세 

가지 방식의 제안한 알고리즘이 동영상에 대한 총 추론 시간과 FPS이다. 

실험 결과 제안한 방식의 FPS는 약 38로 실시간 사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4 가상 키보드의 사용자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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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가상 키보드 입력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 기반 가상 키보드와 객체 

인식 단일 네트워크 기반 가상 키보드의 비교를 위하여 2가지의 가상 

키보드를 제작하였다. 첫 번째의 가상 키보드는 YOLO v3 단일 

네트워크 기반이고 두 번째의 가상 키보드는 제안한 방식 기반이다. 이 

두가지의 방식의 키보드들은 각각 ABC 등 5가지의 키보드 배열로 제작 

되었다. [그림 4-5]중 (a)는 자주 쓰이는 ABC 키보드 배열이고 (b), 

(c)는 3by3, 양손 키보드 배열이다. (d)는 논문 [30]에서 제안한 

키보드 배열이고 (e)는 논문 [29]에서 제안한 키보드 배열이다. 

 

(a) ABC 키보드 

 

(b) Optimized 3b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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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mbidextrous 

 

(d)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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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5by6 

[그림 4-5] 사용자 실험에 사용된 키보드 배열 

 

이 5개의 키보드 배열에서 7개의 영어 문장을 7번씩 타이핑하여 

사용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7개의 영어 문장은 

인터넷에서 찾았으며 아래 [표 4-7]에 표시되었다. 

제안한 알고리즘 기반 가상 키보드와 YOLO 단일 네트워크 기반 

가상 키보드의 사용자 실험 결과는 [표 4-8]와 같다. 실험 결과 제안한 

방식의 오타율이 4.76%에서 3.22%로 32.35% 감소한것을 알 수 있다. 

각 문장 당 평균 타이핑 시간은 58.65s에서 54.39s로 약 7.3%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제안한 알고리즘이 타이핑 에러가 적어서 다시 

클릭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표 4-7] 실험에 사용된 7개의 영어 문장 

Number Text 

1 Faith without deeds is useless. 

2 The will of a man is his happiness. 

3 A poet is the painter of the soul. 

4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5 Only the just man enjoys peace of mind. 

6 The difficulty in life is the choice. 

7 Good fences makes good neighbors. 

 



 

 42 

 [표 4-8] 가상 키보드의 사용자 실험 결과 

Keyboard Layout Data YOLO Proposed 

3by3[28] 
Error 2.88% 3.30% 

Time 57.16s 50.65s 

5by6[29] 
Error 5.55% 2.70% 

Time 60.82s 57.02s 

Ambidextrous[28] 
Error 7.47% 3.90% 

Time 55.78s 51.96s 

ABC 
Error 3.99% 3.70% 

Time 59.13s 54.73s 

L2[30] 
Error 3.92% 2.50% 

Time 60.39s 57.57s 

평균 
Error 4.76% 3.22% 

Time 58.65s 54.3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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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배경과 손동작의 변화에 

상관없이 높은 타이핑 정확도를 유지하는 강인한 가상 키보드 입력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우선 객체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배경에 상관없이 손의 ROI를 추출할 수 있게 하였다. 정확하게 

타이핑하면서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 객체 

인식 딥러닝 네트워크를 사용하다가 정확도가 필요한 클릭 동작일 때와 

손의 ROI 추출에 실패한 경우에만 연산량이 많은 손 관절 추출 

네트워크를 사용하였다. 손의 기울기에 따른 객체 인식 네트워크, 손 

관절 인식 네트워크와 제안한 알고리즘 간의 손끝 인식 RMSE를 비교한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은 손가락 끝점 좌표의 RMSE를 66% 감소시켰다. 

또한 제안한 알고리즘은 단일 객체 인식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손인식을 

진행하였을 때보다 손동작 인식 정확도를 20% 향상시켰다.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다양한 키보드 레이아웃에 적용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정확한 타이핑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44 

참고문헌 

 

[1] A. Moin, A. Zhou, A. Rahimi, A. Menon, S. Benatti, G. Alexandrov, 

S. Tamakloe, J. Ting, N. Yamamoto, Y. Khan, F. Burghardt, L. Benini, 

A. Arias, and J. Rabaey, “A wearable biosensing system with in-

sensor adaptive machine learning for hand gesture recognition,” 

Nature Electron, vol. 4, pp. 54–63, Jan. 2021. 

 

[2] M. Rahim and J. Shin, “Hand Movement Activity-Based 

Character Input System on a Virtual Keyboard,” MDPI Journal 

Electronics, vol. 9, pp. 774, May. 2020. 

