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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용자 인터페이싱 환경을 한 경제 인 입력 방법으로 핸드 인식기술이 리 이용되고 있다. 그

러나 부분의 기법들은 고정된 배경과 정해진 패턴만을 인식하는 제한 을 가진다. 이러한 제한 은 

수행환경의 제약과 다양한 응용분야에 용하기 어렵다는 문제 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배경의 제

약 없이 핸드 역정보와 치정보를 추출하여 입력 장치를 구동시키는 가상입력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개방 환경에서 사람의 입력을 요구하는 공항이나 시 의 키오스크 시스템, 각종 조정장치 

 산업용 시스템분야에 경제 인 가상입력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서  론

인간과 컴퓨터의 의사소통을 한 기본 인 입력 인터

페이스는 주로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내부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박물 , 공항, 시

등)에서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한 컴퓨터 조작은 매우 불

편하다. 물론 체방법으로 터치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지

만, 외부로 돌출된 환경에서 많은 사용자들의 잘못된 조작

으로 손할 우려가 많이 있다. 따라서 열린 공간에서 사

용자들의 컴퓨터 조작을 편하게 하면서 안정 인 새로운 

사용자 입력 시스템이 요구 된다. 재는 인간과 컴퓨터간

의 상호작용( HCI : Human Computer Interaction)을 

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 인 

로, 인간의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인터페이싱 기술을 들 수 있다[1,2]. 이러한 인간 

행동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한 방법은 자 센서를 이용

하거나, HMD(Head Mounted Display)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3]. 하지만 이런 방법은 고가의 장비를 요구하며, 사

용자가 별도의 장치를 신체에 부착해야 하는 불편함을 가

진다. 최근에는 USB 캠을 이용하여 신체에 별도의 장비

를 부착하지 않는 가형의 인식시스템에 한 연구가 

리 진행되고 있다[4,5]. 핸드 제스처 연구는 손의 움직임 

정보와 패턴정보를 주로 이용한다. 손의 움직임 정보를 이

용하여 화면의 치정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손의 패턴정

보를 이용하면 다양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기

존의 핸드 제스처를 이용한 방법은 정해진 패턴에 맞는 

기능은 수행할 수 있지만 다양하게 변하는 패턴은 인식하

기 어렵다.

본 논문은 컴퓨터 비젼 기법을 기반으로 실시간 핸드 

인식을 이용한 가형 휴먼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구 하

다. 본 시스템은 실시간 상에서 피부색 역을 추출하

여 배경과 피부색을 분리하고 차 상기법과 모션 처리기

법을 이용하여 손을 인식하게 된다.  인식된 손의 치정

보와 움직임 정보를 계산하여 키보드와 마우스의 기능을 

수행 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

서는 제안 시스템을 구 하기 한 배경 기술에 해 알

아본다. 3장에서는 구 한 가상입력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악하고, 실시간 상에서 손 인식  특징 추출을 한 

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구 한 시스템의 실험  결

과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배경기술

손 인식을 한 방법은 칼라 상처리, 패턴 모델링, 차 

상 기법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칼라 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RGB, HSV등의 칼라모델을 이용하여 피

부색과 유사한 칼라를 찾아서 손 역을 인식하게 된다. 

이 방법은 빛에 따라서 색상의 변하는 요인이 있다. 최근

에는 다양한 칼라모델을 이용하여 빛의 제약 없이 피부색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4,6]. 두 번째 방

법은 손의 패턴을 모델링 하여 비교하는 방법으로 그 이 

상으로 충분히 검출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패턴을 모델

링 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7]. 세 번째 방법은 움직이

는 상에서 이  임과 재 임의 차 상을 찾

아서 이용하여 방법이다. 이 방법은 배경의 조명과 움직임

에 민감하여 많은 필터링 작업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실시간 상에서 피부

색과 유사한 칼라의 역을 그 로 유지하고 나머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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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거한다. 피부색으로 선택된 역을 손 후보 역으로 

단하고 차 상 기법을 이용하여 모션 히스토리를 생성

한다. 모션 히스토리는 이  임의 상이 보  된다. 

모션 히스토리의 정보를 이용하여 움직임이 있는 역을 

분리하여 최종 으로 손의 치를 단하게 된다. 

3. 가상입력 시스템

손 인식을 이용한 가상입력 시스템은 기존의 입력 장치

로 사용되고 있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신하는 시스템이

다. 시스템에 장착된 USB캠의 상에서 손을 인식하여 

가상입력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장에서는 

구 된 시스템의 세부구조에 해 기술한다.

