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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RGBD(Red Green Blue Depth)센서를 이용하여 얻은 영상의 깊이 정보와 손 이미지의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하

여 손의 중심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영상의 깊이 정보와 피부색 정보를 이용하여 손 영역을 검출한다. 검출된 손의 기하

학적 정보로 손에 대한 볼록 외피(convex hull)를 형성한다.  볼록 외피의 정점들(vertices)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손의 중심

을 찾는다. 손의 중심은 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손가락 개수를 구하는 것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응용은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HCI, Human Computer Interface)을 이용한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다.

키워드: 볼록 외피(convex hull), 손 검출(hand detection), 손의 중심(center of hand), 피부색(skin colour)

I. 서론

최근 들어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로부터 획

득한 영상의 정보를 분석하여 HCI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

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람의 손 지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HCI는 사람의 손의 위치나 손가락 개수를 인식하여 기

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카메라로 획득한 영상에서 사람의 손을 검

출하고 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손가락 개수를 검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RGBD센서로부터 획득한 영상에서 손을 검출하

고 검출된 손 영역의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무게 중심을 찾는 

방법을 제안한다.
손 검출에는 RGBD센서로부터 얻은 깊이 정보와 피부색 정보

를 이용한다. 그리고 검출된 손 영역의 볼록 외피를 구하고 볼록 

외피의 정점들의 위치를 이용하여 손의 중심을 찾는다.
손의 중심은 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손가락 개수를 알아내는

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인식하여 동작하는 HCI에 

기반 정보가 된다.

II. 관련 연구

먼저 비전을 이용하여 손을 검출하는 방법으로는 피부색을 이

용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이 된다. 하지만 피부색 정보만으로 손을 

검출할 시에는 조명 환경이나 배경색에 따라 정확도가 많이 차이

가 나게 된다. 그래서 피부색 정보로 손을 검출한 후 이를 신경망

을 이용하여 필터링을 하는 방법과[1] RGB색 공간 외에 다른 색 

공간에서의 색 정보를 이용하여 필터링 하는 방법이[2] 많이 연구

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검출된 손 영역에서 손의 중심을 찾는 방법으로는 손 

영역의 픽셀 위치 정보를 이용한 방법과[3] 픽셀의 모멘트를 이용

한 방법[1]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손 검출을 위하여 피부색 정보와 영상의 깊이 정

보를 이용한다. 그리고 손의 중심을 찾기 위하여 손 영역의 볼록 

외피의 정점들을 이용한다.
 

III. 본론

1. 영상에서 손 검출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서 손을 검출하기 위하여 피부색 정보를 

이용하여 피부 영역을 찾는다. 검출된 피부 영역을 RGBD센서의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필터링을 하면 손 영역이 검출된다. 이 때, 
HCI의 특성상 손으로 무언가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손이 다른 신체

보다 카메라를 향해 앞으로 뻗어져있다는 가정 하에 검출을 한다.
피부색은 RGB, HSV 색 공간에서 식 (1)~(3)을 모두 만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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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된다[2]. 

(R > 95) AND (G > 40) AND 
(B > 20) AND

(max{R,G,B} - min{R,G,B} > 15) AND
(|R - G| > 15) AND 

(R > G) AND (R > B)

(1)

(R > 220) AND (G > 210) AND 
(B > 170) AND

(|R - G| ≤ 15) AND 
(R > B) AND (G > B)

(2)

H < 25
H > 230

(3)

식 (1)~(3)에 의해 검출된 피부 영역으로는 얼굴, 목, 손, 팔 등

이 있다. 여기서 영상의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검출된 영역 중 가

장 깊이 값이 작은 영역에 손이 있다고 보고 가장 작은 깊이 값에 

손두께만큼의 깊이 범위를 주어 해당 범위를 손으로 검출한다. 손
을 뻗고 있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방법으로 손을 검출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손 검출 결과

Fig. 1. The Result of Hand Detection

2. 검출된 손의 볼록 외피 구하기

손의 특징 점을 추출하기 위하여 손 이미지를 기하학적 데이터

로 보고 기하학적 데이터의 볼록 외피를 구해 볼록 외피의 정점들

을 구한다.
먼저 볼록 외피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Randomized Incremental 

Algorithm과[4] Sweep Algorithm[5]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될 때마다 이미 입력된 데

이터들로부터 구한 볼록 외피를 갱신하는 방법인 Incremental 
Algorithm을[6] 이용하여 볼록 외피의 정점들을 구한다.

검출된 손에서 canny-edge를 이용하여 손의 윤곽선을 찾고 윤

곽선에 해당하는 픽셀의 좌표 값을 손의 윤곽석의 기하학적 데이

터로 취급한다. 이 데이터들로부터 볼록 외피의 정점들을 구한 결

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손 윤곽선 데이터를 이용한 볼록 외피의 정점들

Fig. 2. Vertices of Convex Hull using The Data of Contour of 

Hand

볼록 외피의 정점들은 손가락의 끝 부분에서 윤곽선을 따라 여

러 개가 검출되어 진다는 것을 그림 2에서 알 수 있다. 손가락 끝 

마다 한 개의 특징점만 추출하기 위해서 정점들의 거리 정보를 이

용해 밀집된 정점들 중 하나의 정점만 남도록 필터링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검출된다.

그림 3. 단순화된 볼록 외피 정점

Fig. 3. Simplified Vertices of Convex Hull

3. 손의 중심 구하기

일반적으로 다각형의 중심을 찾을 때에는 식 (4)를 이용하여 다

각형의 면적을 구하고 식 (5)와 (6)으로 중심의 좌표와 좌표를 

각각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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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볼록 외피의 정점들의 평균 위치를 손의 중심으

로 한다. 검출된 손의 중심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손의 중심 검출 결과

Fig. 4. The Result of Detecting The Center of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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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피부색 정보와 깊이 정보로 손을 검출할 때, 조명이나 카메라로

부터 손의 위치에 따라 검출률이 달라진다. 조명이 너무 밝거나 어

두우면 영상의 픽셀 값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피부색을 이용한 피부 검출이 어려워진다. 또한 카메라가 인식할 

수 있는 거리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만 영상의 깊이 정보를 정확하

게 얻을 수 있는 제한이 있다. 하지만 깊이 정보를 추가적으로 사용

하였기 때문에 배경색과는 무관하게 검출이 잘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5와 같이 손가락 개수에 상관없이 중심이 잘 찾아지

는 것을 확인하였다.

(a) 손가락 두 개일 때   (b) 손가락 네 개일 때

그림 12. 손가락 개수에 따른 손의 중심 검출 결과

Fig. 5. The Result of Detecting The Center of Hand in 

Various Number of Finger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손 이미지의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중심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영상에서 피부색과 깊이 정보를 이용

하여 손을 검출한 후, 손 윤곽의 픽셀 좌표 값을 기하학적 데이터

로 변환하여 볼록 외피를 구하였다. 볼록 외피의 정점들로부터 손

의 중심을 검출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손가락 개수를 달리 하였을

때도 잘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검출된 손의 중심은 사람의 손동작에 반응하는 HCI를 개발하

는데 필요한 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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