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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수어는 청각장애인의 모국어로써 의사소통과 정

보 공유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1]. 수어를 이해하

고 이를 구어로 번역하는 것은 비장애인과 청각장애

인을 소통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들

의 사회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수어는 손의 모양과 

움직임을 통해 언어적 의미가 표현되며, 얼굴의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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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gn language has completely different meaning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the hand or the change
of facial expression even with the same gesture. In this respect, it is crucial to capture the spatial-tem-
poral structure information of each movement. However, sign language translation studies based on
Sign2Gloss2Text only convey comprehensive spatial-temporal information about the entire sign lan-
guage movement. Consequently, detailed information (facial expression, gestures, and etc.) of each
movement that is important for sign language translation is not emphasized. Accordingly, in this paper,
we propose Spatial-temporal Keypoints Centered Sign2Gloss2Text Translation, named STKC-Sign2
Gloss2Text, to supplement the sequential and semantic information of keypoints which are the core of
recognizing and translating sign language. STKC-Sign2Gloss2Text consists of two steps, Spatial
Keypoints Embedding, which extracts 121 major keypoints from each image, and Temporal Keypoints
Embedding, which emphasizes sequential information using Bi-GRU for extracted keypoints of sign
language. The proposed model outperformed all Bilingual Evaluation Understudy(BLEU) scores in
Development(DEV) and Testing(TEST) than Sign2Gloss2Text as the baseline, and in particular, it
prove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ology by achieving 23.19, an improvement of 1.87 based
on TEST BLEU-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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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감정과 의도가 표현된다[2]. 따라서, 손의 모

양, 위치, 얼굴의 표정, 팔의 위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예를 들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붙인 상태에서 코 왼쪽에서 오른쪽으

로 붙인 손가락을 약하게 튕기며 웃는 동작은 한국어 

수화 중 ‘신난다.’를 나타낸다[3]. 또한, 수어는 구어

의 문법 체계와 다른 고유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

다[4]. 따라서, 비장애인들이 수어를 이해하고 표현

하는 것은 새로운 언어 체계를 배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수어를 구어로 번역하기 위해 딥러닝

을 활용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5, 6].

수어 번역을 위해 [7]에서 처음으로 RWTH-

PHOENIX-Weather 2014 T(PHEONIX-2014 T) 데

이터셋을 제시하였으며, 인코더(encoder)와 디코더

(decoder)가 Recurrent Neural Network(RNN)으로 

이루어진 seq-to-seq 번역 모델인 Sign2Text를 제

시하였다. Sign2Text는 주어진 연속적인 수어 비디

오를 구어(독일어)로 직접 번역하도록 설계된 모델

이다. [7] 논문이 제시된 후 PHOENIX-2014 T를 이

용한 연구들과 Sign2Text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8, 9]. 자연어처리 분야의 성

능 발전에 혁신을 일으킨 Transformer 모델[11]이 

등장한 이래로, 최근에는 이를 활용한 Sign2Gloss2

Text[10]와 같은 모델이 제시되었다. Sign2Gloss2

Text는 Sign2Text와 마찬가지로 인코더-디코더 구

조로 이루어진 vanilla Transformer 기반 모델이다.

그러나, 수어 이미지에서 구어로 직접 번역하는 Sign2

Text와 달리, Sign2Gloss2Text의 인코더는 연속적

인 수어 이미지에 대한 글로스(Gloss)로의 예측인 수

어 인식(Continuous Sign Language Recognition,

CSLR)을, 디코더는 예측된 글로스들로부터 구어로

의 번역(Translation)을 수행한다.

그러나, Sign2Gloss2Text 모델은 수어자의 전체 

이미지를 입력(input)으로 하며, 수어를 구성하는 중

요한 요소 중 하나인 손 모양 및 위치, 몸의 위치나 

수어자의 표정 등이 잘 반영되기 힘들다. 수어자의 

포괄적인 특징과 세부적인 정보를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표정이나 손의 모양을 통해 비슷

