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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스마트 제품 시장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 제품은 사용. 

자에게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양한 편리기능을 제공

한다 현재 스마트 제품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방. 

법은 음성인식 터치 손가락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 , 

입력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1, 2].

이 중 차원 공간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대3

표적인 인터페이스 방식은 손가락의 움직임을 측정

하여 입력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에서는 손 . 

영역을 정확히 검출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이다 손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에는 다중센서 카메. 

라의 깊이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머신러닝[3-9], 

을 통해 손을 학습시키거나 손의 특징점을 이용하

여 검출하는 방법 단일 카메라에서 컬러 [9-11], 

모델을 이용하여 손 영역과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 

등이 있다[12-18] .

다중센서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과 머신 러닝

을 이용하는 방법은 알고리즘 수행 시 비교적 높은 

연산량이 요구된다 높은 연산량을 가지는 알고리즘. 

은 임베디드 시스템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 

높은 연산량을 위해 고사양의 임베디드 장치를 사

용할 시 가격 측면의 부담이 증가한다 본 논문에, . 

서는 임베디드 환경에서의 활용을 위해 비교적 시, 

스템 구성이 단순한 단일 카메라를 이용하여 손 영

역 검출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본 알고리즘에서는 . 

기존 단일 카메라를 이용한 손 영역검출의 알고리

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결과, 

를 획득하였다.

단일 카메라 기반의 기존 손 영역 검출 시스템은 

컬러 모델을 이용하여 손 영역과 배경을 분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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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and region detection using RGB (c) Hand region detection using HSV

(a) Original Image

(d) Hand region detection using YUV (e) Hand region detection using YCC

그림 컬러 모델 선택1. 

Fig. 1 Color model selection

검출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존 [10-14]. 

컬러 방식의 문제점은 피부색과 유사한색을 갖는 물

체가 포함된 배경을 배제하기 힘들고 강한 조명에, 

서 취약함을 보인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 

스마트 제품의 배치는 한정적인 실험 환경이 아닌 

다양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손 검출이 요구된다.

컬러 모델을 이용한 손 검출은 사전에 손 영역

의 피부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다. 

루는 알고리즘은 머신러닝과 같은 연산량이 높은 

알고리즘이 먼저 영상 특징점을 이용하여 손 영역

을 정확히 검출 한 후 현재 환경에서의 피부색 정, 

보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활용 가능하다 높은 연산. 

량의 알고리즘은 비교적 긴 주기를 가지고 수행될 

것이며 그 사이 시간에서는 실시간으로 컬러 기반, 

의 알고리즘이 동작한다면 시스템에 큰 부하를 주, 

지 않고 손 영역의 검출이 가능한 임베디드 시스템

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시스템에서 활용 가능

한 다양한 환경에 강인하고 정확한 손 영역을 검출

하는 실시간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먼저 컬러 모델. 

을 이용하여 손 영역과 배경을 제거하여 차 영상1

을 획득하고 차 영상을 이용하여 손 영역과 배경을 , 

제거한 차 영상을 획득한다 컬러 모델에서 산출된 2 . 

차 손 영역은 화면 흔들림 그림자 빛의 발산에 1 , , 

강인한 장점을 갖고 차영상에서 산출된 차 손 영, 2

역은 복잡한 배경과 역광 순광에 강인한 장점을 갖, 

는다 산출된 차 손 영역을 결합함으로써 기존. 1, 2

의 알고리즘의 문제점인 복잡한 배경과 일정하지 

않은 조명환경에서의 강인한 손 영역을 확보하고 

정확한 손의 형태를 검출한다.

관련 연구. Ⅱ

일정하지 않은 조명에서 손 영역을 검출하기 위

해서는 넓은 범위의 색 분포를 검출해야 한다 그러. 

나 넓은 범위의 값을 모두 검출하는 것은 그만큼 

손 영역 오검출률을 증가시킨다 오검출은 손 영역. 

과 유사한색을 갖는 배경이 포함되어 배경과 손 영, 

역이 유사할 시 발생한다 컬러 모델의 선택에서는 . 

일정하지 않은 조명과 복잡한 배경상태에서 최대한 

오검출이 적으면서 손 영역을 잘 검출하는 컬러 모

델을 선택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피부색을 검출. 

하기 위해 가지 컬러 모RGB, HSV, YUV, YCC 4

델로 실험하였다 컬러 모델을 선택하는 기준의 순. 1

위는 강한 조명상태에서 빛에 둔감해야 하며 순위, 2

는 정확한 손 영역을 검출하는 것이다.

