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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은 CCTV 제에서 동작 인식을 한 색상 기반 손과 손가락 탐지 기술을 제안하 다. 논문의 

목표는 피부색을 기반으로 한 손 역 탐지  손동작 인식에 한 강인한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탐지된 

손 역과 손동작 인식 기술은 에어 마우스  스마트 TV를 조정하는데 용될 수 있으며 홈시어터  

감성 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들을 조종하기 하여도 사용될 수 있다. 입력 상으로부터 손 역을 구

분하기 하여 색상 기반 윤곽선 추출 방법이 사용되어지고 윤곽이 구분된 손으로부터 y좌표값을 계산하여 

손가락 끝 을 탐지한다. 손가락 끝 의 치를 탐지한 후에, R채 만을 이용하여 추 을 하며 손동작 인식

에 있어서 차 상 기법을 용하여 잡 상 제거와 같은 강인한 면을 보여 다. 제안하는 방법으로 손가락 

끝 의 추 과 손동작 인식에 련된 많은 실험을 진행하 고, 실험 결과는 기존의 방법보다 성능 면에 있

어서 96%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 다.

 ■ 중심어 :∣손동작 인식∣유비쿼터스 컴퓨팅∣인터랙션∣CCTV 관제∣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skin color based hand and finger detection technology for the 

gesture recognition in CCTV surveillanc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methodology 

for hand detection and propose the finger detection method. The detected hand and finger can 

be used to implement the non-contact mouse. This technology can be used to control the home 

devices such as home-theater and television. Skin color is used to segment the hand region from 

background and contour is extracted from the segmented hand. Analysis of contour gives us the 

location of finger tip in the hand. After detecting the location of the fingertip, this system tracks 

the fingertip by using only R channel alone, and in recognition of hand motions to apply 

differential image , such as the removal of useless image shows a robust side. We explain about 

experiment which relates in fingertip tracking and finger gestures recognition, and experiment 

result shows the accuracy above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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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에 컴퓨터 비  분야에서 손의 동작 인식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에 CCTV 제에서 동

작 인식 시스템은 손의 치와 합 각을 측량하기 하

여 장갑 기반 장치를 이용하여 동작을 인식하도록 시도

해왔다[1]. 그러나 이러한 장치는 아주 귀찮고 개 컴

퓨터에 연결된 많은 이블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

은 동작을 인식하기 하여 비 간섭 이고 상 기반 방

법을 이용하는 것의 동기 부여가 되었다. 특히, 신호 언

어로써 동작은 손의 요한 움직임을 포함한다. 따라서 

신호 언어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동작(시간

 특징)과 모양(공간  특징) 둘 다를 모델화하는 것이 

요하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손의 공간  특징만이 

계가 있기 때문에 손의 시간  모델링은 여기에서는 설

명하지 않는다. 공간  모델링은 두 개의 주요한 범주로 

나 어 볼 수 있다. [그림 1]은 공간  동작 모델의 종류

를 나타낸다. 여기서 3-D 모델 기반 방법과 외형 기반 

는 시각 기반 기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공간적 동작 모델의 종류

3차원 모델은 손의 3-D 자세를 추론하기 하여 시

도되었다. 3-D 손 모델은 크게 체  모델과 골격 모델 

등 두 개의 주요 그룹으로 구분되어 진다. 체  모델은 

손이 실생활에 나타나는 것처럼 손의 3-D 외형을 설명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체  모델은 합성에 의한 분석

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각 기반 손동작 인식에서 사용되

어진다. 합성에 의한 분석은 손의 3-D 모델을 합성함에 

의하여 손의 자세를 추정하고 이미지  에 모델의 

투 과 실제 손의 이미지가 같은 시각 상으로써 나

타날 때 까지 그것의 라미터를 변화시킨다[1][2]. 컴

퓨터 시각 기반 기술로써 이러한 라미터들을 얻는다

는 것은 상당히 복잡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

문에 일반 으로 실시간 사용에서 이러한 타입의 모델

은 제약을 많이 받는다[2].

골격 모델은 손의 3-D 구조를 표 한다. 체  모델이 

손의 실제 인 모양을 정확히 표 하기 하여 많은 

라미터를 필요로 하는 반면에 골격 모델은 손의 구조를 

표 하기 하여 상당히 감소된 라미터 집합을 이용

한다. [그림 2]는 사람 손의 골격 구조를 나타낸다. 골격 

모델을 이해하기 하여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사

람 손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사

람의 손은 5개의 손가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은 

세 개의 합 부분을 포함한다[2][3]. 몇 가지 시스템이 

골격 모델을 사용하도록 제안되어져 왔다[4-6]. 계산

인 복잡성 때문에 골격 모델은 실시간 동작 인식 로그

램에 하여 잘 맞지 않는다. 손 모델의 두 번째 주요한 

타입은 외형 기반 모델로써 알려진다. 외형 기반 모델은 

상 안에 포함된 정보로부터 직  얻어진다.

