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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깊이 영상의 손 영역을 위해 거리 그래프를 정의하고 그것을 이용해 손가락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제

안한다. 거리 그래프는 손바닥 중심과 손 윤곽선 사이의 각과 유클리디안 거리로 손 윤곽선을 표현한 그래프이다. 거
리 그래프는 손끝들의 위치에서 국부 최댓값을 갖고 있어 손가락 위치를 검출할 수 있고 손가락 개수를 인식할 수 있

다. 윤곽선은 항상 360 개의 각으로 나누어지고 그들은 손목 중심을 기준으로 정렬된다. 그래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손의 크기와 방향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손가락을 잘 검출한다. 다소 제한된 인식 실험 조건에서 손가락 개수 인

식 실험은 1~3 개의 손가락은 100% 인식율과 4~5 개 손가락은 98% 인식율을 보여주었고, 또한 실패한 경우도 추가 

가능한 단순한 조건에 의해 인식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ABSTRACT

This paper defines a distance graph for a hand region in a depth image and proposes an algorithm detecting finger 
using it. The distance graph is a graph expressing the hand contour with angles and Euclidean distances between the 
center of palm and the hand contour. Since the distance graph has local maximum at fingertips‘ position, we can detect 
finger points and recognize the number of them. The hand contours are always divided into 360 angles and the angles 
are aligned with the center of the wrist as a starting point. And then the proposed algorithm can well detect fingers 
without influence of the size and orientation of the hand. Under some limited recognition test conditions, the 
recognition test’s results show that the recognition rate is 100% under 1~3 fingers and 98% under 4~5 fingers and that 
the failure case can also be recognized by simple conditions to be available to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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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T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컴퓨터를 포함한 IT 

시스템과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사람의 손은 손가락의 변화를 

이용해 다양한 모양을 생성할 수 있어 IT 시스템과 사

람 사이에 상호작용을 위한 유용한 도구이고, 이를 위

한 손/손가락 인식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다. 

손 인식 시스템 구현을 위한 손 영상 취득은 2D 컬러 

영상에서 피부색을 이용하는 방법[1-3]이 많이 사용되

어 왔으나 최근에 저가의 3D 깊이 영상 취득 장치가 개

발되면서 깊이 영상[4,5]을 이용하거나 컬러 영상과 깊

이 영상을 동시[6]에 이용하고 있다. 컬러 영상에서는 

피부색을 갖는 다른 신체 영역이나 조명 같은 외부 환

경 변화는 인식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깊이 영상에서는 

낮은 해상도와 짧은 인식 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손

가락 검출 및 인식은 손의 중심에서 원을 그리는 방법

[2], 템플릿 정합(Template matching)을 이용한 방법[5], 

손 형태의 특징점을 이용한 방법[1,3,4,6] 등 많이 소개

되어왔다. 그러나 이들은 손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손 

자세가 변화되거나 손목이 유동적으로 포함되면 인식

률에 영향을 크게 준다. 

본 논문은 기존 알고리즘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마이크로소

프트(Microsoft)사의 키넥트(Kinect) 기반에서 생성된 

깊이 영상을 대상으로 수행된다. 키넥트 개발 툴인 키

넥트 SDK을 이용해 손 영역을 설정하고 분명한 손바닥

과 손가락 영역에 convex hull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손

목이 제거된 유효 손 영역을 검출한다. 그리고 유효 손 

영역에서 손바닥 중심과 손 윤곽선 사이 관계를 각에 

대한 거리로 표현되는 거리 그래프로 변환하고, 그래프

의 극대들로 나타나는 손가락의 위치를 검출한다. 거리 

그래프는 어떤 손 윤곽선에 대해서도 360 개의 각에 대

한 거리로 표현되고 손목 중심을 시작점으로 정렬되어 

손의 크기나 방향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제안된 알고리즘의 거리 그래

프가 손의 크기와 방향에 대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음

을 보이고, 제안된 알고리즘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손 형태들에서 적절하게 손가락을 검출하고 인식하는 

것을 보일 것이다.

Ⅱ. 키넥트 기반 손 영역 검출 

손가락 인식을 위해서는 적절한 손 영역 검출이 선행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키넥

트 버전 1에 의해 생성된 320x240 깊이 영상에 키넥트 

SDK를 적용해 손 영역 검출을 수행한다.

키넥트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키넥트의 다

양한 활용을 위해 개발 툴인 키넥트 SDK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키넥트 SDK 중 Skeletal Viewer는 사람

의 인체를 인식하여 골격으로 표현하며 총 20 개의 골

격 위치를 그림 1(a)와 같이 제공하고 있다[7]. 제공되는 

골격 위치 중 HAND point는 인체의 손 영역에 표시되

는 위치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 영상에서 그

림 1(a)처럼 HAND point의 주변 영역에 85x70 사각형

을 손 영역으로 검출한다. 그림 1(b)는 검출된 손 영역

을 포함한 영상( )으로 손가락 인식에 불필요한 손목

도 포함하고 있다. 