그림 은 컬러 모델에서 손 영역의 값에 대해 1

범위를 설정한 후 원본 이미지에 문턱 값으로 적용, 

해 본 결과이다 그림 은 강한 조명과 함께 손 . 1 (a)

영역과 비슷한 컬러가 있는 복잡한 배경이다 복잡. 

한 배경과 강한 조명이 함께 존재할 경우 빛의 분, 

산으로 인해 피부색과 유사한색이 다른 배경에 투

영됨으로써 오검출을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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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줄이는 방법은 빛에 가장 둔감한 컬러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다.

컬러 모델은 밝기 값이 각각의 구성 요소RGB 

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조명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 

하며 많은 노이즈가 발생한다 정확한 손 영역은 검. 

출할 수 있지만 조명에 민감하기 때문에 손 영역 

검출시스템에 적합하지 않다 그림 ( 1 (b)).

컬러 모델은 밝은 물체를 검출하기 좋은 HSV 

컬러 모델이다 하지만 조명에 민감하며 균일하지 . 

않은 색을 갖는 물체를 검출할 때 좋지 않은 성능

을 보인다 컬러 모델보단 조명에 덜 민감하지. RGB 

만 여러 형태를 나타내는 손 형태는 조명의 변화에 , 

따라 그림자가 생긴다 이러한 그림자는 손 영역의 . 

피부색을 명확하지 않은 색으로 나타내어 정확히 

검출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 

서 조명은 일정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조명 상태는 

명암에 따라 손 영역의 밝기값이 불균일하게 분포

되기 때문에 정확한 손 검출이 어렵다 컬러 . HSV 

모델은 일정한색을 검출할 때 정확하게 객체를 검

출할 수 있지만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손 영

역처럼 명암이 있는 객체를 검출할 때는 성능이 좋

지 않다 손 영역을 모두 검출하기 위해 넓은 피부. 

색 범위 값을 검출할 경우 손 영역은 검출할 수 있

지만 많은 노이즈가 발생하여 알고리즘 성능이 저

하된다 그림 ( 1 (b)).

와 컬러 모델은 조명의 밝기 변화에 YUV YCC 

비교적 강인하다 이러한 장점은 손과 같은 다양한 . 

형태를 취할 수 있는 물체를 검출할 때 좋은 성능

을 보인다 그림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 1 (c), (d)). 

물체는 조명의 각도에 따라 그림자가 생성된다 생. 

성된 그림자는 검출하고자 하는 객체의 영역 내에 

색상 분포가 불균일하게 나타나고 이러한 불균일한 

색상 분포는 컬러 모델을 이용하여 검출하기HSV 

에는 정확한 검출이 어렵다 하지만 와 . YUV YCC 

컬러 모델은 이러한 불균일한 색상 분포를 모두 검

출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객체를 검출하

기에 적합한 컬러 모델이 된다. 

각각의 컬러 모델은 장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 

주변환경과 검출하고자 하는 객체에 따라 적합한 

컬러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는 일정하지 않은 조명상태에서 손 영역을 검출하

기 위해  컬러 모델을 선택하였다YUV .

차영상을 이용한 배경 분리 기법으로는 배경 모

델링 기법 코드북 기법 평균화 기법 등이 주로 사, , 

용된다 [19].

배경 모델링 기법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가정은 

현재 프레임의 모든 픽셀이 이전 프레임의 모든 픽

셀과 독립적이여 한다는 것이다 이 가정이 위배될 .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 

완하기 위해 멀티파트 기법을 필요로 (multipart) 

한다 멀티파트 기법이란 인접 픽셀값이 상대적으로 . 

어둡거나 밝은지를 구별하는 모델 기법이다 하지만 . 

주변 상황에 따른 모델을 매번 생성해야 하므로 실, 

제 환경에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즉 인접 . , 

픽셀의 값의 높고 낮음을 모두 고려하게 된다면 메, 

모리 사용량과 연산량이 매우 높아진다 [20].

코드북 배경 분리 기법은 일정 시간 동안의 배

경을 기본 모델로 학습한 후 배경과 전경을 분할한

다 학습과 실행 속도가 배경 모델링 기법에 비해 .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다양한 조명환경에서는 성능, 

이 좋지 않다 [21].

