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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람과 로봇과 같은 지능형 기기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상호정보교환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스러운 상호정보교환방법이란 기존의 정보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 마우스 또는 터치스크린과 같은 인공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처럼 목소리나 몸짓 등을 

이용하여, 로봇과 같은 지능형 기기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 언어권에서는 음성언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지만, 언어권이 바뀌면 정보전달이 

용이하지가 않다. 따라서 비언어적인 소통방법이 필요한데, 비언어 의사소통을 신체언어(Kinesics), 

공간언어(Proxemics), 시간언어(Chronemics), 접촉언어(Haptics), 그리고 눈동자언어(Oculesics)로 

구분 한다[1]. 몸짓을 포함한 신체언어가 비언어적 요소에서 가장 풍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빈도 높은 신체언어의 부위는 손짓이다[2]. 몸짓언어는 다양한 의미전달이 가능하면서 

언어권이 달라도 정보전달이 일부 가능할 정도로 직관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인간은 80%이상의 정보를 시각을 통하여 받아드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몸짓언어 특히 손짓을 이용하여 지능형 기기와 소통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능형 로봇에게 가까이 오라고 명령을 내릴 때, 손을 몸의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동시키는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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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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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 와’에 해당하는 손짓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의 손짓을 

로봇 혹은 지능형 기기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활용하여 손짓을 

인식하여 반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의 손동작을 이용한 

로봇, 혹은 지능형 기기와의 인터페이스는 주요한 연구과제 중에 

하나이다[3-10].

Shin et al. [3]은 시각화 프로그램의 조작을 적용분야로 하는 손동작 

인식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피부색을 사용하여 손을 검출하였는데 

손의 검출율을 높이기 위하여 배경이 하얀 색인 곳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두 손을 미리 정의된 동작에 따라 움직여서, 가상의 

물체를 늘이거나 줄이고, 휘거나 비틀고,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회전을 시키는 손동작을 인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손을 복잡한 환경과 조명에 강건한 손 모양 

인식시스템을 개발하였다[4]. 이 연구는 차영상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물체를 찾아서 이것을 손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확인 기준은 손가락 

개수이다. 즉, 손가락의 수가 5개이면 손으로 간주하고, 이것을 

추적하여 펴있는 손가락 개수를 센다. 이 방법은 초당 15프레임의 

속도로 95%이상의 인식률을 제공하였다. 손가락 수를 확실하게 

세기 위해서 카메라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김 등[5]은 바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모바일 로봇에 자유도가 

2인 능동 카메라를 장착해 동작을 인식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 

카메라는 로봇이 이동할 때에도 카메라의 팬, 틸트 각도를 조절하여, 

계속해서 손 영역을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로봇이 위치에 

따라 손에 비춰지는 조명의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손 인식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명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손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비교적 단순한 손모양만을 인식하는데, 손 

모양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Shin[3]의 연구와 유사하다. 

김 등[6]은 2족 보행로봇을 대상으로 손 모양을 이용하여 

동작지시를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색상을 사용하여 손을 

검출하고 활성윤곽선 모델을 이용하여 추적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5가지 손 모양을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Asanterabi et al.[7]은 색상을 이용하여 피부색을 골라내고, 

손가락이 일반적으로 다섯 개라는 사전 지식을 이용하여 손가락 

개수를 세어서, 손을 인식한 후, 손가락 개수에 따라서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각 연구에서 제안하는 

동작과 지시하는 손 모양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각 시스템 

마다 미리 정해놓은 손 모양에 따라 동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에서 정해놓은 손동작을 모르면 사용할 수 없거나 전혀 

엉뚱한 동작을 하여, 최악의 경우 시스템이 파손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손 혹은 팔 

동작을 이용하여 로봇 혹은 정보기기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8-10]. 

전 등[10]의 연구는 환자가 침대위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정보기기들은 제어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10가지 손동작을 

다변량 퍼지 의사결정트리를 이용하여 인식하되, 사용자의 개인적인 

차이를 적응적으로 학습하여 인식에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모호한 

정보들에 대해서 퍼지 논리를 이용해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11-13]. 

또한 김 등[14, 15]의 연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손동작을 활용하여 로봇에게 이동명령을 전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손짓처럼 빨리 크게 움직이면 

중요하거나 급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빠르게 반응하는데, 이 

연구들에서는 자연스러운 손짓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로봇에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손짓을 빨리 하면, 빨리 이동하고, 손짓을 

천천히 하면, 천천히 이동하며, 손을 작게 움직이면 조금 이동하고, 

손을 크게 움직이며 많이 이동하도록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동작을 이용하여 

정보기기를 제어 했다는 데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손동작을 할 때, 지능형 기기를 

제어하는 손동작을 잘 추출했다는 가정 하에 해당되는 동작이 어떤 

동작인지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몸짓 혹은 손짓을 이용한 

지능형 인터페이스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의미 있는 동작인지 

혹은 무의식적이거나 습관적인, 의미 없는 동작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손짓이 의미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의미 있는 손동작이란 무엇인가 설명을 하고 손동작을 

추출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한다. 3장에서 제안한 퍼지 시스템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4장에서 연구에 대한 결론을 맺는다.

