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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손목 부착형 웨어러블(Wearable) RGB 카메라를 통해 취득한 손 이미지에 최적화된 손 

자세 추정모델과 학습방법을 제안한다. 최근 의료분야에서 활발하게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이미

지 인식을 중심으로 하는 진단 분야[1]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통해 

얻은 손 자세를 활용하여 질병 진단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본 연구수행을 통해 질병진단에 필요한 데이

터 측정비용 절감 및 개인 맞춤형 진단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손 자세 추정(Hand Pose Estimation), 의료 AI(Medical AI),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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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양질의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헬스케어 시장 규모가 급성장

하고 있다. 인공지능 헬스케어 기술은 다량의 데이터를 인간수준의 

지능을 활용하여 정밀 진단 및 치료, 개인별 맞춤형 질병 예측 및 

예방,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측정, 진료 등의 특징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손 이미지를 분석하여 

자세를 추정하고 추정한 데이터를 활용해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질병을 진단 및 재활에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새롭게 웨어러블 

카메라 손 이미지에 맞는 데이터셋을 제작하는 것은 큰 비용이 발생하

게 된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학습 데이터에 가상의 손 이미지를 

추가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과 손 자세 추정 딥러닝 모델을 제안한

다. 또한, 본 연구의 영역을 수화, 증강현실(AR) 등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Preliminaries

1. Related works

손 자세 추정[2]은 이미지나 영상 속에서 손 관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해당 관절의 위치를 추정하는 문제이다. 기존의 자세 추정은 

사람에게 센서와 같은 다양한 장비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정교하게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지만 높은 비용이 들어가며 한정된 영역에서만 

가능한 방법이다. 최근 딥러닝을 자세 추정에 사용하며 고가의 센서 

장비 없이 RGB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통해 손 자세 추정을 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응용 분야인 수화[3], 손짓 인식[4], 

증강현실(AR)[4]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가상 이미지

웨어러블 카메라로 취득한 손 이미지는 [Fig. 3.]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손 이미지와 다른 화각, 카메라 각도로 촬영이 되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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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제안한 손 자세 추정 딥러닝 모델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새로운 손 이미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손 관절 

21개를 라벨링 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Unity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 손 이미지를 제작하여 웨어러블 

카메라로 찍은 손 이미지와 유사하게 제작하였으며 2차원 관절 좌표뿐

만 아니라 3차원 관절 좌표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제작한 가상 

이미지는 [Fig. 4.]와 같다.

Fig. 2. 손목 부착형 웨어러블 카메라

Fig. 3. 왼쪽: 일반적인 손 이미지. 오른쪽: 웨어러블 카메라로 

촬영한 손 이미지

Fig. 4.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가상의 손 이미지 

2. 데이터셋 구성

손 자세 추정 데이터셋으로 주로 사용되는 FreiHAND[5]와 제작한 

가상 손 이미지를 적정 비율로 섞어 학습 데이터셋을 구성하였다. 

기존 데이터셋에 가상의 이미지를 추가해줌으로써 라벨링 비용을 

절감하였고 동작하기 어려운 이미지도 제작이 가능하였다.

3. 딥러닝 모델

본 논문에서는 인코더 3개를 이어 붙여서 만든 다층 순차적 인코더 

모델[6]을 제안한다. [Fig. 1.]을 살펴보면, 인코더의 입력토큰을 만들

기 위해 백본 네트워크인 HRNet[7]에서 피처맵을 추출해준다. 그리고 

추출한 피처맵을 두 가지 방식으로 임베딩을 하여 입력 토큰으로 

만들어준다. 두 가지 방식의 임베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지역 

특징 벡터(Local Feature Vector)는 7x7 크기의 피처맵을 평탄화하여 

49개의 벡터로 만들어주면서 손의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전역 특징 벡터(Global Feature Vector)는 피처맵을 전역 

평균 풀링(Global Average Pooling)을 하여 7x7 크기의 피처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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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벡터로 만들어주면서 전체적인 손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1개의 

벡터인 전역 특징 벡터를 MLP에 넣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손 

관절 개수에 해당하는 21개의 벡터를 얻은 후 위 두 가지 벡터를 

함께 모델의 입력으로 넣어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2차원 손 관절 

좌표 21개의 x, y 좌표가 모델의 출력으로 나오게 된다.

IV. Experimental Results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들을 검증하기 위해 3가지 종류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비교 실험을 (3) 가상 이미지 추가, (4) 가상 이미지 

비율, (5) 다른 모델과의 성능 비교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1. 실험환경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Python 기반의 Pytorch 프레임워크를 

사용했으며, Ubuntu 18.04 운영체제와 GeForce RTX 3090 GPU를 

사용했다. 각 실험의 검증을 위해 웨어러블 카메라로 촬영한 1,000장을 

동일하게 검증 데이터로 사용했으며 모델은 총 50 epoch 학습을 

하였다.

2. 평가지표

본 논문에서는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자세 추정의 평가지표

로 주로 사용되는 MPJPE를 사용하였다. MPJPE는 모든 관절의 

추정 좌표와 정답 좌표의 거리(단위 : mm)를 평균하여 산출되는 

지표이며 값이 낮을수록　좋은 성능을 보인다. 계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3. 가상 이미지 추가에 따른 성능 비교 실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상 이미지 추가에 따른 성능향상를 검증하

기 위해 데이터셋을 3가지로 구성하였다.가상 이미지 2만장과 

FreiHAND는 약 13만장을 가지고 비교 실험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1]과 같다.

데이터셋 구성 MPJPE(mm)

가상 이미지로만 구성 33.60

FreiHAND로만 구성 4.73

FreiHAND + 가상 이미지 구성 2.92

Table 1. 가상 이미지 추가에 따른 비교 실험

4. 가상 손 이미지 비율에 따른 비교 실험

학습 데이터로 FreiHAND 약 13만장과 제작한 가상 이미지 2, 

4, 6만장을 각각 섞어 총 15, 17, 19만장의 학습 데이터를 제작하였고 

각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켰다. 비교 실험한 결과는 [Table 

2]과 같다.

가상 이미지의 비율 MPJPE(mm)

15%, 20,000장 2.92

30%, 40,000장 3.07

45%, 60,000장 4.84

Table 2. 가상 이미지 비율에 따른 모델 성능 비교 실험

5. 다른 손 자세 추정 모델과 비교 실험

손 자세 추정 모델로 주로 사용하는 OpenPose[8], Mediapipe[9], 

MMPose[10]를 가지고 손목 부착형 카메라에서 촬영한 손 이미지에

서의 성능 비교를 진행하였다. 비교 실험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손 자세 추정 모델 MPJPE(mm)

OpenPose (2018) 16.46

MMPose (2019) 6.43

MediaPipe (2019) 5.75

Ours 2.92

Table 3. 다른 손 자세 추정 모델과의 성능 비교 실험 

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손목 부착형 웨어러블 카메라의　학습을 위한 새롭게 

이미지를 촬영하여 만드는 대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상 이미지를 

제작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더불어 기존 가지고 있던 데이터셋에 

가상 이미지를 추가하여 본 연구의 테스트에서 성능향상을 보여줬다. 

본 연구의 응용범위를 수화나 증강현실(AR) 등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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