평균화 배경 분리 기법은 현재 프레임과 누적 

프레임의 차이로 배경 분리를 한다 누적 [22-25]. 

프레임은 입력 이미지의 가중치 계수인 값에 alpha 

따라 누적 프레임의 업데이트 속도를 설정한다. 

값에 따른 누적 프레임 업데이트의 수식은 alpha 

다음과 같다.

 


(1)

수식 과 같이 값이 작을수록 평균값이 (1) alpha 

느려지고 누적 프레임의 빠른 변경을 고려하지 않

는다 반대로 값이 클수록 누적 프레임이 빠. alpha 

르게 변경된다.

본 논문에서는 평균화 기법을 이용한 배경분리

를 사용한다 평균화 기법은 입력 물체의 동작이 있. 

을 경우 검출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원하. 

는 물체가 아닌 물체가 움직일 경우 오검출을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차영상의 . 

누적 프레임 업데이트는 처음 작동 시 값의 alpha 

가중치를 로 설정하여 빠르게 누적 프레임을 업데1

이트하고 실험환경의 조명에 안정화가 되면 alpha 

값의 가중치를 으로 바꾸어 더 이상 업데이트를 0

중지한다 후에 물리적으로 카메라에 변화가 있는 . 

경우나 조명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alpha 

값의 가중치를 로 설정하여 변화된 주변 환경에 1

대하여 안정화를 수행한다 안정화가 정상적으로 수. 

행된 후 누적 프레임 업데이트를 중지하는 이유는 

컬러모델을 이용한 손 영역 검출 방법의 고질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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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체 시스템 흐름도

Fig. 2 System overview

제점인 복잡한 환경이나 피부색과 유사한색을 갖는 

물체가 있는 배경에 대해서 보완하기 때문에 배경

은 실험환경을 바꾸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 이로 

인해 누적 프레임의 업데이트를 중단하고 누적 프

레임의 업데이트를 중단함으로써 더욱 적은 연산량

으로 손 영역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컬러모델의 기존 손 검출 알고리즘

컬러모델 기반의 기존 손 검출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파트 기반 손 검출 알고리즘의 

경우 HOG 특징들을 SVM으로 트레이닝한 후 머리

-어깨를 검출한다. 머리-어깨를 검출했다면 팔을 

일직선으로 편 후 sliding window approach를 통

하여 손을 검출한다. 손을 검출한 후 오검출 발생 

확률과 검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컬러 모델을 이

용하여 ROI 설정을 한다. 컬러 모델을 사용하는 이

유는 조명에 대해서 보완하고 ROI를 최소화하여 오

검출을 최대한 줄인다. 하지만 손 영역과 피부색과 

유사한색을 갖는 물체가 손 영역과 겹치는 경우에 

오검출 확률이 높아지며, 팔이 일직선이지 않을 경

우에는 성능이 저하된다 [10].

다음은 컬러 모델만 사용하여 손을 검출하는 방

법이며, 컬러 모델과 손 영역의 외곽선을 이용하여 

손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14]. 피부색의 임계 

값을 설정한 후 손 영역의 외곽선을 이용하여 손 

영역을 확장한다. 이러한 손 영역을 검출하는 방식

은 일반적인 실험환경에서 이루어지며 컬러 모델을 

기반으로 손 영역을 검출하기 때문에 조명이나 복

잡한 배경에 대해서는 보완하지 못한다 [26]. 

Kinect 기반의 손 검출 방법에도 컬러 모델을 

이용한다 [27-28]. Kinect를 이용한 손 영역 검출

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깊이 영상을 이용

하여 손 영역을 검출한 후 컬러 모델을 이용하여 

피부색이 아닌 영역을 제거하여 정확도를 개선하는 

방법이다. 깊이 센서에서 가장 가깝고 큰 물체를 손

이라 가정한 후 피부색과 유사하지 않은 물체를 배

제하기 위해 컬러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Kinect를 

이용한 손 검출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기존 컬러 방식의 문제점은 피부색과 유사한색

을 갖는 물체가 포함된 배경을 배제하기 힘들고, 강

한 조명에서 취약함을 보인다. 또한 Kinect 기반에

서는 깊이 정보의 손영역 검출을 보조하는 역할로 

사용되었다.