한 수어 동작 간의 구분에 더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어자의 전체

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수어자의 상반신과 양손의 모

양 및 얼굴 표정을 파악하기 위해 human pose esti-

mation으로 121개의 키포인트들(keypoints)을 추출

해 순차적 특징을 임베딩하는 모듈(Spatial-tempo-

ral Keyponts Embedding)과 Sign2Gloss2Text를 결

합한 번역 모델인 STKC-Sign2Gloss2Text를 제안

한다. 이전 연구 중에도 키포인트 정보를 사용한 연

구들이 존재한다 [12,13]. [12]의 경우, Transformer

등장 이전에 자주 활용되던 seq-to-seq 구조를 사용

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인 KETI(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수어 데이터셋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추출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13]

은 Sign2Gloss2Text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수어자

의 키포인트들을 사용하였으나, 이를 얼굴 및 손의 

이미지를 자르는 데에만 사용하였다. 이들 선행연구

와는 다르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TKC-Sign2

Gloss2Text는 수어자의 세부적인 동작들의 시간적 

및 공간적인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추출된 키포인트

들을 RNN 계열 중 하나인 Bidirectional Gated

Recurrent Units(Bi-GRU)로 임베딩 하였다. 이는 

Long Short-term Memory(LSTM)[14]이나 Gated

Recurrent Unit(GRU)[15]를 사용했을 때보다 실험

적으로 우수함을 보였기에 선택되었다. 이를 통해,

연속적인 수어 이미지들의 순차적인 특징을 고려할 

수 있었으며, PHOENIX-2014 T 데이터셋에서 베이

스라인인 Sign2Gloss2Text의 성능을 능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DEV에서는 22.92, TEST에서는 21.87

의 BLEU-4 score를 달성하였다.

2. 관련 연구 

초기 수어에 관한 연구들은 연속적인 수어 이미지

들을 수어 동작의 의미를 나타내는 글로스로 전사하

는 연속 수어 인식이 중점이 되었다. 수어 모델의 입

력 데이터인 연속적인 수어 비디오의 순차적 모델링

을 위해 딥러닝 모델 중 하나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16], RNN[17] 및 GRU[31]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후, [7]에서 처음으로 수어 번역(Sign

Language Translation, SLT)을 위해 독일의 공영 방

송사인 PHOENIX의 일별 뉴스와 일기 예보를 수어

로 번역한 것을 녹화한 PHOENIX-2014 T 데이터셋

을 구축하였다. 해당 데이터셋은 수어 비디오, 수어 

비디오를 전사한 연속적인 글로스들, 독일어 번역문

의 세 가지 데이터로 이루어졌으며, 글로스는 수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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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18]. [7]에서 데이터셋을 

제시함과 동시에 seq-to-seq 기반의 수어 번역 모델

인 Sign2Text도 함께 제시되었다. Sign2Text 모델

이 제시된 후 수어 번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

며, 관련 연구 중 하나인 [12]에서는 수어자의 키포인

트들을 Openpose [19,20,21]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

용해 이미지마다 상체에서 12개, 양손에서 각각 21

개, 그리고 얼굴에서 70개의 키포인트들을 추출하였

다. 각 키포인트들은 한 이미지에 존재하는 모든 키

포인트들에 대해서 정규화되었다. 정규화된 키포인

트들은 GRU로 구성된 seq-to-seq 내부 모듈 중 하

나인 인코더의 입력이 되며, 이때 수어 이미지 자체

는 사용되지 않는다.

Sign2Text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들은 수어 이미

지에서 구어로의 직접적인 번역을 수행하였으나, 신

경망 기계 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

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Transformer 구조

를 사용한 [8] 논문에서 처음으로 수어 인식과 수어 

번역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델인 Sign2Gloss2Text가 

제시되었다. Sign2Gloss2Text의 인코더의 결과

(output)는 Connectionist Temporal Classification

(CTC)[22] 층을 통해 수어 이미지에 해당하는 글로

스를 예측하며, 이 과정을 Sign Language Recogni-

tion Transformer(SLRT)로 명명하였다. 또한, 디코

더는 예측된 글로스를 자연스러운 구어 문장으로 번

역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Sign Language Transla-

tion Transformer(SLTT)라고 명명하였다. 수어 인

식과 수어 번역을 동시에 학습하는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인코더의 결과가 디코더의 모듈 중 하나인 en-