깊이 영상은 컬러 영상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부가적

인 연산이 덜 필요하고,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므로 조

명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깊이 정보에 의해 배경과

도 쉽게 분명히 구분된다.

(a)
   

(b)

Fig. 1 Human body skeleton and hand region (a) Skeleton 
image (b) Hand image( )

Ⅲ. 유효 손 영역 검출

키넥트 기반으로 검출된 손 영역은 손목과 같은 손 

이외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손가락 검출 및 인

식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손가락 검출 및 인

식을 위해서는 손목이 제거된 유효 손 영역(VHR)이 필

요하다. 유효 손 영역 검출은 분명한 손바닥과 손가락 

영역의 검출을 통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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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분명한 손바닥 영역 검출

분명한 손바닥 영역(CPR)은 손바닥의 중심부에 위

치한다. 그래서 물체의 한 점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물체의 경계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리 변환(distance 

transform)[8,9]을 이용해 손바닥 중심(PC)을 찾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최대 내접원을 분명한 손바닥 영역으로 

사용한다. 그림 2는 그림 1(b)의 검출된 손 영역 영상에 

대해 수행된 (a) 거리 변환과 (b) 분명한 손바닥 영역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각 영상에서 검은 점은 거리변

환의 최댓값 위치이면서 손바닥 중심이고 흰 원 영역은 

분명한 손바닥 영역이다.

(a)
 

(b)

Fig. 2 Detection of clear palm region (a) Distance 
transform (b) 

3.2. 분명한 손가락 영역 검출

손가락은 손바닥에 비해 얇기 때문에 모폴로지 열기

(morphology open) 연산[9]을 반복 수행하면 그림 3(a)

와 같이 손가락 영역이 제거된 영상( )을 생성할 수 있

다. 그리고 식 (1)처럼 원래 손 영상( )과 손가락 제거

된 영상의 차영상으로 그림 3(b)와 같이 분명한 손가락 

영역(CFR)만 갖는 영상( )을 얻을 수 있다. 

                                  (1)

(a)
  

(b)

Fig. 3 Detection of clear finger region (a)   (b) 

여기서 손가락을 제거하기 위한 열기 연산은 9x9 구

조요소를 사용해 2회 반복되었고 차영상에 생기는 잡음

은 3x3 구조요소를 사용해 열기 연산으로 제거되었다. 

3.3. 유효 손 영역 검출

유효 손 영역은 원래 손 영역에서 손가락 인식에 불

필요한 손목이 제거된 영역이다. 그래서 그림 4(a)에 보

여준 분명한 손바닥과 손가락 영역을 가지고 이들을 포

함하는 후보 손 영역()을 convex hull 알고리즘[10]

을 이용해 그림 4(b)처럼 설정한다. convex hull 알고리

즘은 주어진 점들 중 일부 점들만을 이용해 전체 점들

을 포함하는 영역을 형성하는 알고리즘이다. 유효 손 

영역은 원래 손 영역과 후보 손 영역이 겹치는 영역으

로 식 (2)와 같이 원 영상과 후보 손 영역 영상의 AND 

연산으로 얻을 수 있다. 그림 4(c)는 검출된 유효 손 영

역 영상이다.

  ∩                            (2)

같은 원리로 원래 손 영역에서 유효 손 영역을 제거하

면 손목 영역을 얻을 수 있다. 손목 영역의 무게 중심은 

추후 정의되는 거리 그래프 생성을 위한 정렬 기준(시

작점)이 될 것이다. 

(a)
 

(b)
 

(c)

Fig. 4 Detection of a valid hand region (a)    

(b)   (c) 

Ⅳ. 거리 그래프를 이용한 손가락 검출

본 논문에서 손가락 검출을 위해 유효 손 영역의 윤

곽선을 거리 그래프로 변환하고 거리 그래프에서 손가

락 위치를 검출한다.

4.1. 거리 그래프

거리 그래프는 그림 5와 같이 손바닥 중심(PC)과 검

출된 유효 손 영역의 윤곽선(Hc) 위 점사이의 거리를 각

의 변수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 손바닥 중심과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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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상의 점(p)의 좌표는 각각 (, )와 (, 

)로 표현된다. 먼저 윤곽선 상의 점(p)에서 손바

닥 중심 사이의 각()와 거리()를 식 (3)과 (4)에 의해 

계산된다. 

   
′ ′  tan

    (3)

                         (4)

여기서 와 는 각각 와 

이다. 윤곽선을 따라 계산된 각과 거리를 

각에 따른 거리 함수로 변환하고 손목 중심을 기준 각 

(0o)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정렬하여 그림 6과 같은 거리 

그래프를 생성한다. 새끼손가락부터 손가락들은 

그래프에 극대를 발생시킨다. 여기서 는 0o~359o를 갖

고 같은 각이 다수 존재할 때 마지막에 계산된 거리를 

선택한다. 거리 그래프는 각이 360으로 정규화되고 손

목 중심으로 정렬되어 손의 크기와 방향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Fig. 5 Angles and a distance for distance graph

Fig. 6 Distance graph

4.2. 손가락 검출 

거리 그래프에서 손가락 검출은 거리 그래프의 변화

를 표현하는 거리 변화 함수()를 이용해 수행된다. 