그림 2. 사람 손의 골격 구조

다양한 외형 기반 모델이 있다. 변형 가능한 템 릿

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 연속된 손 상을 이용하는 것

들, 모양 표  특징과 상 고유 벡터와 같은 다른 상 

특징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다. 몇 가지 외형 기반 모델

은 변형 가능한 템 릿을 기반으로 한다. 변형 가능한 

템 릿은 물체의 윤곽이나 역을 추정하기 하여 삽

입하는데 사용되는 물체의 윤곽이나 역상의 좌표의 

집합이다[7-9]. 몇 가지 외형 기반 모델은 연속된 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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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모델 타입으로써 동작은 

그것들 스스로 상의 연속에 의하여 표 되어 진다

[10]. 이러한 모델 타입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작은 동작 

집합에 해서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반면에 아주 많

은 동작 집합을 가진 신호 언어 인식과 같은 시스템을 

한 모델을 이용하기에는 합하지 않을 수 있다. 

상 안에 있는 손가락 끝 들의 치는 한 손동작들을 

구별하도록 돕는데 사용되어져 왔다. 이러한 타입의 외

형 기반 라미터들을 사용한 시스템이 최근에 개발되

고 있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CCTV 제에서 인식 시스템

에 하여 기술한다. 3장에서는 제안하는 CCTV 제

에서 동작 인식을 한 색상 기반 손과 손가락 탐지에 

기술하고 4장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여 다. 마지막 부

분에는 결론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향후 연구 방향

에 하여 기술한다.

Ⅱ. CCTV 관제에서 인식 시스템

시각 기반 방법은 사람 동작을 획득하기 하여 한 

개 는 그 이상의 상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과 각각

의 특정 동작을 인식하기 하여 컴퓨터 시각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존의 방법은 입력 상에서 

Gray 상만을 처리함으로써 많은 잡음 요소가 발생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RGB 상을 입력받아 그 

에서 R채 을 추출해서 손 역 추출을 하여 차 상

을 이용하 다. 잡음 제거를 하기 해서 차 상에 임

계치를 용하여 특정 임계치 값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

하 다. 차 상 결과에서 색 검증을 추가하여 컬러 

역을 기반으로 해서 Red 픽셀 값이 Green이나 Blue의 

픽셀값보다 높은 경우에만 사용하여 손 역으로 인식

하 다. 신호 언어 인식과 같은 많은 수의 동작 집합을 

가진 시스템에서 더욱 상세한 모델이 필요로 해진다. 

그러나 이후에 논의되는 것과 같이 더 복잡한 모델을 

선택함에 있어 충 이 있다. 모델을 선택한 후에 비

디오 입력 흐름에서 추출되어진 상 특징으로부터 모

델 라미터들을 계산하기 하여 분석이 수행되어진

다. 분석 단계는 특정 동작의 표 이고 몇몇 경우의 

규칙에서는 모델에 한 고려를 포함하는 모델 라미

터들을 구분하는 인식 단계 다음에 수행되어진다. [그

림 3]은 CCTV 제에서 손가락 끝  탐지  추  방

법론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입력된 상으로부터 피부 

색상을 기반으로 손 역을 먼  단편화하고 손의 윤곽

선을 추출하여 손 역을 탐지한다. 윤곽선 벡터값을 

이용하여 손가락 끝 을 탐지한 후에 추 을 시작한다. 

추 을 하는 동안에 손가락 끝 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

우에는 루카스-카나데 알고리즘을 반복 용하여 신속

히 손가락 끝 을 재탐색하여 추 을 계속하도록 한다.

그림 3. CCTV 관제에서 손가락 끝점 탐지 및 추적

1. 특징 탐지
분석 단계에서 주요한 작업은 모델 라미터를 계산

하기 하여 사용되어지는 한 상 특징을 찾는 것

이다. 이러한 손의 특징이 얻어지기 에 상 안에 있

는 손이 먼  탐지되어져야 하고 지역화 는 단편화라

고 불리는 과정에 놓여 져야 한다. 손 역이 탐지되어

진 후에 모델 라미터들을 결정하기 하여 사용되어

져야 하는 다양한 특징들이 계산되어진다.

