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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극한 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큰 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OpenCV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한 손동작 인식 시스템을 제안한다. 장애인을 비롯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간단한 동작만으로 집 안의 모듈을 제어할 수 있도

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OpenCV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카메라 촬영을 통해 손동작을 인식하여 물체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설

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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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본 논문에서는 지체 장애인을 비롯하여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간단한 동작만으로 집 안의 모듈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인 OpenCV 

기반 손동작 인식 시스템을 제안한다. OpenCV를 기반으로 하여 

손동작을 카메라로 촬영해 동작에 해당하는 제어를 수행하는 연구들이 

있었다[1]. 또한, 제이콥스 공대 연구팀이 개발한 수화 번역용 ‘언어장

갑’이 있다[2]. 착용형 센서를 사용한 경우 손 인식률이 비교적 높다[3].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과 장치를 항상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은 손가락 개수로 동작을 구분하며, 손동작을 통해 현관문과 

전등을 제어할 수 있고, 위험상황을 대비한 전화 걸기 기능을 설계한다.

II. Design of the System

1. Hand Recognition

Fig. 1은 웹캠으로 촬영한 화면을 통해 손가락 개수를 인식하고 

경계 테두리를 출력한 화면이다. 

웹캠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변환한 후 가우시안 블러링

을 적용하여 중심 픽셀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이미지를 흐리게 

처리하였다. 이후 threshold값을 20으로 하는 이진화 과정을 거치고 

contour를 경계 사각형(Bounding Rectangle)과 볼록 껍질(Convex 

Hull)을 나타내어 손가락 끝을 특정해내는 방식으로 손을 인식한다.

Fig. 1. Hand Gesture Recognition

2. System Architecture

Fig.2은 손동작 인식 시스템의 구성도이다. 하드웨어는 라즈베리 

파이 3를 기반으로 하여 전등 제어를 나타내기 위한 LED와 현관문 

제어를 나타내기 위한 서보모터, 동작을 촬영하기 위한 웹캠으로 

구성된다. 또한, 블루투스 통신을 수행하고 전화 걸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7권 제1호 (2019. 1)

260

Fig. 2. System Architecture

3. Sequence Diagram

Fig.3는 OpenCV 기반 손동작 인식 시스템 흐름도이다.

Fig. 3. Sequence Diagram

시스템은 앱 인벤터를 사용하여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

트폰과 라즈베리파이를 블루투스 통신으로 연결한 후 진행된다. 라즈

베리파이에서 스마트폰으로 연결 요청을 전송한 후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라즈베리파이와 연결을 수락할 경우 웹캠이 

작동한다. 웹캠으로 촬영된 화면을 통해 인식된 손동작은 손가락 

개수에 따라 구분되며 손가락 개수가 인식될 경우 해당 동작을 수행한

다. 예를들어, 손가락 5개일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전화 걸기가 

진행된다. 제어가 완료되면 다시 손가락을 인식하는 동작을 반복 

수행한다.

III. Experiments

실험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있고, 사전에 

라즈베리파이와 스마트폰에 각각의 디바이스를 등록해놓았다는 가정 

하에 진행하였다. 어플리케이션은 블루투스 통신을 위한 버튼을 가지

며, 전화 걸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번호를 지정해놓았다. 

블루투스 통신이 연결된 상태에서 라즈베리파이에서 손가락 5개를 

인식하여 전화 걸기를 수행해야한다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스마트폰에

서 해당 메시지를 수신하면 자동으로 사전에 지정된 번호로 전화 

연결이 된다.

IV.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OpenCV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하여 웹캠으로 

촬영된 화면을 통해 손을 인식하고 손가락 개수에 따라 라즈베리파이

에 연결된 모듈을 동작시키거나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스마트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몸이 

불편하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간단한 동작만으

로 다양한 제어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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