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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깊이 카메라를 이용한 사용자의 손 모양, 특히 수화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손 모양 인식은 손가락 

검출과 손 인식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손가락 검출을 위해 본 시스템에서는 Distance Transform을 이용하여 손의 

뼈대를 검출 하고, Convex Hull을 통해 손가락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뼈대 검출은 보다 정확한 손가락을 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 손 인식에는 손 중심과 손가락의 길이, 손의 축, 손가락의 축, 팔 중심의 위치 등을 이용하여 Decision Tree를 

생성하고, 반복적 검사를 통해 인식의 오류율을 줄였다. 실험결과에서는 수화 인식이 성공적으로 잘 인식 되었다는 것을 보인다.

키워드: 수화(Sign Language), 손 모양 인식(Hand Posture Recognition), 깊이 카메라(Depth Camera)

I. 서 론

최근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
히 음성 장애인을 위한 수화 인식 시스템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스마티 TV 시장 및 스마트 기기에도 응용이 가능하여 많은 기업

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은 Flutter를 인수했

으며, 인텔은 Omake Interactive를 인수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라임셈스와 함께 Kinect를 개발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정적 수화 인식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

되었다. Neural Network을 이용한 손모양 을 직접 학습시켜 인식

하는 방법[1], 손바닥 영역을 제거하여 손가락 후보군을 추출시켜 

인식하는 방법[2], 손의 특징을 추출해 Support Vector Machines 
등을 이용하여 학습시키는 방법[3], 손의 테두리를 펼쳐 손가락을 

인식하는 방법[4] 등의 방법이 제안되었다. Neural Network의 경

우 손이 고정되어 움직인다는 전제하에 인식이 가능하므로, 사용

자가 사용하기에 너무 많은 제약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런 방식의 경우 입력 개수의 한계가 있어, 문자 입력에는 적합하

지 않다. 손바닥 영역 제거의 경우, 회전에는 자유로우나, 손가락

이 붙어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해 내는 것이 난해하다. 손의 테두리

를 펼쳐 손가락을 인식하는 방법은, 손을 인식하는데 좋은 알고리

즘이나, 이 역시 회전에 강건하여 인식할 수 있는 패턴의 수가 한

정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 값을 이용하여 손을 검출한다. 그 후 손끝

을 정확히 분리하고 이를 인식하기 위해 손가락의 길이, 각도, 손
의 각도 등을 이용하여 수화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단일 적

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손의 영역일 정확히 추출하고, 세선화를 통

해 손가락 영역 및 특징들을 추출하였으며, Decision Tree를 이용

하여 미리 사전에 입력된 정보와 매칭, 문자에 대해 인식하였다. 
현재 사용된 총 패턴의 수는 30여개 정도로 기존에 제시한 논문들

보다 월등히 많은 패턴을 인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손 검출과 특징 추출, 마지막으로 인식으로 구분

되어 동작한다.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제어 흐름

도를 나타낸다.

그림 1 수화 인식 시스템 전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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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 론

1. 손 영역 검출

깊이 영상은 일반적으로 노이즈가 많으며, 또한 이에 결과가 민

감하게 나오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Smoothing 연산을 수행한

다. 그중 Gaussian Kernel은 Smoothing 기법 중 노이즈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Gaussian Smoothing을 통해 노이

즈를 제거하고, 이진화 기법을 통해 객체를 분리한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손은 항상 카메라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가정에

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진화 영상을 위해 임계값(T)을 계산하기 

위해 Integral(G) 이미지를 생성한다. Integral 이미지를 통해 일

정 영역 크기(ω)에서 그 평균 깊이 값이 최소가 되는 값을 찾으면, 
이를 이용해 손바닥 영역을 쉽게 검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식 

(1)은 ω크기의 윈도우에 해당하는 깊이 값의 평균(S)을 구한다. ω
값으로는 20이 사용되었다.

