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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저가의 웹 카메라를 사용하여 영상을 입력받아 손 부분 영상을 추출한 후 동심원 추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손가락 동작을 인식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기존의 인터페이스처럼 손에 별도의 센서

를 부착하지 않음으로 신체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 또한 저가인 웹 카메라를 사용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활용성

을 증가 시켰다. 동심원 추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펴진 손가락의 개수뿐 만아니라, 손가락 접힘 여부 정보를 효율적

으로 추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손가락 동작을  평균  95.48%의 정확도로 인식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손을 사용한 HCI 및 원격 제어 명령어 입력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vel algorithm, Concentric-Circle Tracing algorithm, which recognizes finger's shape 
and counts the number of fingers of hand using low-cost web-camera. We improve algorithm’s usability by using 
low-price web-camera and also enhance user's comfortability by not using a additional marker or sensor. As well as 
counting the number of fingers, it is possible to extract finger's shape information whether finger is straight or folded, 
efficiently. The experimental result shows that the finger gesture can be recognized with an average accuracy of 
95.48%. It is confirmed that the hand-gesture is an useful method for HCI input and remote control command.

키워드 : 손가락 동작 인식, 손 추적,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컴퓨터 비전

Key word : Finger-gesture Recognition, Hand Tracing, Human-Computer Interaction, Computer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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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분야는 다양한 제스처 인

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중 손은 인간이 가

지고 있는 생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생체로서 직관

적으로 물체를 가리키고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에 따라 손 제스처 인식은 키보드와 마우스와 같은 입

력 인터페이스를 대체할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각광 받

고 있다. 그중 비전 기반 인식 시스템은 손에 별도의 센

서를 부착하지 않기 때문에 손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지장을 주지 않고 조작 시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1]. 
최근에는 비전 기반으로 손의 제스처를 인식하는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먼저 COG(Center of 
Gravity)를 이용하여 손가락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알고

리즘은 빠르고 정확한 인식률을 가지고 있지만 인식할 

수 있는 제스처가 제한되어 있다[2, 3]. 그 다음으로는 

Hu Moments, Fourier Descriptor(FD)와 Convex Hull과 

Convexity Defects를 이용하여 손가락의 개수를 카운트

하는 알고리즘이 있다[4]. 
이  알고리즘은 손가락의 끝점을 정확히 찾을 수 있

기에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제스처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식률이 앞서의 알고리즘에 비해 

떨어진다. Centroid를 기점으로 손의 외곽선(Contour)
을 구성하는 포인트와의 거리를 구하여 일정 Threshold
를 넘는 값을 이용하여 손가락의 개수를 구하는 알고

리즘이 있다[5]. 이는 대략적인 손가락의 위치를 알 수 

있기 같은 손가락 개수여도 다른 포즈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고 반만 접힌 손가락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여 

다양한 제스처를 지원하는 장점이 있지만 인식 속도가 

느리다. 
본 논문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가인 웹 카메라

를 사용하고 동심원 추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손가락

의 동작을 인식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동심원 추적 알고리즘은 COG와 동심원을 이용하여 다

른 제스처 인식 알고리즘에 비하여 높은 인식률 및 속

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COG기반 알고리즘이 

제한된 제스처만을 인식할 수 있었던 반면 제안하는 알

고리즘에서는 두 개의 동심원을 이용하여 손가락을 반 

만 접는 제스처에 대해서도 인식이 가능 하도록 하여 

다양한 제스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Ⅱ. 동심원 추적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세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입력 받아 손 인식에 

적합하게 영상을 처리 후 손 영역을 추출하는 전처리부

분, 추출된 ROI(Region of Interest)에 대하여 COG 및 

손바닥의 반지름을 구하고 Convex Hull을 이용하여 최

장 손가락의 길이 계산 후, Scale이 변환함에 따른 동심

원 크기 보상 작업 및 동심원 추적 알고리즘을 수행하

는 부분, 마지막으로 완전히 펼쳐진 손가락의 개수, 반 

정도 접힌 손가락의 개수, 손가락이 두 개인 경우 두 손

가락 사이의 각도 등의 제스처의 특징을 얻어내는 부분

이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적

인 구조도이다. 

