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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마우스 제어를 위한 손 인식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배경영상과 입력영상의 차영상을 이용하여 움직임 

영역을 구하고, RGB 컬러모델을 HSV 컬러모델로 변환하여 피부색상과 유사한 영역을 얻는다. 이 둘 사이의 교집합을 통하여 

손 후보 영역을 추출하고 모폴로지 연산을 통해 잡음을 제거한 후 손 영상을 추출한다. 추출한 손 영상을 모폴로지 연산을 이용

하여 손바닥 영역과 손가락 영역으로 분리한 다음 손바닥 영역의 위치정보를 마우스의 좌표로, 손가락의 개수를 마우스 이벤트

로 정의하여 마우스를 제어한다. 실험 결과는 제안된 시스템이 마우스 제어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키워드: 손 인식, 손 추출, 마우스 제어,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I. 서론

IT 산업의 발달에 따라 컴퓨터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컴퓨터를 제어하는 도구로는 전통적으로 키보드와 마우스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인터페이스는 사용하는데 행동이나 

공간상의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음성이나 

얼굴표정, 손동작 등을 입력 받아 사용하는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

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4]. 안병오 등은 HSV 컬러모

델을 이용해 손을 추출하여 조명의 영향을 줄였으며[1] 복창순 등

은 피부 영역을 분리 후 무게 중심을 이용하여 손의 위치와 손가

락 개수를 확인하여 손 모양을 인식하였다[2]. 한편 이동욱 등은 

YCbCr 컬러모델을 이용한 손 인식을 제안 했는데, 피부색 분포에 

유사하면서도 협소한 영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피부 영역을 추출할 

수 있다[3]. 한영환 등은 검출된 손 영역의 외곽선을 각도와 거리

로 표현하는 무게중심프로필을 이용한 손 인식을 제안하였다[4]. 
본 논문에서는 손 인식을 통하여 컴퓨터 제어를 할 수 있는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후 구성은 2장

에서 제안된 시스템, 3장에서 실험 결과를 보인 후, 4장에서 결론

을 맺는다.

II. 제안된 시스템

1. 알고리즘 개요

손 인식을 통해 마우스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웹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영상에서 손 영역을 추출하고, 그 손 영역으로부터 마우스 

제어를 위한 정보를 추출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손바닥 영역의 

좌표를 마우스 위치 정보로 사용하며, 손가락의 개수를 마우스 이

벤트 정보로 사용한다. 그림 1은 마우스 이벤트로 표현하기 위한 

손 모습의 예를 보이고 있다.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손의 위치와 손

가락 정보를 얻고 이를 마우스 제어에 사용하기 위해 손 후보 영

역 추출, 손 영역 추출, 마우스 이벤트 생성 등의 단계를 거친다.

(a)마우스 이동 (b)왼쪽 클릭 (b)오른쪽 클릭 (b)더블 클릭

그림 1. 마우스 이벤트 예시

Fig. 1. Example of the mous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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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 후보 영역 추출

입력된 영상과 배경 영상의 차영상을 이용하여 움직임 영역들

을 구한다. 이때 입력된 영상은 RGB 컬러모델 성분을 가지며, 조
명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피부색 추출에 적합한 HSV컬러모델로 

변환한 후[5], 피부색과 유사한 영역을 추출하여 움직임 영역과의 

교집합을 통하여 손 후보 영역들을 추출한다. 

3. 손 영역 추출

손 후보 영상의 경계영역 잡음과 hole 등을 제거하기 위해 모폴

로지 열기, 닫기 연산을 수행한 다음, 잡음이 제거된 영상에 4-CC 
라벨링을 수행하여 영역들을 분리한 후 가장 큰 부분을 손 영역으

로 결정한다. 

4. 마우스 이벤트

손 영역 인식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손 영상에 모폴로지 열기 

연산을 적용[6]하여 손가락이 제거된 손바닥 영상을 구한다. 이때 

모폴로지를 위한 구조체의 크기는 손가락 두께를 고려하여 결정한

다. 그런 다음 손 영상과 손바닥 영상의 차 영상을 구하여 손가락 

영상을 얻는다. 손바닥 영상의 좌표와 손가락 영상에서의 손가락 

개수를 이용하여 마우스 이벤트를 생성한 후, 이를 윈도우 운영체

제로 보내 마우스를 제어한다.

(a) 입력영상 (b) 손 영상

(c) 손바닥 영상 (d) 손가락 영상

그림 2. 손바닥과 손가락 추출의 예

Fig. 2. An example of the extraction of the

 palm and finger

III. 시스템 구현

제안된 시스템의 타당성을 보이기 위해 제안된 시스템을 Intel(R) 
Core(TM) i7 950 3.07GHz PC, Microsoft Visual Studio 2008

환경에서 구현하였다. 영상의 크기는 320 × 240 이며. 그림 2는 입

력 영상으로부터 손바닥과 손가락을 추출 하는 예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영상에 대한 실험 결과, 제안된 시스템이 마우스 제어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IV. 결론

본 논문은 웹 카메라에서 입력받은 영상에서 손 영역만을 추출

하여 마우스 제어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마우스를 제어하기 위

해서 본 논문에서는 손 후보 영역 추출, 손 영역 추출, 손바닥과 

손가락 영역 분리, 마우스 이벤트 생성 등의 단계를 거친다.  제안

된 시스템은 게임, 네비게이션, TV, 리모콘 등에 대한 차세대 인

터페이스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손의 형태정보, 피부색의 통계 정보를 이용한 강건한 알고

리즘 개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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