Ⅲ. 실시간 손 영역 검출 시스템

컬러 기반의 기존 손 영역 검출 알고리즘들은 

처리 속도는 빠르나 피부색과 유사한색을 갖는 물

체가 배경에 포함된 환경 혹은 다양한 조명을 갖는 

환경에서는 손 영역을 정확히 검출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컬러 모델 및 차영상을 동시에 고려하

여 다양한 배경과 조명을 갖는 환경에서도 정확한 

손 영역을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1. 손 영역 검출 시스템 구성

그림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체적인 시스

템 흐름도이다. 전체 시스템 흐름도의 구성은 첫 번

째 단계에서 입력 영상을 YUV 컬러 모델로 변환한 

후 손 영역의 값에 대해 범위를 설정하고 손 영역

과 배경을 분리하여 1차 손 영역을 확보한다. 컬러

모델의 임계값 설정은 이미 학습된 머신러닝 알고

리즘을 통해 업데이트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실시

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먼저 많은 

연산량을 요구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하여 먼

저 손의 색상을 찾은 후 YUV 컬러 모델에 임계값

으로 설정한 후 낮은 연산량으로 손 영역을 정확하

게 검출하는 방법이다. 학습된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시작 시 한 번만 작동하며 그 후엔 컬러모델과 차

영상을 통한 손 검출 알고리즘만 수행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입력 영상과 배경영상의 차이를 이용하

여 2차 손 영역을 획득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획

득한 1차, 2차 손 영역을 결합한 후 연결요소를 제

거하여 정확한 손 영역을 검출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 결과는 그림 3 (d)과 같다. 

그림 3 (a)은 피부색과 유사한색을 갖는 물체가 배

경에 포함되고 강한 조명을 갖는 실험환경이다. 기

존 알고리즘은 이러한 실험환경에서 손 영역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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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image (b) Conventional algorithm 1

(c) Conventional algorithm 2 (d) Proposed algorithm

그림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수행 결과3. 

Fig. 3 Results of the proposed algorithm

출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성능을 갖지만 그림 ( 3 (b),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이와 같은 (c)) 

문제점을 극복하고 그림 과 같은 실험 환경에3 (a)

서도 정확한 손 영역을 검출할 수 있다 그림 ( 3 

(d)).

본 논문에서는 많은 연산량을 요구하지 않으면

서 정확한 손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

안한다 또한 손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배경과 조명. 

에 대하여 한정적인 실험환경을 두지 않는다.

본 논문의 나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절 . 3-2

에는 컬러 모델을 이용하여 손과 배경을 분리하는 

방법과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

제점을 기술하고 절에는 차영상을 이용하여 배, 3-3

경과 객체를 분리하여 손 영역을 확보하는 방법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기술한다 절에서. 3-4

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어진 차 차 손 영역을 1 , 2

결합한 후 발생한 노이즈 처리를 기술한다 장에서. 4

는 실제 환경을 기반으로 획득한 이미지로 실험을 

진행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을 검증한 다음 장에5

서 결론을 맺는다.

그림 는 컬러 모델을 이용한 배경과 손 영역을 4

분리하여 차 손 영역을 확보하는 알고리즘이다1 . 

컬러 모델은 주변 환경에 민감하여 다양한 형RGB , 

태를 취하는 손 영역을 검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림 차 손 영역 검출 시스템 흐름도4. 1

Fig. 4 The first step of the hand region detection

컬러 모델이므로 컬러 모델로 변환한다YUV . YUV 

컬러 모델의 변환은 수식 를 기반으로 변환한다 (2)

[29].





















  
  
  




















(2)

수식 의 는 휘도 성분 는 휘도 성분을 뺀 (2) Y , U

파란색 는 휘도 성분을 뺀 빨간색을 나타내고 각, V

각의 성분은 값으로 정규화하였다0~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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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Image

(b) YUV-Based hand region detection result

그림 컬러 모델을 이용한 손 영역 검출 5. #1

Fig. 5 Hand region detection based on color model #1

컬러 모델로 배경과 손 영역을 분리하기 위해 

각각의 성분에 범위를 지정하고 문턱 값을 적YUV 

용해 손 영역과 배경을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배경과 손 영역을 분리하게 되면 주변 환경에서 손

영역과 비슷한 컬러들에 의해 노이즈가 발생한다. 

발생한 노이즈는 을 수행하morphology operation

여 노이즈를 제거한다 은 . morphology operation

침식과 팽창이 기본적인 연산으로 해당되며 이를 , 

활용하여 열림 닫힘 연산을 이(opening), (closing)

용하여 유용한 노이즈 필터링을 할 수 있다 열림 . 

