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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사람의 손동작만으로 컴퓨터상의 응용 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휴먼 마우스를 설계․구

한다.  발 을 한 외선 LED와 가시 선 제거를 해 네거티 필름을 운 웹캠이 장치로써 사

용되었으며, OpenCV의 함수를 이용하여 로그램을 완성하 다. 

1. 서론

   재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컴퓨터에 정보를 

달하는 수단으로 키보드, 마우스 등의 하드웨어를 주로 이

용하며 이와 같은 유선 입력 장치는 장비설치를 한 공

간상의 제약을 수반한다. 한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공용 컴퓨터의 경우에 여러 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해 장비에 손이 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부가 인 하드웨어 없이 컴퓨터와 소통

하는 방법은 크게 음성인식과 상인식으로 나  수 있는

데 상인식은 지문인식, 홍채인식, 문자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많은 상 인식 에서 

가장 간편한 손동작 인식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제어하는 

원격 인터페이스인 휴면 마우스를 설계․구 한다.

2. 시스템 구성

   구 된 시스템은 상처리를 한 USB 캠, 가시 선

을 제거할 수 있는 네거티  필름, 외선 LED 등의 하

드웨어와 OpenCV(OpenLEour 하드필름, 외선 LVision)L라이

러리를 기반으로 한 소 트웨어로 구성된다. 시스템의 동

작은 먼  외선 LED에 의해 반사된 손 이미지를 USB 

카메라로 입력 받아 손 역을 추출한다. 그 다음 손동작

의 인식을 해 손의 심 을 찾고, 심 이 이동하는 

치를 추 하여 이를 16방향 체인코드로 변환한다. 마지

막으로 추출된 손동작이 미리 정의된 동작과 일치하는 경

* 교신 자

우 이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발생시켜 컴퓨터 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게 한다.

  구체 인 동작 순서를 보면, 그림 1(a)과 같이 웹캠과 

외선 LED를 같은 치에 놓고 사용자를 향하게 한 후 

사용자가 손을 모니터에 가까이 면 손바닥에 외선 빛

이 맺  손바닥 부분만 밝게 된다. 손 이미지에 OpenCV

의 cvThreshold 함수를 용하여 Threshold 이상의 부분

은 흰색으로, 그 지 않은 부분은 검은색으로 이진화 처리

를 수행한 결과는 그림 1(b)에 나타내었다. 그림 1(c)는 

같이 인 한 화소에 같은 번호를 붙이고, 연결되지 않은 

다른 성분에는 다른 번호를 붙이는 작업( 이블링)을 거쳐 

손에 한 깨끗한 이미지를 얻은 결과이다.

(a)

     

(b)

(c) 

     

(d)

(그림 1) 손동작 입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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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d)와 같이 이진화된 상정보에 거리변환행렬을 

용하여 손의 심 값을 구하고, 손의 심값을 기 으로 

일정크기의 원을 그려 손과 손목을 분리하는 작업을 한다. 

마지막으로 원의 심에서 최외곽에 치한 좌표값(손가

락)으로 손동작을 인식하도록 한다

. 

3. 실험  결과

시스템의 동작 실험은 펜티엄IV 3GHz 칩이 장착된 PC

에서 하 고, 구 은 Windows XP 운 체제에서 Visual 

Studio 2008을 컴 일러를 사용하 다. 구  시스템은 인

터넷 익스 로러 응용 로그램에 용하여 그림 3과 같은 

동작패턴을 지정한 후 이와 같은 동작이 인식될 경우 이

벤트를 정해놓음으로써 공공장소에서도 사람들이 마음 놓

고 편하게 웹서핑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정의된 손

동작 패턴의 따른 웹 서핑 동작의 결과는 그림 4와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기존의 색깔을 기반으로 한 추출방식은 

배경에 손과 비슷한 색깔이 있을 경우 손 역을 검출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외선으로 손 역을 검출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손 역 인식률을 높 다.

<마우스 포인터 이동 기능>

손을 편 상태에서 움직이면 손의 심

에 따라 마우스 포인터가 이동한다.

<마우스 좌 클릭 기능>

손을 편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네 손가

락을 으면 클릭기능을 한다.

<마우스 드래그 기능>

손을 편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만 남기

고 손가락을 으면 마우스 드래그 기

능을 한다.

<마우스 우클릭 기능>

손을 편 상태에서 약지와 새끼손가락

을 으면 마우스 우클릭 기능을 한다

<스크롤다운 기능>

엄지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검지손가락

을 펴면 스크롤다운 기능을 한다.

<스크롤 업 기능>

엄지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검지손가락

과 지손가락을 펴면 스크롤 업 기능

을 한다.

(그림 3) 마우스 동작 패턴

  

4. 결론

   본 논문은 USB 카메라로 입력받은 상에서 손동작

을 감지하여 컴퓨터상의 응용 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는 

휴먼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설계․구 하 다. 구 된 시스

템은 상처리를 한 USB 캠, 가시 선을 제거할 수 있

는 네거티  필름, 외선 LED 등의 하드웨어와 

OpenCV(Open Source Computer Vision) 라이 러리를 기

반으로 한 소 트웨어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에서 설계 구

된 휴먼 마우스 인터페이스는 컴퓨터와 사람 간에 간단

한 손동작을 이용하여 소통할 수 있어 멀티미디어 교육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하며, 손동작 인식의 

패턴의 정의를 다양화하면 공공기 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무인시스템 등에 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마우스 우 클릭 기능 결과

(그림 5) 마우스 드래그 기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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