Fig. 1 Structure of system

2.1. 전처리

제안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이진 영상을 사용하기 때

문에 손 영역만을 분리한  이진 영상을 요구로 한다. 이
를 위해 같은 입력받은 이미지에 대하여 전처리를 통해 

손 이미지를 얻는다. 전처리 과정은 이미지 품질 향상, 
홀 / 노이즈 제거, 피부색 추출, ROI추출의 과정으로 이

루어져 있다.
이미지 품질 향상은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입력받고 

이미지를 좌우 변환 하여 실제 손의 움직임과 이미지의 

좌, 우 움직임을 동일하게 한다. 입력 받은 이미지는 손

의 영상부분이 명확하고 다양한 컬러정보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피부색  추출 단계 후 외곽선이 거친 형태의 

피부색 이미지가 추출되어진다. 따라서 식 (1)과 같이 

Normalized Box Filter를 이용한 블러처리를 통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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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컬러정보의 편차를 감소시킨다.

 ×













  
  
  

                    (1)

피부색 추출을 위해서 전 단계에서 처리된 영상에

서 사람의 피부색 특성을 이용하여 피부색 영상을 추

출하게 된다.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RGB 색 공간

은 밝기 정보에 매우 민감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

서 순수한 색상 정보만을 이용하기 위해서 YCbCr, 
HSV, R/G Ratio등의 색 공간으로 변환하여 밝기정보

를 제외한 순수한 색상 정보로 피부색을 추출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이중 YCbCr은 피부색 추출 시 다른 색

공간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정확하게 피부색을 추출한

다[6]. YCbCr 색 공간에서 피부색을 식 (2)[7]의 범위 

안에 속하는 화소로 정의하고, 피부색인 화소는 255의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은 화소는 0의 값을 가진 이진영상

을 만든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영상은 그림 2의 (b)와 

같다.

≤ ≤ 
≤ ≤ 

                               (2)

그림 2의 (b)를 보면 영상에 노이즈 및 홀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이즈 및 홀을 제거하

기 위해서 형태학 연산을 사용하였다. 형태학 연산 중 

침식(Erosion)과 팽창(Dilation) 연산을 이용하였고 먼

저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침식 후 팽창 연산인 열기

(Open)연산을 수행한 후 홀을 제거하기 위한 팽창 후 

침식 연산인 닫기(Close)연산을 수행하였다. 연산을 수

행한 후 그림 2의 (c)와 같이 잡음과 홀이 제거된 영상을 

얻을 수가 있다.
형태학 연산 처리 후 영상에 피부색과 유사한 작은 

객체가 남아있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모든 객

체의 가장 바깥쪽에 나타나는 외곽선을 Suzuki85 알고

리즘을 통해 검출한다[8]. 검출된 외곽선은 Chain Code
로 표현되어 있다. 그린 정리 방식으로 검출된 외곽선

들의 면적을 계산한 후 가장 큰 면적을 갖는 외곽선을 

손 영상으로 판단한다.  손 영상을 제외한 다른 객체를 

없애기 위해서 0으로 채워진 영상공간에 손 영상의 외

곽선을 그리고 외곽선 내부 화소 값을 전부 255로 채우

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손

만 남은  ROI 영상을 추출 할 수 있으며 결과는 그림 2
의 (d)와 같다.

  

(a)                       (b)

  

(c)                       (d)

Fig. 2 Image preprocessing (a) Blurred image (b) Binarized 
skin color image (c) After morphological (d) ROI image

2.2. 동심원 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한 특징점 추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동심원 추적 알고리즘을 적용

하여 제스처의 특징점을 추출하는 과정은 우선 COG를 

찾고 손의 크기 변화에 따른 동심원의 스케일 보상 후 

동심원 추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특징점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손 영상에서 손바닥의 COG을 찾기 위해서 본 논문