2. 의미 있는 손동작 추출

2.1 개요

본 연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는 형태의 자연적인 

손동작을 이용하여 로봇과 같은 지능형기기에게 지시를 내리기 

위하여 손짓을 할 때, 손의 움직임 중에서 의미 있는 동작을 검출하는 

것이다. 일반 카메라를 이용해서는 색상 혹은 밝기 값 정보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물체까지의 거리 정보가 없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정보를 제공하는 

키넥트 센서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은 흐름을 갖는다.  

키넥트 V2 센서을 이용하여 3차원 영상을 획득한 후, 골격정보를 

추출한다. 이 골격정보를 활용하여 팔의 끝부분에 있는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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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한다. 손을 검출하면, 칼만 필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손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한다. 손을 추적하면서 손의 위치정보,  

이동속도, 이동방향, 손의 모양을 활용하여, 의미 있는 지시 손동작을 

한 것인지 혹은 그러한 지시동작을 일으키기 위한 준비동작 혹은 

지시동작을 마치고 편안한 자세로 되돌아가는 동작인지 또는 

지시동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동작인지를 판단한다.

2.2 손 추출

본 연구에서는 키넥트 V2 센서를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한다. 

키넥트 센서에는 2종류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칼라영상과 

거리영상을 제공한다. 그림 2는 키넥트 V2 센서를 이용하여 획득한 

거리영상으로, 골격정보를 거리영상 위에 겹쳐서 표현한 것이다. 

키넥트 V2 센서는 해상도가 좋아서 손가락의 골격까지도 표현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다. 각 손끝 혹은 손가락의 위치정보는 손가락들 

끼리 서로 은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뢰수준이 높지 

않다. 따라서 손가락 끝의 위치자료를 평균하여 손끝의 위치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손가락 끝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칼만필터를 사용한다[11].

2.3 의미 있는 손동작 

사람들은 팔을 평소에는 그림 3(a)와 같이 아래로 늘어뜨리고 

있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기도 하고, 팔짱을 끼기도 한다. 그러다가 

로봇이나 지능형기기에게 소통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3(b)와 

같이 손을 들어서 손짓을 하고 (그림 3(c)), 다시 그림 3(d)와 같이 

원래대로 손을 되돌린다. 여기에서 그림 3(a)에서 그림 3(b)로 가는 

동작은 3(b)에서 3(c)로 가는 동작을 만들어 내기 위한 동작이고, 

그림 3(c)에서 그림 3(d)로 가는 동작은 로봇 혹은 지능형 기기에 

명령을 전달한 후 팔을 계속 들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 팔을 내리는 

동작이다. 사람은 이러한 팔을 올리거나 내리는 동작들은 유념하지 

않고 이동하라는 동작만 의미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사람은 이동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일한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한다. 이때에도 사람들은 그림 4의 점선으로 

표시된 동작은 유념하지 않는다. 실선으로 표현된 동작만 의미 있는 

동작으로 판단한다. 로봇도 마찬가지로 판단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로봇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별개로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반사적으로 손을 움직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손을 들어 올리는 이유가 지능형 기기와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 손을 넣기 위해서 일 수 있고, 팔짱을 끼기 위해서 

일 수 있으며, 기지개를 켜기 위해서 일수도 있다. 이러한 동작들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손짓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손짓들과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는 손짓과 구별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림 1. 시스템 순서도
Fig. 1. System flow chart

그림 2. 거리영상과 골격영상
Fig. 2. Depth image and skeleton image

(a) (b)

(c) (d)

그림 3. 손동작의 분할: (a) 서있는 자세 (b) 손을 들어 올림 
(c) 명령을 위한 손짓 (d) 명령 후 내리는 동작

Fig. 3. Division of the gesture: (a) standing posture 
(b)  hand raising (c) gesture for orders 

(d) put down the hand after orders

그림 4. 연속적인 손동작의 분할
Fig. 4. Division of the continuous ges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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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미 있는 손동작 인식

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손동작을 인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퍼지 추론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맘다니 퍼지 추론을 

이용한다.

 v(x) = FuzzyLogic(f
1
(x),f

2
(x),f

3
(x),f

4
(x),f

5
(x))   (1)

사용자가 의미 없는 손동작을 한 것이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는 식(1)과 같이 손의 이동속도, 이동 방향, 각 축별 손의 

거리차이를 고려한다. 우리는 삼각형 퍼지 멤버쉽 함수를 가정하여 

각 조건을 대하여 아래 그림 5과 같이 표현한다. 즉, 속도에 대해서는 

{“아주 천천히”, “천천히”, “보통”, “빠름”}으로 표현하고, 이동 방향에 

대해서는 {“불연속적”, “방향 전환”, “연속적”}로 표현한다. x축과 y

축의 거리차이는 {“가까이”, “일반적인”, “멀리”} z축은 {“가까이”, “
멀리”}로 표현하여 “의미 있음”, “모호함”, “의미 없음”을 판단한다.