coder-decoder attention 층의 입력이 되도록 하였

다. Sign2Gloss2Text는 기존 모델 대비 큰 성능 향상

을 보였으며, PHOENIX-2014 T 데이터셋에서 21.32

의 BLEU-4 score를 달성하였다. 이후, Sign2Gloss2

Text 구조를 기반으로 제시된 연구 중 [13]은 [23]에

서 제안한 Spatial-Temporal Multi-Cue(STMC) 모듈

을 Sign2Gloss2Text의 인코더에 적용하였다. STMC

는 Spatial Multi-Cue(SMC)와 Temporal Multi-Cue

(TMC)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SMC 모듈은 컨볼루

션(Convolution) 층을 통해 생성된 특징(feature)을 

deconvolution layer [24] 및 soft-argmax trick [25]

을 사용해 수어자의 얼굴과 양손의 키포인트들을 추

출한 후 키포인트에 맞게 이미지를 자른다. 잘린 이

미지들은 CNN으로 구성된 모듈을 거쳐 얼굴 및 양

손과 같은 시각적 단서(visual cue)의 특징을 생성한

다. 이후, 생성된 특징은 TMC 모듈의 입력이 되며,

이는 시각적 단서(visual cue)의 각 특징을 학습하는 

intra-cue와 합쳐진 특징을 학습하는 inter-cue로 구

성되어 있다. Sign2Gloss2Text 모델에 STMC 모듈

을 활용함으로써 각각의 수어 이미지에 대해 적절한 

글로스 표현(representation) 생성을 가능하게 하였

으며, 이는 곧 성능 향상에 기여하였다[13].

3. 연구 방법

수어는 손의 위치, 방향, 손 및 손가락 모양을 비롯

한 상반신 동작과 얼굴 표정이라는 시각적 특성만으

로 의사를 전달하는 고유 언어로서 표현 방식은 물론 

문법 역시 음성 언어와는 다른 독자적인 체계를 가지

고 있다[1,10]. 한편 수어는 같은 동작일지라도 손의 

방향 혹은 표정 변화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표현

된다는 점에서 시각적 특성으로 이루어진 각 동작 

키포인트들의 시공간적 구조 정보(spatial-temporal

structure information)를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Sign2Gloss2Text

에 기반한 수어 번역 연구에서는 수어 이미지 전체에 

대한 spatial embedding과 positional encoding을 통

해 포괄적인 수어 정보만을 전달할 뿐 수어 번역에 

주요한 각 동작 부위의 세부적인 정보는 강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Sign2Gloss2Text에

서 수어 동작 포인트의 시공간적 정보를 보충해주는 

spatial-temporal keypoints embedding 모듈을 추가

함으로써 수어 동작을 인식 및 번역하는 데에 핵심적

인 순서 및 의미론적 정보(sequential and semantic

information)를 확보하고자 했다. 제안 모델인 STKC-

Sign2Gloss2Text Translation의 전체 도식은 Fig. 1

과 같다.

3.1 Spatial-temporal Keypoints Embedding

수어 동작이 담고 있는 시공간적 구조 정보를 모

델에 반영하기 위해 우리는 Sign2Gloss2Text 의 

spatial embedding 층과 병렬적으로 진행되는 spa-

tial-temporal keypoints embedding 모듈을 추가하

였다. Spatial-temporal keypoints embedding 모듈

은 키포인트들을 추출해 공간적 구조 정보를 생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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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patial keypoints embedding 단계와 이를 바탕으

로 키포인트들의 순서 정보를 확보하는 temporal

keypoints embedding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인 spatial keypoints embedding에서는 Open

Pose의 human pose estimation을 사용해 수어 비디

오  내의 번째 이미지 에 대해 양손, 상반신 및 

얼굴의 키포인트들을 추출한다. 이때, 상반신을 비롯

한 양손 및 얼굴의 키포인트들은 OpenPose[19]를 바

탕으로 추출되었으며, 그중 양손과 얼굴은 

OpenPose의 [20]이 함께 적용되어 진행되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N, (1)

 is the number of total videos.
      ⋯    ⋯M, (2) is the number of frames in a video.
   , (3)

  
  

 
      ⋯    ⋯  ⋯L, (4) is the number of keypoints in a frame.