에서는 거리변환(Distance Transform) 기법을 사용하였

다. 거리변환기법은 255값을 가진 해당 화소에서 0값을 

가진 화소까지의 최단거리 값을 해당 화소의 값으로 저

장하는 기법이다. 거리변환 영상의 가장 큰 값을 가진 

화소의 위치가 손바닥의 중심좌표가 되고 해당 화소의 

값을 손바닥의 반지름으로 판단한다. COG와 손바닥의 

반지름으로 판단하는 반지름의 원은 그림 3과 같다.
동심원 추적 알고리즘에 사용할 동심원의 반지름 길

이의 기준을 구해야 한다. 기존의 타 COG기반 알고리

즘은 손바닥의 반지름과 임의의 상수를 곱한 값을 취하

였지만 이는 사람에 따라 고유한 손의 형태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최장 손

가락 길이와 손바닥의 반지름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신

체에 최적화된 동심원의 반지름 길이를 계산한다. 다섯 

손가락이 펼쳐진 상태인 경우 Convex Hull을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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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손바닥의 COG 사이의 거리를 식 (3)을 이용하여 

구한다.

  

(a)                       (b)

Fig. 3 Acquire ROI and COG image (a) ROI image (b) 
COG image

             (3)

여기서 는 COG 좌표의 값을 나타내며 영상

에서 COG을 추출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는 

Convex Hull을 구성하는 번째 좌표의 , 값을 나타

낸다. 이렇게 구해진 개의 거리 값 중 가장 최댓값을 

최장 손가락 길이로 판단한다. 최장 손가락 길이는 손

바닥이 앞, 뒤로 움직일 때에 따라 즉 손의 스케일에 따

라 변하게 되어 있다. 제스처를 취하고 있을 때에는 다

섯 손가락이 다 펼쳐져  있지 않음으로 최장 손가락 길

이를 다시 계산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

문에서는 프레임 간 손바닥의 반지름의 비율을 이용하

여 식 (4)처럼 최장 손가락 길이를 보정한다. 

   ×

                  (4)

는 현재 프레임의 최장 손가락 길이를 의미

하며 는 전 프레임의 최장 손가락 길이 그리고 

은  각각 현재 프레임과 이전프레임의 손바닥

의 반지름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심원 추적 알고리즘을 위한 2개의 

동심원을 구성한다. 동심원의 반지름은 식 (5)와 같다.

  



  



                       (5)

와 는 각각 COG 탐색, 스케일 보상 단계에서 

구한 손바닥의 반지름과 최장 손가락 길이를 의미한다. 
위의 식을 통해 구한 2개의 반지름을 이용하여 동심원

을 구성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제스처 인식을 위한 특징점은 

완전히 펴져 있는 손가락의 개수, 반 접혀있는 손가락

의 개수로 정의한다. 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먼저 앞서 

구성한 동심원에 대하여 외곽선을 추출한다. 추출한 외

곽선을 구성하는 좌표를 따라 손 영상의 화소 값이 0에
서 255로 바뀌는 좌표를 저장하고 손가락의 개수를 1씩 

카운트한다. 이와 같은 동심원-추적 알고리즘을 두 개

의 동심원에 대하여 각각 수행한다. 수행 결과는 그림 4
와 같다.

Fig. 4 Result of feature extraction using proposed algorithm

이를 통해서 완전히 펴진 손가락의 개수와 반만 접힌 

손가락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완전히 펴진 손가락의 

개수 는 를 반지름으로 구성한 동심원을 동심

원 추적 알고리즘을 통해 구한 손가락의 개수로 한다. 
접힌 손가락의 개수는 식 (6)을 통해 구할 수 있다.

                            (6)

는 접힌 손가락의 개수를 의미하고 과 

는 각각 반지름 과 를 기반으로 동심원 추

적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구한 손가락의 개수이다.

Ⅲ. 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동심원 추적 알고리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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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가능한 특징점( )을 이용한 제스처를 손

가락 개수를 카운트하는 것과 손가락을 접는 동작이 포

함된 것으로 그림 5, 6과 같이 임의로 선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PC 및 웹 카메라의 사양은 Intel사의 

Core i7 3.5GHz CPU, 메모리 8GB를 탑재한 윈도우 기

반의 PC 및 200만 화소에 640X480 해상도로 30fps 동
영상 촬영이 가능한 웹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Fig. 5 Sample gesture with finger-counting

