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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 변화에 강인한 기하학적 특징 기반의 손가락 인식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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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ust Finger Shape Recognition to Shape Angle by using Geometrical Features

Ha-eun Ahn · Jisang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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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키넥트(Kinect)를 통해 획득한 깊이 영상에서 손가락의 모양을 인식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안한다. 
각도 변화에 강인하게 하기 위하여 입력 손 영상의 회전 보상 각도를 계산한 뒤 강체(rigid) 변환을 통하여 손 영상을 

회전 변환시킨다. 회전 보상 각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손 영상의 경계선을 추출한 뒤 경계선을 이루는 화소들의 좌표

의 변화를 관찰한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손가락 모양을 인식하기 위하여 손 영역에서 최 상단, 최 우측, 최 좌측 화

소 좌표를 획득한 뒤, 손가락의 기하학적 특징에 착안하여 좌표들 사이의 거리 변화와 좌표들 사이의 각도변화 그리

고 손 영역의 화소 면적을 이용하게 된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의 기법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하

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a new scheme to recognize a finger shape in the depth image captured by Kinect is proposed. Rigid 
transformation of an input finger shape is pre-processed for its robustness against the shape angle of input fingers. 
After extracting contour map from hand region, observing the change of contour pixel location is performed to 
calculate rotational compensation angle. For the finger shape recognition, we first acquire three pixel points, the most 
left, right, and top located pixel points. In the proposed algorithm, we first acquire three pixel points, the most left, 
right, and top located pixel points for the finger shape recognition, also we use geometrical features of human fingers 
such as Euclidean distance, the angle of the finger and the pixel area of hand region between each pixel points to 
recognize the finger shape. Through experimental results, we show that the proposed algorithm performs better than 
old schemes. 

키워드 :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손가락 모양 인식, 손 끝점 탐색,  상호 작용. 

Key word : HCI, Finger Shape Recognition, Fingertip Detection,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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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고전적 입력 장치인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

람의 신체적 동작으로 대체하는 기술인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동작 인식 기술은 사람과 컴퓨터간의 상

호작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의 손은 사

용자의 직관적인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입력장치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입력 

장치로 주목 받아 왔다. 현재 사람의 손동작 인식 기술

은 HCI 시스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기

술은 손동작 인식에 관해 발전되어 왔고 그 중에서 특

히 손가락 모양을 인식하는 기법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기존 방법 중에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이용하는 방법[1], 템플릿 매칭(template 
matching)을 이용하는 방법[2], 손가락의 중심으로부터 

원을 그려 손가락의 개수를 탐지하는 방법[3] 그리고 손

가락 끝 선을 탐지하여 손가락의 개수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4-7] 등이 연구되어왔다.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손가락 모델을 인식하는 방법은 손가락 모델을 인식하

는 과정에서 연산량이 많고 비슷한 손가락 모양에 대해

서는 저조한 인식률을 보인다는 문제점이 있다. 템플릿 

매칭을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인식하고자 하는 손가락 

모델의 이진 템플릿 영상을 합성 한 뒤 입력 손 영상과

의 비교를 통하여 손가락 모델을 인식한다. 이러한 기

법은 각도 변화에 민감하여 입력 손 영상의 각도가 회

전되었을 때 저조한 인식률을 보인다. 손가락의 중심으

로부터 원을 그려 손가락의 개수를 탐지하는 방법과 손

가락의 끝 선을 탐지하는 방법도 매 입력 영상마다 탐

색 반경을 새로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연산량이 많다. 
또한 탐색 반경을 획득 할 때 손가락의 절대적인 길이

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특정 손가락 모델에 대하여 저조

한 인식률을 보이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연구 외에

도 손가락의 윤곽선을 이용하는 방법[8], 손가락의 전체

적인 형태를 이용하는 방법[9,10]과 은닉 마르코프 모

델(hidden Markov model)을 이용하는 방법[11] 등이 연

구되어 왔다.
기존의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하는 방법[12]에서는 

입력 손 영상의 각도 변화에 민감하여 높은 인식률을 

위해서 정확한 입력 각도가 요구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입력 손 영상이 회전되었