이를 통해 우리는 수어 비디오 로부터 수어 동작

을 인식하는 데에 주요한 상반신 9개, 양손 42개 및 

얼굴 70개 총 121개의 키포인트들 를 추출하였다.

여기서 키포인트들은 번째 비디오의 번째 프레임

마다 개씩 생성되며 (4)와 같이 x축과 y축의 좌표

로 이루어진    이다. 한편, 추출된 키포인트 

좌푯값 은 신체 부위의 크기 혹은 위치에 따라 좌

푯값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12]에 따라 한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모든 키포인트들에 대해 각 

축을 기준으로 정규화(normalization)하는 과정을 거

쳤다. 과정은 식 (5)와 같다. 이때, 키포인트들의 x축

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 로, y축에 대

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 로 표현되었다.

Fig. 1. An Overview of Spatial-temporal Keypoints Centered Sign2Gloss2Text Translation. Spatial-temporal Keypoints 

Embedding, which is boxed in red, is the module present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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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L

다음으로 우리는 정규화된 키포인트들인 를 바

탕으로 두 번째 단계인 temporal keypoints embed-

ding을 진행하였다. 수어는 시각적 정보를 통해 의사

를 전달하는 언어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작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키포인트들의 순서 정보를 보존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121개

의 키포인트들인 를 1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순차 

모델링 층인 Bi-GRU(∙)에 통과시킴으로써 학습 

파라미터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도 추출한 키포

인트들의 순서 및 의미론적 구조 정보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때 2단계로 임베딩된 키포인트들은 식 (7)

의 로 표현하였으며 위의 2단계를 통칭하여 (8)을 

(9)로 정의하고, 아래와 같이 표기하였다.

    (7)

   (8)     (9)

3.2 Spatial-temporal Keypoints Centered Sign2 

Gloss2Text Translation

본 연구는 수어 번역 성능의 주축이 되는 글로스 

표현을 향상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Fig. 1과 같이 

SLRT 및 SLTT 구조로 이루어진 Sign2Gloss2Text

에 수어 동작에 관한 주요 키포인트들의 시공간적 

구조 정보를 추가 반영할 수 있는 spatial-temporal

keypoints embeddding 모듈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

라 우리는 [10]과 동일하게 수어 비디오 를 pre-

trained CNNs(∙)에 통과하여 수어 이미지 전체

에 관한 특징 를 얻은 후, 이를 제안한 식 (9)에 따라 

추출한 와 결합하여 SLRT의 positional encoding

에 넣어줌으로써 Sign2Gloss2Text 보다 수어 동작

의 키포인트들을 강조한 모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를 식으로 표현한 바는 아래와 같으며, 식 

(11)에 따라 키포인트들의 시공간적 구조 정보가 반

영된 는 Transformer의 positional encoding[11]과 

동일한 방법으로 위치 정보를 인코딩하게 된다.

  Pr  (10)

  (concatenation) (11)    (12)

SLRT 단계에서는 프레임별 순서 정보(positional

information)가 인코딩된 을 입력받아 multi-head

로 이루어진 self-attention 층을 지나 non-linear

point-wise feed forward 층을 통과하게 된다. 이를 

통해 모델은 키포인트들이 강조된 시공간적 구조 정

보에 self-attention[11]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시점

에서 얻은 각 동작의 연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각 층은 모델 학습을 돕기 위해 연산 과정이 

완료될 때마다 해당 층의 입력값을 다시 더해주는 

잔차 연결(residual connection)과정과 층 정규화

(layer normalization)를 거친다. SLRT의 결과는 각 

이미지에 해당하는 글로스를 예측하고, cross-en-

tropy[26] 손실 함수(loss function)와 CTC 층을 통

해 최적화된다. SLRT에서 글로스를 예측하는 과정

은 SLRT 네트워크를 통과한 각 프레임의 특징들이 

글로스 표현에 가까워지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곧,

글로스가 수어 번역을 위한 중간 감독자(intermedi-

ate supervisor)의 역할을 하게 된다[10]. 우리는 이 

점을 이용해 SLRT의 입력값으로 키포인트들의 시

공간적 구조 정보를 보충해 넣어줌으로써 유사한 수

어에 대해 구분이 가능한 최적의 글로스 표현 를 

생성하고자 했다. SLRT를 수식으로 표현한 바는 다

음과 같다.