2. 손의 지역화
상 안에 있는 손의 지역화는 몇 가지 방식 는 방

식들의 조합으로써 행해질 수 있다. 상 안에 있는 손

의 지역화의 더 유용한 방식들 의 하나는 색상 단편

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인간 손의 특징 인 색깔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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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색상 단편화는 상 안에 있는 손을 단편화하기 

하여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다. 색상 히스토그램 결합, 

룩업 테이블과 확률  모델의 이용을 포함하는 색상 단

편화를 수행하기 하여 사용되어지는 많은 기술들이 

있다[11]. 색상 단편화, 동작, 다른 시각 인 지시기는 

융합으로써 알려진 다른 방법으로 결합될 수 있다. 이

러한 기술을 결합함에 의하여 더 강건한 손의 지역화 

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12].

3. 특징 추출과 파라미터 계산 
상 안에 있는 손을 찾은 후에, 모델 라미터를 계

산하기 하여 사용되어지기 한 필요한 특징들을 추

출하는 것이 필수 이다. 추출된 일부 공통 인 특징은 

손의 그림자그림, 윤곽선, 손을 따라서 분산된 핵심 포

인트(손가락끝 , 합부, 손바닥)와 거리 변형된 상

을 포함한다[11][13-15]. 그림자 그림은 3-D 기반 모델

과 외형 기반 모델 등에서 라미터 계산을 한 특징

으로써 사용되어져 왔다. 모델 윤곽선 결합을 한 

상 윤곽선은 윤곽선이 3-D 모델 기반 방법에서 사용되

어 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16]. 외형 기반 방법

에서 윤곽선은 자주 모양 서명을 계산하기 하여 사용

되어진다. 손의 요 특징 은 한 외형 기반 모델과 

3-D 기반 모델에서 사용되어진다. 3-D 모델 기반 방법

에서 손의 8가지 핵심 특징(5개의 손가락 끝, 손목, 

앙의 손가락 합부, 엄지손가락 합부)은 손의 합 

각을 추정하기 하여 사용되어진다[17]. 외형 기반 방

법에서 손가락 끝, 손바닥과 손등에서 찾아진 색깔 있

는 마커의 치는 손가락 끝과 손의 거리 라미터들을 

계산하기 하여 사용되어진다[18]. 몇 가지 외형 기반 

모델 방법에서 추출된 특징은 인식 단계에서 사용되어

지는 실제 인 손의 라미터로써 처리되어진다[19].

Ⅲ. CCTV 관제에서 색상 기반 손과 손가락 탐지

본 장에서는 CCTV 제 시스템에서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간 비 간섭 손가락 끝 의 추 과 손가락 

인식에 해 기술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상 역안

의 손의 단편화는 손이 찾아져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

다. 이 과정을 수행하기 하여 모양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들은 손이 자연 으로 움직이는 간격

에서 크게 변화될 수 있다[2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손의 특징을 얻기 하여 피부색을 선택한다. 다음 단

계에서는 손가락 인식의 결정 인 과정을 정의하기 

한 몇 가지 손의 특징을 추출하기 하여 추정된 손의 

상태를 이용한다[22]. 색상 단서는 손과 손가락 끝 을 

찾기 하여 이용되어지는 요한 정보이다. 그 방법은 

피부색 픽셀의 색상 모델을 기 로 한다. 손이 배경 

상으로부터 단편화된 후에 윤곽선이 추출되어진다[22]. 

윤곽선 벡터는 손의 가장자리의 연속 인 좌표를 포함

한다. 그 후에 윤곽선 벡터의 처리는 손가락 끝 의 

치를 다.

그림 4. 손가락 끝점 추적 방법

[그림 4]는 손가락 끝  추  방법을 나타낸다. [그림 

4]에서 입력 상으로부터 손가락만을 탐지하기 하

여 손 역과 손목과 뒷배경 상을 분리해 낸다. 손 

역을 탐지한 후에 손 체의 윤곽선을 추출해 낸다. 그 

다음에 피부색상 단편화 과정을 거치고 손가락만을 찾

은 후에 좌표 계산을 통하여 손가락 끝 을 탐지해 낸

다. 탐지가 되면 손가락 끝 을 추 하기 시작하고 잃

어버릴 경우에는 루카스-카나데 알고리즘을 용하여 

신속히 복원하고 뒷배경의 피부색과 같은 잡음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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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기 하여 차 상 기법을 용한다. [그림 5]는 

손가락을 이용한 동작 인식을 한 단계를 나타낸다. 

상에서 색상 단편화를 통하여 손 역을 먼  탐지하

고 손목 부분을 제거한 후 이진화  모폴로지 연산 등

을 통하여 잡 상을 제거한다. 그 다음 윤곽선 벡터를 

통한 손가락만의 단편화 과정을 거친다. 마지막 과정은 

손가락 자세를 추출  동작 인식을 통하여 이벤트를 

달한다.