거리 변화 함수 계산에 앞서 식 (5)와 같은 평균 필터를 

이용해 잡음의 영향을 없앤다. 여기서 은 2이고, 손가

락 경계가 매끄럽지 못해 필터링을 2회 수행하고 있다.  




       (5)

그리고 거리 변화 함수는 잡음이 제거된 함수 를 

이용해 식 (6)에 의해 계산된다.  

                         (6)

손가락 끝에서 거리 그래프가 증가하다 감소하므로 

는 그림 7처럼 제로크로싱(zero crossing)이 발생한

다. 따라서 제로크로싱은 손가락의 위치임을 의미한다. 

미세한 제로크로싱은 거리 값에 의해 제거된다.

Fig. 7 Detection of fingers

제로크로싱의 수와 위치를 확인하면 손가락의 수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에 의미를 부여하면 IT 시

스템과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Ⅴ. 실험 결과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를 위해 손 크기와 손 

방향에 따른 영향을 기술하고 다수의 다양한 손가락 행

태들에서 손가락을 검출하고 그 개수를 인식한다.   

표 1은 키넥트와 손 사이의 거리에 따른 손 크기가 변

하는 모습과 그들의 거리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표

에서 거리 1.0은 손가락 인식에 적정 거리이고 거리가 1

보다 작으면 손 영상이 커 불필요하게 많은 계산이 요

구된다. 거리 2.0에서는 손 크기가 너무 작아 손가락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아 손가락 인식이 불가능하다. 손가

락 형태가 유지되는 한 거리 그래프의 각이 360o로 정규

화 되어 손 영상 크기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표 2는 손이 상하좌우 방향으로 향했을 때의 손 영상

과 거리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손 방향이 다르지만 

거리 그래프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거리 그래프가 손

목 기준으로 정렬되어 손 방향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

는다. 단 손목이 꺾이는 경우와 손가락 펼침폭이 다른 

경우 거리 그래프의 손가락 위치가 다소 이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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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손가락의 개수를 인식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

해 손가락 개수에 따른 손 영상, 거리 그래프, 거리 변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거리 변화 그래프에서 손가락 

위치에서 제로크로싱이 발생하고 있어 손가락 개수 인

식을 가능하게 한다.

Table. 1 Effects on hand sizes  

distance 0.8 1.0

image

distance graph

distance 1.5 2.0

image

distance graph

Table. 2 Effects on hand orientations

orientation UP DOWN

image

distance graph

orientation RIGHT LEFT

image

distance graph

손 형태들에 대한 인식 실험에 앞서 왜곡된 손 영상

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자에게 손의 위치, 

팬, 틸트를 각각 거리 1.5 이내, ±70o, ±45o로 제한하였

고 손가락 형태는 편안하게 펼쳐진 자세를 요구하였다. 

표 4는 10명의 실험자에게 각 손가락 개수의 서로 다른 

5가지 표현을 통해 전체 50회의 인식 실험에서 인식율

을  보여주고 있다. 손가락 수가 1~3의 경우 실패하는 

경우가 없으나 4와 5에서는 1회씩 실패하였고 표 5에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 경우는 튀어 나온 옷소매의 깊

이가 다르게 표현되어 손목이 가늘어져 이를 손가락으

로 인식해 발생하였고, 두 번째 경우는 엄지손가락이 

접혀 낮은 극대로 표현되어 잡음으로 판단되어 실패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들은 손가락 표현 시 조금만 주의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Table. 3 Recognition test for finger counting

# 0 1 2

example 1

example 2

# 3 4 5

example 1

example 2

Table. 4 Recognition rate for finger counting(%)  

# 1 2 3 4 5

recognition rate 100 100 100 98 98

Table. 5 Examples of recognition failure

real > recognition 4 > 5 5 > 4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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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손가락 인식은 손의 크기가 달라지거나 손 자세가 변

화되거나 손목이 유동적으로 포함되거나 하면 인식률

에 영향을 크게 준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깊

이 영상을 사용하여 조명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손목이 제거된 유효 손 영역을 지정하여 손목의 영향을 

없앴고, 손 형태를 거리 그래프로 표현하여 손의 크기

나 방향에 대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양한 손 형태들에 따른 실험을 통해 제안된 알고

리즘이 적정 거리의 1.5배 이내에서 손 크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손 펼침에 따라 손가락 위치가 다소 차이

가 있지만 손 방향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주어진 실험 조건에서 손가락 개수 

인식 실험은 1~3 개의 손가락은 100% 인식, 4~5 개 손

가락은 98% 인식을 보여주었고, 또한 실패한 인식도 

추가 가능한 단순한 조건에 의해 완벽한 인식이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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