다고 가정 한 뒤 회전 보상 각도를 계산하고 강체(rigid) 
변환을 통하여 각도 보상을 먼저 수행한다. 회전 보상 

각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손 영상의 경계선을 추출한 뒤 

경계선을 이루는 화소 좌표의 기울기 변화를 관찰한다. 
계산된 회전 각도를 바탕으로 강체 변환을 수행한 뒤 

지정된 손가락 모델로 분류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기법보다 성능이 우

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입력 깊이 영상에서 손에 해당

하는 영역을 획득하는 방법과 입력 손 영상에 대한 회

전 각도 보상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 3장에서는 기하

학적 특징을 이용한 손가락 인식 기법에 대하여 기술한

다.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기존 기법들과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 차이를 확인하고 5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Ⅱ. 손가락 인식을 위한 전처리 과정

2.1. 손 영역 획득 방법

키넥트(Kinect)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센서로

부터 물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를 

깊이 영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개발 도구인 키넥트 SDK에서는 사람의 신

체를 추상화하여 골격의 형태로 표현하는 기능을 제

공한다. 

 

(a)                  (b)

그림 1. 키넥트로부터 획득한 깊이 영상; (a) 깊이 영상 (b) 손 영

역(노란 원에 해당되는 영역)
Fig. 1 Depth Image from Kinect; (a) Depth map (b) Hand 
region
           

획득한 골격 정보에는 사람의 손에 해당되는 화소 좌

표 위치가 포함되며, 해당 화소의 좌표 위치는 손바닥

의 중앙 부분에 위치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깊이 영

상에서 사람의 손에 해당되는 영역을 획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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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는 키넥트로부터 획득한 깊이 영상과 깊이 영상

에서 손에 해당하는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깊이 영상에서 손 영역만을 분리해 내기 위하여 손에 

해당되는 화소 좌표를 군집화의 시작점으로 설정한다. 
중심 화소를 기준으로 여덟 방향 탐색을 진행하면서 군

집화를 진행한다. 이때 손 영역과 배경 영역의 경계지

점에서는 깊이 영상의 화소 값의 기울기가 급격히 변하

게 되고 이 지점에서 탐색을 멈춤으로써 손에 해당하는 

영역을 배경영역에서 분리해 낼 수 있다. 이때 사람의 

팔에 해당하는 영역은 손 영역과의 깊이 영상 화소 값

의 기울기 변화가 급격하지 않아 팔에 해당하는 영역까

지 계속 군집화를 진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집화의 시작 화소 좌표의 수평

축을 탐색 경계로 할당한다. 그림 2(a)는 군집화의 시작

점과 군집화 탐색경계, 그림 2(b)는 추출된 손 영상의 

이진화 영상을 보여준다.

(a)
 

(b)

그림 2. 군집화 예시; (a) 군집화 전 영상(파란 직선은 군집화 

탐색경계, 빨간색 원은 군집화 시작 위치) (b) 군집화 완료된 

손 영상

Fig. 2 An example of clustering; (a) Hand region before 
clustering (Blue line presents the boundary of a searching 
range, and red circle shows the starting point for 
clustering) (b) Clustered hand region

2.2. 각도 변환 방법

그림 3은 본 논문에서 인식하고자 하는 다섯 가지 손가

락 모델과 그에 따른 깊이 손 영상의 이진화 영상을 나

타낸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손가락의 기하학적 특징

을 이용하여 손가락 모델을 인식하기 때문에 손가락 모

델에 따라 손가락의 길이 혹은 모양 변화 등을 관찰하

게 된다. 손 영상의 최 상단, 최 좌측, 최 우측 화소의 좌

표를 획득하여 손 영역의 중심 좌표와 가상의 선분을 

생성하고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를 측정하

거나 각 선분 사이의 각도 차이를 관찰함으로써 손가락 

모델을 인식한다.

그림 3. 다섯 가지 손가락 모델과 깊이 영상에서 추출한 최 상단, 
최 좌측, 최 우측 화소의 좌표

Fig. 3 Five finger models and extracted the most left, right 
and top placed pixels from the depth image

손 모델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는 입력되는 손 영상

의 방향이 그림 3과 같이 카메라와 최대한 수직이어야 

한다. 입력 손 영상의 손가락 방향이 회전된 경우 인식

률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손 영상의 

손가락 방향이 일정 각도 이상으로 틀어지게 되면 영상 

내부의 최 상단, 최 좌측, 최 우측의 위치가 바뀌게 되고, 
바로 인식률 저하로 이어진다.  