연산은 먼저 침식 연산을 사용한 후 팽창 연산을 

사용한다 이러한 연산은 검출하는 객체 영역 밖에 . 

순수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닫힘. 

연산의 경우 팽창 연산을 먼저 사용하고 침식 연산

을 사용함으로써 검출하는 객체 영역 안의 구멍 노

이즈를 제거하거나 연결된 영역의 넓이를 정확하게 , 

유지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사용된 모폴로지 연산. 

의 구조 요소 식은 다음과 같다.

 



    
  




 (3)

노이즈 제거와 연결확장을 위한 모폴로지 연산

은 모두 수식 과 동일한 구조요소 식을 사용하였다3 . 

본 논문에서는 순수한 노이즈 제거와 연결된 영역

을 확장하기 위해 열림 연산과 닫힘 연산을 각 번1

씩 수행하였다.

(a) Original Image

(b) YUV-Based hand region detection result

그림 컬러 모델을 이용한 손 영역 검출 6. #2

Fig. 6 Hand region detection based on color model #2

컬러 모델을 이용한 손 영역과 배경의 분리는 

피부색과 유사한색을 갖는 물체가 배경에 없을 경

우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포함될 경우에는 컬러 모, 

델을 이용한 손 검출 시스템에서 피부색과 유사한 

배경이 손 영역으로 검출되어 좋지 않은 성능을 보

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 

에서는 피부색과 유사한색을 갖는 물체가 배경에 

포함되는 않는 환경을 만들었다 피부색과 유사한색. 

이 포함된 배경을 배제하는 방법은 시스템을 사용

할 때마다 한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

점이 발생한다 만약 동일한 방법으로 한정적인 환. 

경을 만들지 않고 손 검출을 수행하게 되면 그림 5 

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림 와 같은 (b) . 5 (b)

결과를 얻게 되는 이유는 그림 의 원본 이미지5 (a)

와 같은 강한 역광을 갖으며 피부색과 유사한색이 

포함된 배경이 실험 환경일 경우 불균일한 조명으, 

로 인해 피부색과 유사한색을 갖는 물체에 입사된 

빛이 반사되어 실험환경 곳곳에 투과되기 때문에 

배경을 피부색으로 오검출하여 많은 노이즈가 발생

한다 이처럼 피부색을 이용한 손 영역 검출 시스템. 

은 그림 와 같은 다소 복잡한 배경일 경우에는 5 (a)

정확한 손 영역을 검출하기 어렵다.

그러나 불균일한 조명을 갖지만 피부색과 유사

한색이 배경에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배경을 갖는 

실험환경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림 은 그림 . 6

과 동일한 방법으로 컬러 모델을 통하여 손 5 YUV 

영역과 배경을 분리한 이미지이다 원본 이미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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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은 강한 역광이 유리창을 통해 빛이 불균

일하지만 피부색과 유사한색을 갖는 물체가 배경에 

포함되지 않은 실험환경이다. 이와 같은 실험환경에

서는 그림 5 (b) 이미지보다 그림 6 (b) 이미지가 

훨씬 정확한 손 영역을 검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하여 컬러 모델을 이용한 손 영역 

검출 시스템은 피부색과 유사한 물체가 배경에 포

함 유무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좌우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차 손 영역 확보에서는 검출하고자 

하는 대상과 유사한 색상이 배경에 포함될 경우 검

출의 어려움이 있으나, YUV 컬러 모델의 이점을 

활용함으로써 강한 역광, 순광 또는 불균일한 조명

으로부터 둔감하게 반응하는 결과를 얻었다.

3. 차영상을 이용한 2차 손 영역 확보

차영상을 이용한 손 영역 검출은 카메라가 정적

으로 있다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입력 영상에서 객

체의 움직임에 따라 배경을 분리하는 차영상은 컬

러 모델에서의 단점인 검출 색과 유사한색을 갖는 

물체가 배경에 포함된 실험환경에서 손 영역을 정

확히 검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피부색과 유사한색을 갖는 배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차영상은 배경 영상에서 이동하는 물체를 

검출하기 때문에 유사한색을 갖는 물체에 대하여 

오검출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기

존 컬러 모델을 이용한 손 영역 검출 시스템의 문

제점을 극복한다. 