Fig. 6 Sample gesture with finger-folding

본 논문에서는 제스처 인식 성능 평가를 위해서 5명
의 피 실험자를 대상으로 그림 5, 6에 제시한 제스처를 

각각 30회씩 총 150회를 취하도록 하였을 때 인식률을 

계산하였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펼

쳐진 손가락의 개수만을 특징점으로 가지고 있는 제스

처는 96.56%의 높은 인식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반 

접힌 손가락의 개수도 특징점으로 가지고 있는 제스처

는 펼쳐져 있는 손가락의 개수가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인식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접힌 손가락

을 사용한 제스처의 평균 인식률은 94.4%이고 전체 제

스처의 평균 인식률이 95.48%로 이는 기존의 COG를 

이용한 알고리즘과 Hu moments를 이용한 알고리즘의  

각각의 인식률인 91%, 94%보다 높은 인식률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 
동심원 추적-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제스처의 특징점

을 찾는데 소요하는 단계별 수행시간을 300회 측정하

여 평균을 구한 값은 표 2와 같다. 그리고 우리가 제안

하는 방식과 비교 대상 알고리즘의 인식률 및 평균 수

행시간을 정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Table. 1 Result of gesture recognition 
(recognition accuracy, %)

Category  Type   Accuracy

Gesture 
with finger- 

counting

G1 0 0 100

G2 1 0 96.67

G3 2 0 98.00

G4 3 0 94.70

G5 4 0 93.33

G6 5 0 96.67

Gesture 
with  

finger-
folding
Ref.[2]

GB1 0 1 100

GB2 1 1 96.67

GB3 2 1 93.33

GB4 3 1 92.00

GB5 4 1 90.00

Table. 2 Average execution time per stage (time, ms)

Stage Average Execution Time

Skin-color extraction 15

Concentric-circle tracing 0.053

Etc. 0.547

Total 15.6

Table. 3 Recognition accuracy and average execution time 
of each algorithm (recognition accuracy, % | time, ms)

Method Accuracy Execution Time

Proposed
method 95.48 15.6

COG Based
Ref. [2] 91.00 22.06

Hu moments
Ref. [4] 94.00 4600

FD
Ref. [4] 96.0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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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제스처 인식 시스템을 위해서는 최대 응답 지

연시간을 45ms 이내로 유지해야한다고 알려져 있다 

[9]. 본 논문에서 제안 하는 알고리즘의 처리시간은 평

균 15.6ms로 실시간 제스처 인식 시스템에 사용 가능함

을 확인 하였다. 그리고 COG, Hu moments, Fourier 
Descriptor를 이용한 다른 제스처 인식 알고리즘의 각각

의 평균 수행시간이 22.06ms, 4600ms, 1700ms인 것과 

비교하여 우리가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속도가 매우 빠

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 4]. 또한 전체 과정 중 피부

색 추출과정에 대부분의 수행 시간을 소요하고 실제 동

심원 추적 알고리즘을 수행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은 

0.053ms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은 

매우 빠르게 손가락의 제스처를 인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완전히 펼쳐

져있는 손가락의 개수와 접힌 손가락의 개수를 이용해

서 기존의 COG기반 제스처 인식 알고리즘과 Convex 
Hull과 Convexity Defects를 이용한 제스처 인식 알고

리즘에서에서 식별할 수 없는 특징점을 가진 제스처를 

높은 정확도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알고리즘의 평균 

수행 시간 또한 기존에 제안된 알고리즘과 비교하였을 

때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시간 제스처 인식 시

스템을 위한 최대 응답 지연시간인 45ms 이내를 만족

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는 알고리즘 수행 시간에 의한 

지연을 느끼기 어렵다[9]. 
본 논문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무균 상태에서 영상 

조작을 요구하는 의학 분야, 몸이 불편하여 기존의 키

보드, 마우스와 같은 입력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어려

운 사람들을 위한 입력 인터페이스, 컴퓨터 엔터테인먼

트 시스템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활용

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은 손가락이 

붙어 있는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한계점이 있

다. 추후에는 손가락이 붙어 있는 경우의 경우에도 제

스처 식별이 가능하도록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손가락 

사이의 각도에 의한 객체 제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알

고리즘을 개선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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