그림 5. 손가락 동작 인식을 위한 단계

1. 색상 단편화
색상 단편화는 피부색 범  안에 있는 피부색을 분석

함에 의하여 행해진다. 피부색의 단순한 모델은 피부색

의 빨강 성분이 37에서 60의 범  안에 있다는 것을 나

타내고, 반면에 피부색의 녹색 성분은 28과 34사이에 

있다. RGB 색상 공간은 많은 비디오 획득 장비들에게 

부분 자연 이다. 그러나 RGB 색상 공간은 밝기와 

색상 강도 변화에 아주 민감하다[21]. 색상 강도 성분이 

색차 성분에 하여 독립 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과 

같이 HSI와 YUV 색상 공간은 자주 이용되어진다. [그

림 6]은 사람 손의 피부색 단편화 과정을 나타낸다.

  

원래 영상             단편화된 손             찾아진 손

그림 6. 사람 손의 피부색 단편화

변환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소 트웨어 환에 

의하여 행해진다. 본 논문에서 실험은 RGB로부터 비용

이 게 드는 환을 하여 YUV를 이용하 다. 한 

RGB에서 YUV로의 더 빠른 환을 수행하기 하여 

MMX 지침의 장 을 취하는 OpenCV 2005를 활용하여 

구 하 다[3].

2. 윤곽선 추출
윤곽선 추출은 상으로부터 발견되어진 물체의 가

장자리의 픽셀 값의 치를 복구하는 과정이다. [그림 

7]은 원래 상 안에서 그려진 손의 윤곽선을 보여 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같은 덩어리로 픽셀들을 그룹화 

하는 가능한 상을 하여 련 있는 구성요소 알고리

즘을 용함에 의하여 손의 덩어리 표 을 얻는다.

그림 7. 찾아진 손으로부터 추출된 윤곽선

3. 윤곽선 분석과 손가락 탐지
윤곽선 벡터, 손 역의 그림자 그림을 가지게 되면 

벡터는 손가락 치를 찾기 하여 분석될 수 있다. 개

발한 시스템에서 손가락들 사이에서 높이가 최고인 오

직 단 하나의 손가락이 윤곽선 분석에 의하여 찾아진다. 

윤곽선 벡터는 손의 그림자 그림의 각 지 의 x와 y좌

표를 포함한다. y좌표의 최고값이 찾아지고 y좌표와 일

치하는 x좌표값이 손가락 끝 을 찾기 하여 사용되어

진다. [그림 8]은 손가락 끝 의 발견을 나타낸다.

손가락 끝 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루카스-카나데 

알고리즘을 반복 용하여 쉽게 복구하도록 하 다. 손

가락 끝 이 찾아지면 손가락 끝 의 치는 마우스 

치로써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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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손가락 끝점의 발견

이러한 기술은 이  포인터와 카메라가 병렬 으

로 사용될 때 사용자가 그의 손을 움직임에 따라 마우

스 커서가 컴퓨터의 바탕화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곳

으로 움직여 질 수 있다. [그림 9]는 손가락 덩어리 탐지

를 한 모폴로지 연산을 나타낸다.

    

      (a) 손 물체      (b) 모폴로지 연산 후   (c) (a)-(b)연산 후

그림 9. 손가락 덩어리 탐지를 위한 모폴로지 연산

[그림 9]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상 (a)는 색상 단편

화에 의하여 얻어진 손의 덩어리이다. 상 (b)는 타원

형의 구조 요소를 가진 모폴로지 개방 연산을 용함에 

의하여 복구되어지고 손으로부터 단편화된 손바닥이

다. 상 (a)로부터 상 (b)를 빼기 연산함에 의하여 

손가락들이 상 안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

4. 손가락 인식
제안하는 방법에서 손가락을 이용하여 표 하는 숫

자는 시스템의 요구를 수행하기 하여 다섯 개의 손가

락과 열두 개의 손가락 모양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림 

10]은 손에 의한 숫자 표 을 나타낸다.