그림 7은 차영상을 이용한 배경과 손 영역을 분

리하여 2차 손 영역을 확보하는 알고리즘이다. 입력 

영상으로부터 얻은 원본 이미지를 Gray Scale로 변

환한 후 영상을 이진 영상으로 변환한다. 변환된 이

진 영상을 현재 프레임과 이전 프레임과의 픽셀 차

이를 이용하여 손 영역과 배경을 분리한다. 손 영역

과 배경이 분리된 이미지는 조명의 불균일한 발산

에 의해 노이즈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크고 작은 노

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morphology operation을 통

하여 노이즈를 제거하고 2차 손 영역을 확보한다. 

차영상을 이용한 손 영역과 배경의 분리는 피부

색과 유사한색을 갖는 물체가 배경에 포함된 경우

에도 정확한 손 영역을 검출할 수 있는 이점을 갖

기에 기존 컬러 모델을 이용한 손 영역 검출 시스

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림 8은 차영상을 

이용한 손 영역을 검출한 이미지며, 원본 이미지는 

그림 5 (a) 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다. 그림 5 (b)

와 그림 8을 비교하였을 때 그림 5 (b)는 피부색과 

그림 7. 2차 손 영역 검출 시스템 흐름도

Fig. 7 The second step of the hand region detection

그림 8. 차영상을 이용한 손 영역 검출

Fig. 8 Hand region detection using background 

subtraction

유사한색이 포함된 배경이 실험 환경일 경우 배

경을 피부색으로 오검출하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림 8의 이미지에서는 조명에 대한 

노이즈가 하단 부분과 사람영역에 불균일한 조명에 

의한 노이즈가 다소 발생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정확

한 손 영역이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피

부색과 유사한색을 갖는 물체에 대한 문제점은 차

영상을 이용한 손 영역과 배경분리를 활용함으로써 

컬러모델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차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은 컬러 모델을 이용하

는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했지만 주변 환경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 단점이 있다. 보편적으로 화면 흔들

림, 조명, 그림자 등의 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험환경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일반

적인 실험환경을 제외한 경우에는 크게 2가지의 단

점을 갖는다.

첫 번째는 카메라 흔들림으로 인한 문제점이다. 

카메라 흔들림이 진동 등으로 약하게 발생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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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차영상을 이용한 손 영역 검출9. 

Fig. 9 Hand region detection using background 

subtraction

우 작은 노이즈가 발생한다 작은 노이즈는 손 영역. 

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지진 등으로 

인해 카메라 자체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경우 큰 

노이즈가 발생하여 정확한 객체 검출이 불가능해진

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이전 프레임을 업데이트하. 

여 화면 흔들림으로 인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

으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강한 조명으로 인해 빛이 불균일할 경

우 생기는 문제점이다 강한 역광이나 강한 순광을 . 

갖는 조명에 직접적으로 손을 노출 시키는 경우에 

빛이 손에 의하여 불균일하게 굴절되면서 빛이 발산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강한 조명과 조명에 맞닿은 . 

물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욱 불균일하게 발산되

며 이와 같은 불균일한 빛의 발산을 갖는 실험환경

일 경우 정확한 손 영역을 검출할 수 없게 된다.

그림 의 원본 이미지는 그림 와 동일한 9 6 (a)

이미지다 컬러 모델을 이용하여 손 영역과 배경을 . 

분리한 그림 와 그림 을 비교했을 때 그림 6 (b) 9 9

의 많은 노이즈로 인하여 손 영역 검출실패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그림 의 배경보다 단순한 배경을 . 5

갖지만 조명의 강도는 그림 의 이미지가 그림 6 (a)

의 조명보다 강한 조명을 갖는 실험환경이다5 (a) . 

결국 그림 의 이미지에서 앞서 말한 차영상의 두 9

번째 단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차영상을 이용한 배

경분리의 단점을 조명에 둔감한 컬러 모델과 YUV 

결합함으로써 강한 조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였

다.

컬러 모델을 이용하여 확보한 차 손 영역과 차영1

상을 이용하여 확보한 차 손 영역은 논리 연산2 AND 

을 통해 최종 마스크를 획득한다 최종 마스크는 . 1, 2

차 손 영역보다 정확한 손 영역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림 마스크 결합 이미지10. 

Fig. 10 Mask combined image

그림 마스크 결합 이미지11. 