그림 4. 회전된 입력 영상의 예

Fig. 4 Examples of rotated input images

그림 4는 손가락 방향이 회전된 경우에 대한 손 영상

과 그에 따른 최 상단(), 최 좌측(), 최 우측() 화

소의 좌표를 나타낸다. 손가락 모델의 인식 성공 여부

는 입력 손 영상의 각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손가

락 모델 인식 과정 전에 입력 영상에 대한 회전 각도 보

상 방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입력 손 영상

이 적절하지 않은 각도(-90°≤φ≤90°)로 입력되었다고 

가정한 뒤 회전 각도 보상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

한다.
그림 4의 5번 모델의 경우에는 손 영상의 회전 각도

가 틀어짐에 따른 기하학적 모양의 변화가 타 모델에 

비하여 비교적 적다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입력 손 

영상의 회전 각도 보상을 하기 전에 입력 손 영상이 5번 

모델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5번 모델의 경우는 손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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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을 감싸는 사각형의 넓이 대비 사각형 내의 유

효 화소(그림 4의 노란색 화소 영역)의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다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이용

하여 손 깊이 영상을 감싸는 사각형의 면적( ) 대비 

유효 화소 면적()를 구함으로써 5번 모델을 먼저 분

류한다. 와 는 각각 식(1)과 식 (2)에 의해 정의

된다. 

   ×   (1)

  
∈∈

  ≤≤  ≤≤   (2)

여기서 는 유효 화소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함수로써 해당 위치에 유효 화소가 있는 경우 1일 아닐 

경우 0의 값을 가진다. 

표 1. 각 모델별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ratio 
of each model

  (%) 1번 2번 3번 4번 5번

평균 49.95 53.43 49.67 51.40 89.59

표준편차 2.93 2.99 3.06 2.11 3.21

그림 5. 모델 별 비율

Fig. 5  ratio of each model

표 1과 그림 5는 다섯 가지의 손가락 모델에 대한 

대비 비를 나타낸다. 5번 손가락 모델은 대

비 비율이 타 모델에 비하여 큰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각도 변화에 따른 대비 비율의 변화가 적기 때문

에 구간 T 내에 적절한 경계 값을 설정함으로써 5번 손

가락 모델을 인식 할 수 있다. 

5번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 모델인 1번부터 4
번까지의 모델은 회전 변화에 따른 모양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인식하기 위해서는 입력 손 영상에 대한 적절한 

각도 보상 과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림 6은 각도 보상

에 대한 기술의 흐름도를 나타낸다. 

그림 6. 각도 보상 기술 흐름도

Fig. 6 Flow chart for angle compensation

손 영상에서 손가락에 해당하는 영역을 판단하기 위

하여 굴곡점(curvature point)들을 검출한다. 검출된 굴

곡점들을 토대로 손 영상이 얼마나 회전 되어있는지를 

각도로 판단한 뒤, 산출된 각도만큼 강체(rigid) 변환을 

수행한다. 손 영상에 대하여 팽창(dilation) 연산을 수행

한 뒤, 해당 영상에서 원본 손 영상에 대한 차 연산을 통

하여 윤곽선을 추출할 수 있다. 추출된 윤곽선은 시작

점과 끝점이 동일한 폐곡선의 형태이며 손가락이라 판

단 할 수 있는 지역적 굴곡점들을 검출하기 위하여 추

출된 윤곽선을 따라 화소 좌표의 수직 좌표와 수평 좌

표에 대한 기울기 변화를 관찰하게 된다.
그림 7은 추출된 윤곽선 영상과 화소 좌표의 기울기 

변화를 관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좌측 최 상단 화소

의 좌표를 시작으로 탐색을 진행하며, 현재 선택된 화

소의 좌표를 기준으로 4방향 인접성(4-adjacency)을 만

족하는 화소에 대하여 화소 좌표의 기울기 변화를 계산

한다. 처음 시작 화소의 위치인 부터 마지막 화소의 

위치 까지 탐색을 진행한다. 윤곽선 영상은 폐곡선

의 형태이므로    을 만족한다. 화소 좌표의 기

울기 변화를 버퍼에 저장한 뒤, 손가락의 지역적 굴곡

점들을 검출 한다. 식(3)을 이용하여 화소 좌표의 기울

기 변화를 계산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8, No. 7 : 1686~1694 July. 2014