 

      
      

           (1)

수식 (1)을 이용해 임계값(T)는 최소 값을 가지는 S에 α를 더한 

값을 말한다. 본 시스템에서 α는 50을 사용하였다.
손의 후보군을 찾았으면, 정확한 손 영역을 찾기 위해 팔 영역

을 제거한다. 팔 영역을 제거하기 위해 Distance Transform을 사

용한다. Distance Transform을 사용하면 손바닥의 중심과 그 길

이가 나오게 된다. 이러한 부분과 팔 영역은 항상 손보다 뒤에 있

다는 가정을 이용, 영역들 중 T+40~T+50에 있는 영역들의 평균

을 이용하여 팔의 중심을 찾고, 팔 중심과 손의 중심까지의 길이를 

이용, 팔을 제거한다. 그림 2(a)는 팔 중심과 손 중심, 손바닥의 크

기와 팔 중심과 손 중심을 이용한 영역의 길이 및 그 위치를 나타

내며, 그림 2(b)는 이를 제거하여 손바닥 검출에 성공한 결과를 나

타낸다.

(a)                           (b)

그림 2 손 영역 검출 방법

 

2. 손가락 및 특징 검출

손가락 검출에 사용되는 방법은 2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방

법으로는 그림 3에서 ‘ㅏ’와 ‘ㅑ’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

분에 대해 검출하기 위해 세선화를 이용하여 검출한다. 두 번째 방

법으로는 그림 3에서 ‘ㅓ’와 ‘ㅕ’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를 인식

하기 위해 깊이 값을 이용하여 인식하게 된다.

그림 3 손가락 인식이 2가지인 이유

2.1 세선화 기반 손가락 특징 검출

손가락을 구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손의 뼈대를 검출 한

다. 손의 뼈대를 검출하는 것은 기존의 손의 Contour방식에 비해 

보다 정확한 손끝을 검출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손가락을 보다 쉽

게 검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손의 뼈대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손 영역을 Distance Transform을 이용하여 그림 4와 같이 

이미지를 변환 한다.

그림 4 Distance Transform 적용 결과

Distance Transform(D(x,y))을 적용 후 이를 이용하여 세선화

(Q(x,y)를 적용한다. 세선화 알고리즘은 수식 (2)~(4)로 표현된다.

   i f ≧  
 

           (2)

   i f ≦  
 

                       (3)

  i f   ∩    
 

  (4)

수식 (2)에서 L은 손바닥의 반지름 길이를 말한다. L에 비해 일

정 이하에 있는 것들은 노이즈에 해당되므로 세선화 대상에 포함

하지 않는다. 수식 (3)에서 c는 8방향을 기준으로 자신의 깊이 값

보다 큰 값을 갖는 픽셀들의 개수를 말한다. c값이 3이상이면 세

선화 대상이 아니므로 무시하게 된다. 수식 (4)에서는 이 두 조건

을 충족하면 세선화 픽셀로 인식하게 된다. 그림 5는 세선화 된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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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세선화와 손바닥 크기 영역

세선화 영상을 구했다면 최종적으로 이를 이용하여 손 끝을 검

출한다. 손끝 검출로는 Convex Hull을 사용하였다. 단, 세선화된 

영상을 개도 이용하면 노이즈가 발생하여 손끝을 제대로 추출 할 

수 없으므로, 손바닥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하여 적용하였다. 그림 

6(a)은 Convex Hull 적용 결과를 나타내며 그림 6(b)은 손끝 특

징 추출 결과를 나타낸다.

(a)                           (b)

그림 6 Convex Hull 적용 결과 및 손끝 특징 추출 결과

 

2.2 깊이 값을 이용한 손가락 특징 검출

세선화 기반 손가락 검출에 실패하였다면, Depth이미지에서 최

소값(카메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을 이용한 손가락 검출을 시

도한다. 최소값을 이용한 손가락 검출은 우선, Depth이미지에서 

최소가 되는 깊이 값을 구한다. 손가락을 추출하기 위한 임계값은 

최소가 되는 깊이 값에 55를 더하여 계산한다. 55라는 수치는 경

험에 의해 나온 수치이다. 그리고 이를 이진화 하고, Labeling을 

통해 손가락 후보 영역을 검출한다. 이 영역이 손바닥 영역의 1/2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손가락이 아니라고 판단, 무시하게 