손가락을 이용한 숫자는 카메라의 시야에서 손가락

들이 부분 으로 는 완 히 서로 함께 열려 있는 손 

 손가락과 완 히 개방된 손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수행할 수 있는 유효한 손가락 동작 변화는 

[그림 10]에서 정의되어진다. 각각의 손가락 모양에 

하여 피부색 기반 윤곽선 추출 기법을 사용하여 손 

역을 찾은 후에 모폴로지 연산을 통하여 손가락 모양을 

숫자와 결합시킨다. [그림 10]에서 손가락 동작 인식 과

정은 사용자의 손이 카메라의 시야 앞에 놓여져 있고 

손가락들은 미리 정의된 동작 즉, 구분된 손가락들을 

가진 완 히 개방된 손에 있을 때 시작한다. 손가락들

을 이용하여 각 동작에 하여 숫자  Enter, 

Backspace 등을 미리 정의해 놓고 입력 상에서 색상 

기반 방법으로 손바닥  손가락들을 추출한 후에 템

릿 매칭 방법을 이용하여 각 동작에 한 인식을 수행

하도록 하 다.

0 1 2

3 4 5

6 7 8

9 Enter Backspace

그림 10. 손에 의한 숫자 표현

제안한 방법을 용한 시스템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빠른 손가락 동작 변화를 피하기 하여 모든 변화는 

략 2-3  동안 고정된 채로 유지해야 된다. [그림 11]

은 제안한 방법을 용한 CCTV 제 시스템을 나타낸

다. 여기서 몇 가지 손가락 동작을 인식하는 것을 획득

한 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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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CCTV 관제 시스템

Ⅳ. 실험 결과

CCTV 제에 제안하는 동작 인식을 한 색상 기반 

손과 손가락 탐지 방법론을 구 하기 휘해 MS Visual 

C++ 2008과 OpenCV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개발하

다. 체 시스템은 CPU의 속도가 2.40GHz에서 동작하

는 듀얼코어 로세서 컴퓨터에서 테스트되었다. 상

은 실시간 상 처리에 최 화된 IEEE 1394 카메라를 

이용하여 획득하 다. 그 카메라는 960X720 상을 제

공하며 당 35fps를 처리하는 속도를 가졌다. 손 탐지

와 동작 인식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시스템은 5명

의 사용자 집합에서 각각 6번씩 테스트되었다. 각 사용

자는 6번씩 미리 정의된 동작 집합을 수행하 고 시스

템의 결과를 평가하기 하여 360여회의 동작을 가졌

다. 시스템의 정확성은 계산기를 다루기 하여 원하는 

사용자 동작의 성능에 한 조  능력이 측정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속 인 실험에서는 시스템이 모든 가능

한 상태와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12]는 제안하는 

방법론을 용한 CCTV 제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나

타낸다.

[그림 1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림 10]에서 정의

한 손가락 숫자 표 에 하여 5명이 6번씩 총 30회를 

실험한 결과 평균 으로 29번이 정확하게 인식되어 약 

97% 정도의 정확한 인식률을 보여 다.

그림 12. CCTV 관제 시스템의 성능평가

[그림 13]은 기존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과의 성능 비

교를 나타낸다. 기존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론과의 비교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제안하는 방법론의 인식 성공률

이 더 높게 나옴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방법을 이용한 

실험에서는 배경에 피부색과 비슷한 잡음 상이 있거

나 속도를 빨리하여 손을 움직 을 때에는 손가락 끝

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 고 복원하는 과정

이 어려우며 속도도 느리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본 논

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이용하여 실험했을 경우에

는 손가락 끝 을 잃어버릴 경우에도 신속한 복원이 가

능하여 추 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림 13. 기존 방법과 제안하는 방법과의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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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최근의 컴퓨터 비  분야에서는 실시간 상을 이용

하여 사람과 디지털 장치들이 상호작용하는 응용 기술

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CTV 제에

서 색상 기반 방법과 윤곽선 분석 방법  차 상 기법

을 이용한 손가락 끝   손동작 인식과 실험 결과에 

하여 기술하 다. 제안하는 방법은 실시간 상에 

하여 색상 모델링의 확률  방법과 같이 단순하고 오인

식율이 극히 으며 조명과 피부색이 많은 배경 상에 

해서도 상당히 강인한 결과를 보여 다. 향후에는 

CCTV 제에서 HSV 모델링이 미래의 확장을 하여 

제안되어진다. 이는 일단 손의 덩어리로부터 손의 윤곽

선이 추출되어지면 윤곽선의 가장 높은 치가 손가락 

끝 으로서 고려되어진다. 원활한 추   향후 발 성

을 해서 ‘손가락’보다 ‘손’ 체를 인식한 후에 체

인 손을 기 으로 추 하여 분할/인식하는 측면이 효율

성과 안정성 면에서 더 확실할 것으로 측된다. 체

인 방향을 수정하여 체 손 탐색–손에서 부분 별로 

분할–움직임 악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시스템

이 정확한 손가락 끝  추 을 하여 손 역 탐지 이

후에는 배경을 미리 제거해야 하며 각각의 손가락  

손바닥, 손마디 등으로 분할하여 연산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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