1690

(a)

(b)

그림 7. 손 영상의 윤곽선 관찰 방법; (a) 윤곽선 지도 (b) 화소 

좌표의 위치 변화 관찰 방법

Fig. 7 Method for examining hand image pixel location 
changes; (a) Contour map (b) Method for examining pixel 
location changes

 









     




















   ⋯ 

 (3)

여기서 는 k번째 화소의 x축과 y축의 화소의 좌표

를 의미하고 는 위치에서 화소의 좌표 기울기를 

의미한다. 손 영상이 얼마나 회전되어 있는지를 판단하

기 위하여 손 영상에서 손가락에 해당되는 영역을 검출

한다. 손가락에 해당되는 영역을 검출 시 x축의 기울기 

변화와 y축의 기울기 변화를 동시에 관찰하기 위하여 

식 (4)로부터 기울기 변화량의 크기 를 구한다.

   (4)

손 윤곽선 영상에서 화소의 좌표 기울기 에

서 임의의 손가락의 시작 점()으로부터 일정한 구간

까지 값의 변화가 없는 지점을 탐색하고, 이 점

을 중간 점()이라 정의한다. 점 를 변곡 지점으로 

지나면서 일정한 구간까지 값의 변화가 없는 지

점을 탐색하고 이 점을 손가락의 마지막 점()이라 정

의한다. 그림 8은 손 윤곽선 영상의 화소 좌표 기울기 

버퍼에서 손가락에 해당되는 영역을 찾는 과정을 나타

낸다.

(a)
   

(b)

그림 8. 손가락 영역을 찾는 과정; (a) 윤곽선 영상의 손가락 

영역 (b) 손가락 영역 화소의 위치 변화

Fig. 8 Progress for detecting finger region; (a) Finger 
region in contour image (b) Pixel location changes of 
the finger region

손가락에 해당하는 영역을 검출할 때 단순히 화소 좌

표들의 기울기 변화를 관찰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9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

인 예이다. 손의 중심좌표의 수평축 좌표 부근에서 발

견된다. 이 경우 검출된 세 좌표의 분포가 모두 손가락 

영역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손가락 영역으로 잘못 

검출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림 9. 잘못된 손가락 영역 탐지

Fig. 9 False finger region detection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검출된 , ,  

세 좌표의 무게중심 좌표가 손 바닥 영역에 있는 경우

에는 잘못된 탐색으로 판단하고 손가락 영역 탐색을 다

시 진행한다. 검출된 , ,  좌표들을 바탕으로 손 

영상의 회전 각도를 계산하게 된다.
그림 10은 검출된 , ,  좌표들을 보여준다. 입

력된 손 영상이 수직 축을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회

전되어있는지 판단을 한 뒤 과 로 정의되는 가상

의 직선을 정의하여 직선과 수평 축이 이루는 각도를 

계산하여 손가락 영상의 회전 각도로 설정한다.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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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왼쪽으로 회전된 영상 혹은 오른쪽으로 회전된 

영상 그리고 회전 되지 않은 영상, 세 가지 영상으로 구

분 할 수 있다. 회전 되지 않은 영상은 사람이 명확하게 

판단 할 수 있으나, 컴퓨터 영상 처리에서는 그 구분이 

모호하다. 

그림 10. 검출된 손가락 영역

Fig. 10 Detected finger region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입력 되는 손 영상을 수직 축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회전 된 영상과 오른쪽으로 회전 된 

영상, 두 가지 종류의 영상만으로 가정한다. 계산된 회

전 각도를 이용하여 강체(rigid) 변환을 수행한다. 식(5)
는 일반적인 강체 변환을 나타낸다.





′
′



  

cos sinsin cos



















 (5)

여기서 와 는 와 축에 대한 평행 이동량을 의

미한다. 제안하는 방법에서는 입력 손 영상 위치에서의 

회전만을 고려하므로 0으로 설정한다. 와 는 변환 전 

화소 좌표, ′와 ′는 변환 후 화소 좌표이다. 는 회전 

각도를 의미하여 손 영상의 중심을 기준으로 반 시계방

향으로 회전한다.