3.1 가상입력 시스템의 구조

가상입력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상 입력   

처리부, 손 인식부와 가상 입력처리부로 되어있다. 가상입

력 시스템은 먼  USB캠을 통하여 입력되는 상을  

처리하게 된다.  처리과정은 상에서 손을 인식하기 

한 첫 번째 단계로 칼라변환을 수행하고 피부색과 유사한 

색은 남기고 나머지 색상은 제거를 한다.  피부색과 유사

한 색상에서 잡음제거를 하여 이진 상으로 변환하고 

임계값을 지정하여 임계값을 벗어나는 역은 필터처리 

하여 부럽게 한다. 상을 필터처리 후 존재하는 상은 

후보 손 역으로 간주한다. 후보 손 역을 검색하는 것

으로 상의 처리단계는 끝내고, 처리한 상은 다음의 

손 인식 단계로 진행된다. 

(그림 1) 가상입력 시스템의 구조

두 번째 단계는 처리 과정을 거친 후보 손 역에서 차

상 기법과 모션 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손 인식을 마치

면 손의 치정보와 모양정보를 계산한다. 손의 치정보

는 가상 입력 장치를 제어하는 기  데이터로 캠상의 좌

표와 화면상의 좌표를 서로 맵핑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된

다. 그리고 손의 모양정보는 추가 인 기능을 수행하는 명

령어로 응용이 가능하다. 

세 번째로 가상입력 시스템은 손인식부에서 계산된 데

이터를 달받아 가상입력 모듈이 처리를 하게 된다. 가상

입력 모듈은 달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마우스 치를 이

동하거나 클릭 동작을 수행하도록 시스템에 마우스 제어 

신호를 보내게 된다. 마우스 제어 신호는 표  마우스 신

호형태로 운 체제에 달되고 키보드의 기능을 수행하기 

한 키보드의 신호는 Windows XP의 기본 로그램인 화

상키보드 통하여 표  키보드 신호로  달된다.

따라서 본 시스템은 간단한 USB캠의 상처리  손 

인식을 기법을 응용하여 표  키보드, 마우스 장치의 기능

을 신하는 가상입력 시스템이다. 다음은 손 인식을 한 

다양한 처리 기법을 악하고 본 시스템에 용된 컴퓨터 

비젼 기반의 손 인식을 한 피부색 처리 기술에 하여 

자세히 소개한다.

3.2 컴퓨터 비젼 기반의 피부색 처리

본 논문에서는 칼라 상의 다양한 배경과 빛의 변화에 

한 제약을 없애기 한 방법으로 상의 기본 칼라모델

(RGB모델)을 HSV칼라모델로 변환하여 사용하 다. 칼라

변환 수식은 아래 (식 1)를 참조하 다. HSV칼라모델은 3

개의 채 로 구성된다[8].

 

H ∈ [0, 360] , S,V,R,G,B∈[0, 1]

MAX = max(R,G,B),MIN = min (R,G,B)

H=











undefined, if MAX =MIN

60×
G-B

MAX-MIN
+0, if MAX = R and G≥B

60×
G-B

MAX-MIN
+360, if MAX=R and G < B

60×
B-R

MAX-MIN
+120, if MAX = G

60×
R-G

MAX-MIN
+240, if MAX = B

S = {
0, if MAX = 0

1 -
MIN
MAX

, otherwise

V = MAX

    (식 1)

(그림 2)는 각 채 의 칼라 정보를 피부색 구분이 용이

하도록 변환한 상이다.  H(Hue)채 은 빨강, 랑, 노랑 

등의 기본 색상정보를 갖고 있으며, S(Saturation)채 은 

색상의 채색에 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리고 V(value)채

은 칼라의 밝기에 한 정보를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

는 피부색 처리를 해서 H채  정보를 이용하 다.

a) h-channel
   

b) s-channel

c) v-channel 
  

(그림 2) HSV 칼라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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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채 은 기본 색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부색과 유사

한 색상을 선택 할 수 있다. 하지만 빛의 밝기가 매우 높

은 경우에는 고유한 색상 정보에 변화를 주어 흰색으로 

변하게 된다.

입력 상의 H채  정보를 가지고 피부색 경계 값으로 

피부색과 유사한 색상은 H채 의 최 값으로 지정하고 나

머지 색상은 0으로 지정하여 제거한다. 여기서 최 값을 

갖는 픽셀은 후보 손 역 으로 정한다. 

후보 손 역은 잡음제거를 해서 그 이 상으로 변

환하여 스무딩 필터를 용하 다. 그리고 잡음이 제거된 

상은 계산된 임계치(t=30)를 이용하여 이진화 상으로 

변환하 다. (그림 3)은 원본 상과 후보 손 역을 처

리 과정을 거쳐서 최종 으로 이진화한 상이다. 