 mem((f
1
(x))=V.Slow, Slow, Normal, Fast 

 mem((f
2
(x))=DisCont, Switch, Cont           

 mem((f
3
(x))=Near, Average, Far             (2)

 mem((f
5
(x))=Near, Average, Far 

 mem((f
3
(x))=Near, Far 

입력받은 값을 활용하여 이동속도, 이동방향, 손의 거리에서 

각각 소속도를 구하여 퍼지추론을 진행하고, 결과로 나온 값을 

가중평균법을 이용하여 비퍼지화를 수행한다. 구해진 소속도 

에 을 적용하여 소속도 0.5를 기준으로 의미 있는 동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표 1은 퍼지 추론 규칙이다.

3. 실험 및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실험하기 위한 환경은 다음과 

같다. 윈도우10에서 키넥트 센서 v2에서 초당 30프레임으로 1920

튨칼라영상과 512×424거리영상을 입력받는다. Visual Studio 

2013에서 OpenCV 3.2.0와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Kinect 

for Windows SDK 2.0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영상을 처리하고 

거리영상에서 사람을 추출하여 골격정보를 얻고 화면에 골격영상을 

출력한다. 키넥트 v2 센서에서 취득할 수 있는 거리 영상의 범위는 

0.5~8.0m 이나, 인물의 검출은 0.5~4.5m의 범위내로 되어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신체부위를 검출하기 위해선 1.5m ~ 4m 내에 

사용자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사용자와 카메라의 

거리가 3m 내외인 상황에서 진행하였다. 

동작 전체가 이루어진 다음 또는 연속동작이 끝난 다음 동작을 

인식하며, 연속 동작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나올 때 윈도우 

사이즈를 순차적으로 늘려가며 의미 있는 부분을 획득한다. 윈도우 

사이즈는 최소 3으로 설정했으며, 최소 조건을 만족하면 중간에 

한번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의미 있는 동작이라고 획득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퍼지 제어기와 임의의 임계값을 설정해 

그림 5. 사용된 멤버쉽 함수: (a) 이동속도의 소속 함수 (b) 이동방향의 소속 함수 (c) x축 거리의 소속 함수 
(d) y축 거리의 소속 함수 (e) z축 거리의 소속 함수(f) 의미 있는 동작의 소속 함수

Fig. 5. Used membership functions: (a)  Membership function for moving speed (b) Membership function for direction 
(c) Membership function for x-axis distance (d) Membership function for y-axis distance

(e) Membership function for z-axis distance (f) Membership function for meaningful hand ge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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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방법과 비교 실험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실험에서 

x축은 0.1초 간격의 타임라인이며, y축은 의미 있는 동작은 1, 

의미 없는 동작은 -1로 표현했다. 획득한 동작의 정보로부터 해당 

실험에서 의미 있는 구간은 10~14번째 구간이다. 임계값을 낮게 

설정하면 그림 6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며, 의미 있는 행동을 하기 

전 준비동작부분을 걸러내지 못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낮은 임계값을 사용해 실험한 결과
Fig. 6.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using low threshold value

다음으로 임계값을 높게 설정한 경우 그림 7과 같이 의미 없는 

동작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동작들도 상당수 잘려나가게 된다.

그림 7. 높은 임계값을 사용해 실험한 결과
Fig. 7.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using hi threshold value

따라서 의미 있는 동작을 확인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동작 자체를 

인식하기 어려워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퍼지를 사용해 인식하는 경우 그림 8과 같이 의미 없는 

전후동작을 잘 찾아내어 의미 있는 동작을 획득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제안한 퍼지 기법을 사용해 실험한 결과
Fig. 8. The result of the experiment using fuzzy method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4가지 동작(좌, 우, 전진, 후진)에 대해 

연속적으로 10회씩 테스트 해본 결과 70%의 인식률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사전 동작을 같이 

인식하는 경우가 4번, 동작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2번으로 

사후 동작에 대한 문제는 없었으나 사전 동작 부분에서 인식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키넥트 V2 센서를 이용하여 3차원 거리영상과 

색상영상을 획득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키넥트 API를 활용하여 

거리영상에서 사람의 골격자료를 생성하고, 이 골격자료에서 손이 

이동하는 자료를 추출한다. 손의 이동자료를 일정한 간격으로 

분할한 후, 손의 이동속도, 이동거리, 이동방향 정보에 맘다니 퍼지 

이론을 적용하여 분할된 손동작이 의미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미 있는 동작의 인식률은 70%로 높지 않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손동작들 중에서, 로봇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의미 

있는 동작을 추출하려는 연구들 수행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추후에는 눈짓언어 등의 비언어를 함께 사용하여 로봇과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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