Ⅲ. 제안하는 손가락 모델 인식 기법

그림 11은 제안하는 기법의 손가락 모델 분류 기술의 

흐름도 이다.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두 단계의 분류 과

정을 통해 손가락 모델을 인식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1, 2번 모델과 3, 4번 모델을 같

은 군으로 묶어 분류 한다. 하위 단계에서는 1번과 2번 

그리고 3번과 4번을 분류한다. 손가락 모델의 분류는 

입력 손 영상의 최 상단 화소 좌표(), 최 좌측 화소 좌

표(), 최 우측 화소 좌표()를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획득한 각각의 세 좌표로부터 손의 중앙 좌

표()의 유클리드 거리 , , 을 계산한다. , 

,  의 분산(
 )값의 비교를 통해 1, 2번 모델 군과 

3, 4번 모델 군을 분리한다. 3번과 4번 모델의 변량 , 

, 값에 대한 분산은 1번과 2번에 모델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경향을 보인다. 

그림 11. 손가락 모델 인식 기술의 흐름도

Fig. 11 Flow chart for finger model recognition

표 2. 각 모델별 
 의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for each 

model


 1번 2번 3번 `4번

평균 986.72 421.23 57.27 34.70

표준편차 270.96 350.00 19.95 24.75

   표2 는 실험을 통해 산출한 각 모델 별 , ,  분

산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2번 모델의 경

우 종종 그림 12와 같은 경우를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 ,  값들이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3번과 4번 

모델 군으로 분류하는 오류를 보인다. 

그림 12. 오류 발생 예시

Fig. 12 Example of False detection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번과 4번의 모델 군

으로 분류된 영상의 , , 의 인접여부를 판단한

다. 두 화소의 유클리드 거리가 10 이내의 경우에는 인

접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경우에 대하여 2번 모델로 인

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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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분류 단계에서는 3, 4번 모델 군을 3번과 4
번으로 1, 2번 모델 군을 1번과 2번 모델로 분류한다. 
  혹은    을 탐색라인으로 설정하여 화소 값

의 기울기 변화를 관찰하여 3번과 4번 모델을 분류한

다. 3번 모델의 경우 모든 손가락에 점 , , 이 

할당되기에 기울기의 변화가 없다. 하지만 4번 모델의 

경우 4개의 손가락 중 3개의 손가락에만 점들이 할당 

되기 때문에 그림 13과 같이 총 4번의 기울기 변화를 

가진다.

그림 13. 3, 4번 모델의   와   기울기 변화

Fig. 13   and   gradient for the   and   
models

1번 모델과 2번 모델을 분류 하기 위하여 세 유클리

드 거리의 합에 대해서 가장 긴 거리의 비율을 관찰한

다. 1번 모델의 경우 세 유클리드 거리 , ,  중 

가장 긴 길이의 값이 나머지 2개 거리의 합보다 큰 모습

을 보이는 반면 2번 모델의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를 보

인다. 유클리드 거리 , ,  간의 길이 차이는 카

메라와 사람 사이의 거리에 의존적이다. 사람이 카메라

에 멀리 떨어질 경우 세 거리의 차이가 매우 적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세 거리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n

제곱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한다. 의 크기가 커 질수록 

유클리드 거리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할 수 있지만 컴퓨

터 연산에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내인 세제곱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였다. 세제곱 유클리드 거리 중 가장 큰 

값을 로 설정한 뒤 대비 의 비율을 통

하여 1번 모델과 2번 모델을 분류 한다. 이때 은 식

(6)을 통해 계산한다.

 


 
  (6)

그림 14는 1번과 2번 모델에 대한 대비 비

율을 나타낸다. 1번 모델의 는 2번 모델의 경우에 

비하여 길이의 합에 대하여 우세한 특징을 지닌다. 두 

모델을 구분하는 구간 내에 경계값을 설정하여 1번 모

델과 2번 모델을 분류 할 수 있다.