 

[3] A. Vaitkevičius, M. Taroza, T. Blažauskas, R. Damaševičius, R. 

Maskeliūnas, and M. Woźniak,“Recognition of American Sign 

Language Gestures in a Virtual Reality Using Leap Motion,” Applied 

Sciences, vol. 9, no. 3, pp. 445, Jan. 2019. 

 

[4] A. Ikram and Y. Liu, “Skeleton Based Dynamic Hand Gesture 

using LSTM and CNN,” in 2020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mage Processing and Machine Vision, pp. 63-68, Aug. 2020. 

 

[5] R. Wang and J. Popović. “Real-time hand-tracking with a color 

glove,” Proc. ACM SIGGRAPH, vol. 28, no. 63, pp. 1-8, July. 2009. 

 



 

 45 

[6] P. Xu, “A real-time hand gesture recognition and human-

computer interaction system,” arXiv preprint arXiv: 1704.07296, 

2017. 

 

[7] Y. Lecun, L. Bottou, Y. Bengio and P. Haffner, "Gradient-based 

learning applied to document recognition," Proceedings of the IEEE, 

vol. 86, no. 11, pp. 2278-2324, Nov. 1998. 

 

[8] J. Shin and C. M. Kim, “Non-Touch Character Input System 

Based on Hand Tapping Gestures Using Kinect Sensor,”in IEEE 

Access, vol. 5, pp. 10496-10505, 2017. 

 

[9] D.S. Tran, N. H. Ho, H.J. Yang, E.T. Baek, S.H. Kim and G. Lee, 

“Real-Time Hand Gesture Spotting and Recognition Using RGB-D 

Camera and 3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Applied Sciences 

MDPI, vol. 10, no. 2, pp. 722, 2020. 

 

[10] O. Choi, Y. Son, H. Lim and S. C. Ahn, "Co-Recognition of 

Multiple Fingertips for Tabletop Human–Projector Interaction," 

in IEEE Transactions on Multimedia, vol. 21, no. 6, pp. 1487-1498, 

June. 2019. 

 

[11] W. Wu, C. Li, Z. Cheng, X. Zhang and L. Jin, “YOLSE: 

Egocentric Fingertip Detection from Single RGB Images,” in 201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46 

Workshops(ICCVW), pp. 623-630, Oct. 2017. 

 

[12] Y. Li, T. Lee, J. Kim and H. Lee, "CNN-Based Real-time Hand 

and Fingertip Recognition for the Design of a Virtual Keyboard,”in 

2021 36th International Technical Conference on Circuits/Systems,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ITC-CSCC), June. 2021. 

 

[13] R. Girshick, J. Donahue, T. Darrell, and J. Malik. “Rich feature 

hierarchies for accurate object detection and semantic segmentation,” 

in 2014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 580-587, Sep. 2014. 

 

[14] R. B. Girshick. “Fast R-CNN,” in Proceedings of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pp. 1440-1448, 2015. 

 

[15] S. Ren, K. He, R. Girshick and J. Sun, "Faster R-CNN: Towards 

Real-Time Object Detection with Region Proposal Networks," in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 

39, no. 6, pp. 1137-1149, 1 June 2017. 

 

[16] W. Liu, D. Anguelov, D. Erhan, C. Szegedy, S. Reed, C. Y. Fu, 

and A. C. Berg, “SSD: Single Shot MultiBox Detector,” in 

Proceedings of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pp. 21-37, 

Sep. 2016. 

 



 

 47 

[17] J. Redmon, S. Divvala, R. Girshick and A. Farhadi, "You Only 

Look Once: Unified, Real-Time Object Detection," in 2016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CVPR), pp. 

779-788, 2016. 

 

[18] J. Redmon and A. Farhadi, “YOLOv3: An Incremental 

Improvement,” in arXiv: 1804.02767, 2018. 

 

[19] Alamsyah, Derry & Fachrurrozi, Muhammad, “Faster R-CNN 

with Inception V2 for Fingertip Detection in Homogenous Background 

Image,”Journal of Physics: Conference Series, Vol. 1196, no.2, Mar 

2019. 

 

[20] S.-E. Wei, V. Ramakrishna, T. Kanade and Y. Sheikh, 

“Convolutional pose machines,”in Proc.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 4724–4732, 2016. 

 

[21] T. Simon, H. Joo, I. Matthews and Y. Sheikh, “Hand Keypoint 

Detection in Single Images Using Multiview Bootstrapping,”in 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pp. 4645-

4653, Nov. 2017. 