된다. 그림 7은 이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7 깊이 값을 이용한 손가락 특징 검출 결과

3. 손 모양 인식

손 모양 인식은 기본적으로 Decision Tree에 의존하여 인식하

게 된다. 사전에 정의한 손가락 끝들의 검출 개수, 손의 중심으로

부터 손가락 끝들의 방향, 길이 등을 이용하여 Decision Tree를 

생성하고 새롭게 입력된 데이터들은 이 Tree를 이용하여 인식하

게 된다. 세선화 기반 손가락 검출의 경우 손 중심, 손바닥 크기, 
팔과 손바닥의 축, 손가락 길이, 손가락의 축으로 구성된다. 최소

값을 이용한 손가락 검출의 경우 손끝 개수와 영역의 넓이, 영역의 

상하 비율을 이용하게 된다. 특징 개수도 비교적 많지 않고, 명확

히 구분되기 때문에 Decision Tree를 사용하였으며, 인식 해본 봐 

각도의 쏠림은 있었지만, 모든 문자에 대해인식률이 98%이상의 

좋은 결과를 보였다

4. 실험결과

개발환경은 운영체제 Window7 OS 기반, 개발 툴 Visual 
Studio 2010, MFC 환경에서 개발되었고, 하드웨어의 구성은 

SoftKinetic의 DS325 적외선 조명 카메라, HDMI 인터페이스 디

스플레이, 데스크탑 PC Intel i7-2600k CPU, 3.48GB에서 개발되

었다. S/W 사양은 카메라로 부터 최소거리는 11cm부터 최대거리 

30cm까지 가능하고, 최적거리는 20cm±5cm 거리에서 제스처 인

식 성능이 가장 높았다. 
실험은 손 모양 인식이 회전에 민감하기 때문에 회전에 대하여 

실험하였다. 민감한 이유는 회전함에 따라 전혀 다른 인식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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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쳐 -10° -5° 0° 5° 10°

ㄱ 100% 100% 100% 0% 0%

ㄴ 100% 100% 100% 0% 0%

ㄷ 0% 100% 100% 100% 0%

ㄹ 0% 100% 100% 0% 0%

ㅁ 100% 100% 100% 0% 0%

ㅂ 100% 100% 100% 100% 100%

ㅅ 0% 100% 100% 100% 0%

ㅇ 50% 100% 100% 50% 0%

ㅈ 100% 100% 100% 100% 100%

ㅊ 100% 100% 100% 100% 0%

ㅋ 100% 100% 100% 100% 100%

ㅌ 0% 100% 100% 100% 100%

ㅍ 100% 100% 100% 100% 100%

ㅎ 0% 100% 100% 100% 100%

ㅏ 100% 100% 100% 0% 0%

ㅑ 100% 100% 100% 0% 0%

ㅓ 100% 100% 100% 100% 100%

ㅕ 100% 100% 100% 100% 100%

ㅗ 0% 0% 100% 100% 100%

ㅛ 0% 0% 100% 100% 100%

ㅜ 0% 0% 100% 100% 100%

ㅠ 0% 0% 100% 100% 100%

ㅡ 0% 100% 100% 100% 100%

ㅣ 100% 100% 100% 100% 100%

ㅐ 100% 100% 100% 100% 100%

ㅒ 0% 100% 100% 100% 100%

ㅔ 100% 100% 100% 100% 100%

ㅖ 100% 100% 100% 100% 100%

표 1. 각도에 따른 제스처 인식 결과 II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손 모양 인식을 위해 기존의 연구들의 개선된 알

고리즘을 제안하였고, 실험을 위해 수화 인식 시스템을 구현하였

다. 또한 실험 결과를 통해 어느 정도 각도에는 영향이 있지만 인

식률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연구로 손 모양뿐만 

아니라 동작을 통해 좀 더 수월한 입력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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