그림 14. 1, 2번 모델의 대비 비율 

Fig. 14   to   ratiofor   model

Ⅳ. 실험 방법 및 결과

손가락 모델을 인식하기 위해 새로이 제안된 기법은 

Microsoft 사의 Microsoft Visual Studio C++ 2010과 

OpenCV 2.4.8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구현하고, 
3.40GHz의 CPU 응답 속도에서 동작하는 듀얼코어 프

로세서 컴퓨터를 이용한다. 카메라 입력 장치는 

Microsoft사의 Kinect for Windows를 이용하였으며 

Kinect로 촬영되는 깊이 지도의 시각화를 위하여 

Kinect SDK 1.7 라이브러리를 이용한다. 카메라는 

640x480의 해상도를 제공하며 33fps의 환경에서 실험

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5명의 사

용자로부터 각 손가락 모델에 해당되는 손가락 모양을 

100회씩 입력 받았다. 실험은 키넥트 앞 1m(±10cm) 에
서 진행하였고 입력 손가락 모델들은 회전 각도가 없도

록 입력 받았다. 
 손가락 모델 인식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8명의 사

용자가 다섯 개의 서로 다른 모델에 대하여 100번씩 총 

4,000회의 손 동작을 취하였다. 그림 15는 실험자들의 

입력 손영상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법으로 회전 각

도가 보상된 영상을 보여준다.
표 3은 기존의 기법들과 제안하는 기법의 인식률을 

보여준다. 기존 기법1은 손 영역의 중심으로부터 탐색 

반경을 획득하여 기울기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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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 모델을 인식한다[2]. 기존 기법2는 인식하고자 하

는 손가락 모델들의 참조 템플릿을 생성한 뒤 이진화된 

입력 손 영상에 대한 템플릿 매칭을 이용하여 손가락 

모델들을 인식한다[3].

그림 15. 입력 손영상(좌행)과 회전 각도 보상 영상(우행)
Fig. 15 Input finger images(left column) and after the 
angle compensation (right column)

표 3. 기존 기법들과 제안하는 기법의 인식률 비교

Table. 3 Performance comparison of the proposed 
algorithm with old ones

인식률(%) 기존 기법1[2] 기존 기법2[3] 제안하는 기법

1번 93.3 86.0 97.1

2번 96.7 87.5 95.6

3번 96.7 95.0 95.2

4번 96.7 92.5 94.8

5번 100.0 - 98.4

제안하는 기법에서는 입력 영상의 회전여부를 판단

하여 회전 각도 보상을 수행한 뒤 손가락의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기존의 기법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었다. 기존 기법2와의 비교에서는 모든 모델에서 제안

하는 기법의 성능이 더 우수함을 보였고 1번 모델부터 4
번 모델까지 평균 5.43%의 인식률 증가를 확인하였다. 
기존 기법1과의 비교에서는 평균 -0.46%의 인식률 감

소를 보인다. 하지만 기존 기법1에서는 높은 인식률을 

위하여 손가락의 정확한 입력 각도를 요구하고 입력 각

도가 조금만 변하여도 심각한 인식률 저하의 문제를 지

닌다.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기법1보다 미세하게 저조

한 인식률을 나타내지만 각도변화에 강인한 특성을 지

닌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법보다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

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각도 변화

에 강인한 새로운 손가락 인식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
안하는 기법에서는 먼저 깊이 영상에서 손 영역을 분리

하기 위하여 손의 중심점을 시작으로 군집화를 수행하

고, 각도 변화에 강인한 인식을 위하여 입력 손 영상을 

모두 회전되었다고 가정하여 회전 보상 각도를 계산한 

뒤 강체(rigid) 변환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손가락 

모델을 인식하기 위하여 손 영상의 최 상단, 최 좌 우측 

좌표를 회득한 뒤 손가락 모델마다 변화하는 좌표 간의 

유클리드 거리나 각도 변화 등의 기하학적 특징을 관찰

하였다. 
디지털 영상내의 사람의 손가락의 길이는 사람마다 

상이하고 사람의 손과 카메라와의 거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각 손가락 모델 별 기하학적 특징은 크게 

변하지 않기에 이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인식할 수 있었

다. 실험을 통하여 실시간의 반응속도를 확인하였고 각

도 변화에 강인한 특성을 보이는 것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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