      ∈⋯  (13)

SLTT 단계에서는 생성된 글로스 표현을 바탕으

로 본격적인 수어 번역이 이루어진다. SLTT는 자기 

회귀(autoregressive) 과정의 Transformer 디코더

로 구성되어 있어 이전 단어를 바탕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한다. Fig. 1에서 볼 수 있듯, 각 프레임에 해당하

는 번째 구어 문장 는 개의 단어 로 이루어져 

있으며 word embedding 층을 통해 번째 문장의 임

베딩 벡터 가 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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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 is the number of words in a sentence.    (15)

이후 는 SLRT와 동일하게 positional encoding

을 통과함으로써 구어 문장의 순서 정보를 유지하게 

된다. SLTT는 masked self-attention 층과 en-

coder-decoder attention 층 및 non-linear point-

wise feed forward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층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Masked self-at-

tention 층에서는 positional encoding을 통과한 단어 

벡터 에 mask를 사용하여 오직 이전 단어만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학습하면서 문맥 정보

(contextual information)를 추출한다. 추출된 문맥 

정보는 SLRT의 결괏값인 글로스 표현   과 결합 

되어 encoder-decoder attention 층을 통과하게 된

다. 이를 통해 SLTT의 구어 표현(spoken language

representation)은 SLRT의 글로스 표현과 서로 대응

되어 multi-heads attention 과정을 거치면서, 구어 

번역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SLTT의 각 층은 연산이 완료된 후 SLRT와 마찬가

지로 잔차 연결과 층 정규화를 거치며 cross- en-

tropy 손실함수를 통해 수어 번역에 최적화된다. 본 

과정에서 이루어진 positional encoding은 Transfor-

mer에서 사용된 식과 같으며[11], SLTT를 통해 디

코딩된   을 수식으로 표현한 바는 아래와 같다.

   (16)

           (17)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실험 데이터

본 연구에서 제시한 STKC-Sign2Gloss2Text

Translation의 실험을 위해 우리는 수어 연구의 벤치

마크 데이터셋인 PHOENIX-2014 T [7]를 사용했다.

PHOENIX-2014 T는 독일의 공영 방송국인 PHOE-

NIX의 일간 뉴스와 일기 예보에 관한 수어 통역 영상

과 함께 이에 관한 글로스 표기법 및 독일어 번역 

코퍼스(corpus)를 제공하고 있다. 수어 영상에는 총 

9명의 서로 다른 수어자가 있으며, 각각의 수어 비디

오는 그중 1명의 수어 과정을 정면에서 촬영하였다.

데이터셋은 총 8,257개의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rain 7,096개, Dev 519, Test 642개로 분할되어있

다. 수어 통역 영상 이미지(Frames)에 관한 글로스와

독일어 번역 코퍼스의 세부 정보는 Table 1과 같다.

4.2 실험 세부 정보

본 연구의 베이스라인으로는 vanilla Transformer

를 기반으로 한 Sign2Gloss2Text로 설정하였다. 제

안하는 STKC-Sign2Gloss2Text Translation은 베

이스라인과 동일하게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 512개의 

은닉 유닛(hidden units)과 3개의 층으로 이루어졌

다. 다만, 8개의 multi-head self-attention 층으로 이

루어진 베이스라인의 인코더 및 디코더와 달리 

STKC-Sign2Gloss2Text Translation은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 베이스라인의 1/2에 해당하는 4개의 

multi-head로 이루어져 있다. 학습은 베이스라인과 

마찬가지로 미니배치 (mini-batch)의 수가 32이며,

learning rate 및 weight decay는 10-3로 설정하였고,

최적화 알고리즘은 Adam [27]을 사용하였다. 이때,

Adam의 인자인 과 는 각각 0.9와 0.998로 설정

하였다. 또한, 본 실험에서 SLRT와 SLTT의 최적 

손실 가중치는 Sign2Gloss2Text와 동일하게 5.0과 

1.0으로 설정하였다. 본 실험의 수어 번역에 관한 성

능 평가는 기계 번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인 BLEU score [28]가 사용되었다. 해당 실험은 

NVIDIA RTX A6000 (48GB) GPU 1개를 사용하여 

실행되었다.