다음 내용은 처리 단계의 후보 손 역을 이용한 손 

인식  특징 값을 추출에 한 설명을 한다.

a) 원 영상                b) 이진화 영상

(그림 3) 후보 손 영역 영상

3.3 손 인식  특징 값 추출

본 시스템에 구 된 손 인식 기법은 후보 손 역을 기

반으로 하여 차 상 기법과 모션 템 이트(Motion 

Template), 모션 세그먼트(Motion segmentation)방법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손을 인식 하 다[9]. 

DiffIm = Im N- Im N-1
 (식 2)

차 상 기법은 (식 2)과 같이 이  임(ImN-1)과 

재 임(ImN)의 상에 한 차이 값을 계산 하는 것으

로 (그림 4)는 실시간 상에서 차 상을 추출하여 이진

화 상으로 변환시킨 결과 화면이다.

a) 원 영상                b) 차 영상

(그림 4) 차 영상 처리 

차 상 결과는 손의 움직임 분석을 해서 모션 템

이트 방법을 이용하는데 차 상정보와 시스템의 재 

시간정보 등을 모션 히스토리 벡터에 장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모션 세그먼테이션은 (그림 5)과 같이 모션 히스

토리 벡터에 장된 차 상 정보를 이용하여 움직임이 

있는 객체를 따로 분리하고 각각의 객체에 한 치정보

를 계산한다.

a) 모션 히스토리 벡터            b) 모션 세그먼테인션

(그림 5) 모션 세그먼테이션

  

마지막으로 손 인식을 해서 분리된 객체들  객체의 

역이 경계값(t=200)이상인 객체를 손으로 단한다. 그

리고 인식된 손의 치값을 가상입력 시스템으로 달하

게 된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구 한 시스템의 개발환경은 C언어를 기

반으로 하 으며 기본 인 이미지 처리를 해서 인텔의 

공개된 상처리 라이 러리를(OpenCV v1.0)[10] 이용하

다. 시스템의 구동환경은 펜티엄IV 3.0GHz, 시스템 메

모리 1GB, 상 입력 장치는 칼라를 지원하는 USB캠을 

사용하 다. 입력 상의 크기는 320*240, PC의 화면 해

상도는 1024*768을 기 으로 하 다.

가상입력 시스템의 실행화면 우측하단에 미리보기 화면

이 표시되고 화면의 앙에 커서가 치하도록 하 다. 그

리고 가상 키보드 입력을 해서 windows XP에서 기본

으로 제공되는 화상키보드를 실행되도록 하 다. 

사용자는 마우스를 신하여 화면의 커서를 보면서 손

을 움직이면 이동거리에 따라 PC화면의 커서가 움직이게 

된다. 마우스의 클릭 동작은 움직임을 멈추고 3 간 지연

이 생기면 PC의 재 화면 치에서 클릭 동작을 수행하

게 된다. 

(그림 6) 가상입력 시스템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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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가상입력 시스템을 실행한 화면으로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실험 결과는 실시간 상에서 손을 인식하여 원하는 

치로 마우스 조작이 가능하 다. 하지만 일부 과다한 조명

이나 피부색과 유사한 상이 있을 경우에 마우스 치가 

불규칙하게 변하 다. 실험 결과에서 환경1은 정상 조도에

서 제한된 배경을 상으로 실험한 결과이고, 환경2는 정

상 조도보다 10% 밝은 환경에서 제한된 배경을 상으로 

실험한 결과이다. 그리고 환경3은 정상 조도에서 배경에 

피부색과 유사한 역을 임의로 설정하여 실험한 결과이

고, 마지막으로 환경4는 정상 조도보다 10% 밝은 환경에

서 임의 인 피부색 성분을 많을 때의 실험결과이다.

 

<표 1> 상인식 결과

실험환경 인식율

환경1 96%

환경2 88%

환경3 84%

환경4 82%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움직이는 상의 손을 인식하여 가상입

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디자인 하 다. 그리고 인간과 

컴퓨터간의 인터페이스를 하여 신체의 장치 부착이 없

이 손으로 자연스러운 컴퓨터의 조작이 가능하며, 렴한 

비용으로 가상 입력시스템을 구  하 다. 본 시스템은 제

한된 사무실이나 책상의 공간이 아닌 박물 , 공항, 교육 

시 , 산업 장 등의 열린 공간에서 별도의 입력 장치 

없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 과제로 조명

의 밝기에 따른 유동 인 피부색 모델 선정과 손의 모양

패턴을 확장하여 가상 입력 시스템의 기능과 명령을 추가

하면 다양한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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