 

[22] Z. Cao, G. Hidalgo, T. Simon, S. -E. Wei and Y. Sheikh, 

"OpenPose: Realtime Multi-Person 2D Pose Estimation Using Part 

Affinity Fields," in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48 

Machine Intelligence, vol. 43, no. 1, pp. 172-186, 1 Jan. 2019. 

 

[23] C. Zimmermann and T. Brox, “Learning to estimate 3d hand 

pose from single rgb images,”in The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ICCV), Oct 2017. 

 

[24] P. Panteleris, I. Oikonomidis and A. Argyros, "Using a Single 

RGB Frame for Real Time 3D Hand Pose Estimation in the Wild," 

2018 IEEE Winter Conference on Applications of Computer Vision 

(WACV), pp. 436-445, 2018. 

 

[25] Y. Zhang, W. Yan and A. Narayanan, "A virtual keyboard 

implementation based on finger recognition,"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mage and Vision Computing New Zealand (IVCNZ), 

pp. 1-6, 2017. 

 

[26] M. Rahim, M. Abdur, J. Shin, and M. Rashedul Islam, "Hand 

gesture recognition-based non-touch character writing system on a 

virtual keyboard." Multimedia Tools and Applications, no. 79, 

pp.11813-11836, Jan. 2020. 

 

[27] T. Lee and H. Lee, “A New Virtual Keyboard with Finger 

Gesture Recognition for AR/VR Devices,”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pp. 56-67, Jul. 

2018. 



 

 49 

[28] T. -H. Lee and H. -J. Lee, “Ambidextrous Virtual Keyboard 

Design with Finger Gesture Recognition,”2018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ircuits and Systems (ISCAS), pp. 1-4, May. 2018. 

 

[29] N. Yang and A. D. Mali, “Modifying Keyboard Layout to Reduce 

Finger-Travel Distance,” 2016 IEEE 2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ools with Aritificial Intelligence (ICTAI), pp. 165-168, 6 Jan. 

2017. 

 

[30] T. G. Pradeepmon at al, “Hybrid estimation of distribution 

algorithms for solving a keyboard layout problem,” Journal of 

Industrial and Production Engineering, pp. 352-367, Sep. 2018. 



 

 50 

Abstract 

Virtual Keyboard Action 

Recognition Using a CNN for Hand 

Pose Estimation 

 

Li Yan-Mei 

School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augmented reality (AR), and virtual reality (VR) 

technologies have been applied to various areas, such as games, 

training and sports. HMD (Head Mounted Display) are widely used in 

AR and VR due to the greater levels of convenience and simplicity 

they offer. In order to control these devices intuitively and 

conveniently, the demand for hand gesture recognition based 

interface technologies is increasing. To control HCI (Human 

Computer Interface), accurate hand and finger recognition are 

required. With the development of deep learning technology, hand and 

finger recognition can be performed with various deep ne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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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s. Object detection deep neural networks are widely used for 

real-time hand recognition. However, due to the complex structure 

of the hand, when hand gesture recognition is only conducted by 

object detection network, classification errors may occur even small 

changes in hand gestures. The hand keypoint detection network can 

recognize the complex structure of the hand, but it has a limitation in 

real-time application due to the large amount of comput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ccurate hand recognition method 

by using both object detection and hand keypoint detection deep 

learning networks. In addition, a virtual keyboard is developed based 

on the proposed method. Real-time and accurate virtual keyboard 

typing was possible by using hand keypoint detection network only 

in the case of click hand gesture detected.  

The proposed method first finds the bounding box and hand 

gesture class from the input RGB images using object detection 

network. If the hand gesture detected is a click gesture, a hand 

keypoint detection network is selectively used for hand gesture 

recognition and fingertip recognition. The proposed method improves 

the hand gesture recognition accuracy by 19.93% and reduces 

fingertip detection RMSE (Root Mean Square Error) by 66%. When 

a video is given as input, the video processing speed of the proposed 

method is 38.26fps, which is lower than object detection newtwork, 

but it is still suitable for real-time applications. User tests were 

conducted by applying the proposed method to various keyboard 

layouts. As a Result, the typing error of the proposed method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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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keyboard was reduced by 32.35% compared to the object 

detection network based virtual keyboard. In addition, the average 

typing time per sentence decreased by 7.3%. 

 

Keywords: Virtual Keyboard,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Hand Gesture Recognition, Object Detection, Hand Keypoint Detection. 

Student Number: 2017-2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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