Table 1. Data description of PHOENIX-2014 T.

Corpus

Element

Sign Language Gloss Annotation German Spoken Language

Train Dev Test Train Dev Test

Frames 827,354 55,775 64,627 827,354 55,775 64,627

Vocabulary 1,066 393 411 2,887 951 1,001

Words 67,781 3,745 4,257 99,081 6,820 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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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베이스라인과 STKC-Sign2Gloss2Text의 성능 

비교

우리는 키포인트들의 시공간적 구조 정보가 수어 

번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베이스라인과 베

이스라인에 spatial keypoint embedding만 적용한 

모델(SKC-Sign2Gloss2Text) 및 STKC-Sign2Gloss2

Text의 성능을 동일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비교

하였다. Table 2는 전반적인 성능을 비교한 표이다.

Table 2에서 STKC-Sign2Gloss2Text는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모두 베이스라인보다 1/2 적은 4개의 

multi-heads self-attention만으로도 기존 성능을 넘

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안 모델은 DEV와 TEST

의 모든 BLEU score에서 베이스라인의 성능을 능가

하고 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인 TEST

BLEU-4에서는 23.19로 베이스라인보다 1.87 향상되

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Sign2GlossText 구조에서 

수어 동작에 관한 키포인트들의 이전 및 이후 시점의 

순서 정보가 모델의 수어 번역 향상에 일조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키포인트들의 시공간적 구조 

정보를 모두 반영한 STKC-Sign2Gloss2Text의 경

우, 공간적 구조 정보만 반영한 SKC-Sign2Gloss2

Text보다 DEV BLEU-4 score 기준 0.31, TEST

BLEU-4 score 기준 0.38 높은 성능을 보였다. 따라

서, 수어 이미지 전체의 정보만을 전달해주는 것보다 

수어 동작의 키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시공간적 구조 

정보를 강조해 전달해주는 것이 수어 인식 및 번역 

성능 개선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4 비교 실험 (Ablation study)

본 논문에서는 키포인트들의 시간적 구조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최적의 RNN 계열의 순차 모델링 층

Table 2. Performance comparison table on PHOENIX-2014 T dataset.

DEV TEST

Model
Multi-
heads

BLEU-1 BLEU-2 BLEU-3 BLEU-4 BLEU-1 BLEU-2 BLEU-3 BLEU-4

Baseline Model 8 47.26 34.40 27.05 22.38 46.61 33.73 26.19 21.32

STC-Sign2
Gloss2Text

4 47.22 34.95 27.52 22.61 47.65 35.32 27.71 22.81

STKC-Sign2
Gloss2Text

4 47.88 35.42 27.96 22.92 48.03 35.57 28.02 23.19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of varying the temporal embedding layers. If the performance is better than the baseline, 

it is displayed in bold, and the best is in red. 

Keypoints
RNN

Embedding

Label
Smoothing

DEV
BLEU-4

TEST
BLEU-4

Keypoints
RNN

Embedding

Label
Smoothing

DEV
BLEU-4

TEST
BLEU-4

LSTM
1 layer

0.0 21.23 22.10
LSTM
2 layer

0.0 21.21 20.61

0.1 21.93 21.81 0.1 22.07 22.88

0.2 21.93 22.68 0.2 21.81 21.65

Bi-LSTM 1
layer

0.0 21.30 20.32
Bi-LSTM
2 layer

0.0 20.72 21.28

0.1 22.40 21.58 0.1 23.14 22.62

0.2 21.50 21.17 0.2 23.18 22.38

GRU
1 layer

0.0 20.93 20.77
GRU
2 layer

0.0 21.00 20.44

0.1 21.37 22.17 0.1 22.33 22.89

0.2 22.96 21.94 0.2 23.06 21.93

Bi-GRU
1 layer

0.0 21.40 20.55
Bi-GRU
2 layer

0.0 20.54 21.10

0.1 22.92 23.19 0.1 22.26 21.97

0.2 22.57 21.76 0.2 22.8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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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기 위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Table 3은 4개

의 multi-heads로 이루어진 인코더 및 디코더 구조

에서 각 RNN 계열이 수어 번역에 미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실험에서는 수어 동작의 시퀀스에 따른 

순서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고자 RNN의 장기 의존성

(long-term dependency) 문제를 개선한 LSTM과 

GRU를 사용하였다. 우리는 LSTM과 GRU의 층의 

수와 양방향(bidirectional) 여부를 변경해가며 실험

하였다. 또한, 수어 번역에 키포인트 중심의 추가 정

보를 보강해줌으로써 훈련 시 디코더의 구어 예측 

단계에서 과잉 확신(overconfidence)되는 문제를 방

지하고자 cross-entropy 손실 함수에 label smooth-

ing [29, 30]을 0.0. 0.1과 0.2로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듯 LSTM보다 적은 학습 파라

미터를 가진 1개 층의 Bi-GRU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임으로써 제안 모델의 temporal keypoints em-

bedding 층으로 선정되었다. Table 3은 LSTM, Bi-

LSTM, GRU가 층의 개수와 상관없이 0.1의 label

smoothing에서 TEST 기준 가장 향상된 성능이 나

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Bi-GRU를 통해 키포

인트의 시간적 구조 정보를 임베딩한 경우에는 층의 

개수에 따라 label smoothing 값에 차이가 있었다.

Bi-GRU를 2개의 층으로 쌓아 올린 경우, 1개 층의 

Bi-GRU와 달리 label smoothing을 0.2로 설정한 경

우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양방향 순차 모델링을 통해 키포인트 중심의 이전 

및 이후 시점의 순서 정보를 추가로 반영하고 있는 

Bi-GRU가 층이 더해질수록 모델의 구어 번역 시 과

잉 확신을 상승시켜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는 데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층이 적은 경우보다 더 많

은 label smoothing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었다. 여기서 나아가 우리는 제안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인코더와 디코더의 multi-heads

수를 찾기 위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Table 4는 

수어 동작의 키포인트들을 바탕으로 시공간적 구조 

정보가 강조된 경우, 8개의 multi-heads로 이루어진 

베이스라인과 달리 인코더, 디코더 모두에서 그의 절

반인 4개의 multi-heads attention 연산만으로도 가

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베이스라인보다 적은 multi-heads attention

에도 불구하고 키포인트 중심의 시공간적 구조 정보

가 모델이 수어를 인식 및 번역하는 데에 충분한 정

보를 전달해주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5. 결  론

수어는 시각적 특성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는 점

에서 이를 모델에 반영하는 것은 수어 번역 향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우리는 spatial-

temporal keypoints embedding 모듈을 통해 수어 동

작의 키포인트들을 추출한 후 시간적 구조 정보를 

보완해줌으로써 수어를 인식하는 데에 핵심적인 시

각적 특성을 반영해주고자 하였다. 제안 모델 STKC-

Sign2Gloss2Text Translation은 OpenPose을 통해 

수어 동작의 상반신, 양손 및 얼굴 부위에 관한 121개

의 키포인트들을 추출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가장 높

은 성능을 보여준 Bi-GRU를 사용해 수어 동작 키포

인트들의 순서 및 의미론적 정보를 보존하였다. 그 

결과, STKC-Sign2Gloss2Text Translation은 인코

더와 디코더 전부에서 베이스라인 절반의 mul-

ti-heads 수만으로도 PHOENIX-2014 T 데이터셋의 

DEV와 TEST 전부에서 베이스라인보다 향상된 결

과를 보여주었으며 BLEU-4 기준 각각 22.92와 23.19

를 달성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수어 동작

의 키포인트들로부터 추출한 시공간적 구조 정보를 

모델에 반영하여 의미 있는 글로스 표현을 생성하는 

것이 수어 번역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Sign2

Gloss2Text Translation의 파라미터 수를 개선하면

서도 수어 동작의 시공간적 구조 정보를 효과적으로 

Table 4. Performance comparison of varying the number of multi-heads in encoder and decoder.

Keypoints
Embedding

Enc_layer Enc_heads Dec_layer Dec_heads
DEV
BLEU-4

TEST
BLEU-4

OpenPose+
Bi-GRU
1 layer

3

4

3

4 22.92 23.19

8 4 23.10 21.72

8 8 22.12 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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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시키는 방법을 고안함으로써 수어 번역의 성능

을 향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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