Fig. 11 Mask combine image

그림 의 원본 이미지는 그림 이미지와 10 5 (a) 

동일하다 컬러 모델을 이용하여 손 영역과 . YUV 

배경을 분리한 그림 이미지는 피부색과 유사5 (b) 

한색을 갖는 물체가 배경에 포함되어 손 영역 검출

실패 하였으며 차영상을 이용한 그림 은 손 영역8

은 정확히 검출하였지만 많은 노이즈가 발생하여 , 

좋지 못한 성능을 보였다 그림 은 그림 와 . 10 5 (b)

그림 에서 획득한 차 손 영역을 결합한 이미8 1, 2

지로 기존 차 결과 이미지보다 적은 노이즈와 1, 2

정확한 손 영역을 검출함을 보여준다.

그림 의 원본 이미지는 그림 이미지와 11 6 (a) 

동일하다 그림 은 컬러 모델을 이용한 손 . 11 YUV 

영역과 배경분리를 하는 시스템의 차 손 영역 산1

출물 그림 와 차영상을 이용한 손 영역과 배6 (b)

경분리 시스템의 차 손 영역 산출물 그림 의 2 9 1, 

차 손 영역을 결합한 이미지다 그림 는 단순2 . 6 (a)

한 배경을 갖는 즉 배경에 피부색과 유사한색을 갖, 

는 물체가 배경에 포함되지 않고 실험환경이 강한 

역광을 갖지만 조명에 둔감한 컬러 모델의 장YUV 

점을 이용한 손 영역분리가 이러한 실험환경을 가

질 때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은 손 영역은 검출 성공했지만 주변 환10

경에 의해 다량의 노이즈도 같이 검출되었고 그림 

은 손 영역 외에 별다른 노이즈는 발생하지 않았11

지만 손 영역 내에 노이즈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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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boundary line detection image

(b) Area filled image

그림 연결 요소분석 예시12. 

Fig. 12 Example of analyze connectivity elements

수 있다 강인한 손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본 논문. 

에서는 연결 요소를 탐색하여 탐색된 연결 요소를 

통해 손 영역 안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비연결 요소

들을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다양한 환경에 강인한 

손 영역을 검출할 수 있다.

그림 는 연결 요소를 분석하는 예시를 보여준12

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연결 요소분석 기법은 픽. 

셀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을 경계선으로 지칭하고 

경계선은 연결된 영역으로 간주한다 본 논문에서는 . 

그림 에서 검출된 경계선 중 최 외각에 검출12 (a)

된 점선 경계선만 추출하며 내각의 파선 경계선은 , 

추출하지 않는다 그림 에서 검정색 부분을 검출. 12

하고자 하는 객체라고 했을 때 추출된 경계선을 중, 

심으로 경계선 내각에 위치하는 하얀색 영역을 노

이즈라 판단하고 모두 영역 채움을 한다 그림 ( 12 

또한 각각 연결된 경계선 내에 영역 크기가 (b)). 

가장 넓은 객체를 제외한 나머지 객체들은 모두 제

거한다.

그림 의 원본 이미지는 그림 이미지와 13 5 (a) 

동일하다 그림 은 그림 에서 본 논문에서 제. 13 10

안하는 연결 요소분석을 통해 비연결 요소를 모두 

제거한 후의 이미지다 기존의 손 영역 분리 시스템. 

의 단점인 피부색과 유사한색을 갖는 물체가 배경

에 포함되고 강한 조명을 갖는 실험환경에서 손 영

역 검출 시스템의 문제점을 모두 보완됐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존 검출 이미지인 차 손 영역보. 1, 2

다 정확한 손 영역을 검출할 수 있고 손 영역 외의 

그림 제안된 알고리즘의 결과 이미지13. 

Fig. 13 Result of the proposed method

그림 제안된 알고리즘의 결과 이미지14. 

Fig. 14 Result of the proposed method

노이즈가 모두 제거되어 조명과 배경에 강인한 손 

영역을 검출한다.

그림 의 원본 이미지는 그림 이미지와 14 6 (a)

동일하다 그림 는 그림 과 동일한 방법으로 . 14 13

노이즈 제거와 손 영역을 확장한 이미지다.

. Ⅳ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실험의 진행을 위해 사용된 컴퓨터 

시스템은 Intel (R) Core (TM) i5-8250U CPU, 

UHD Graphics 620 GPU, 8GB RAM, Windows 

운영체제로 구성된 시스템을 사용하였다10 64bit . 

촬영을 위해 사용된 카메라는 Microsoft LifeCam 

를 사용하였으며 결과 이미지의 해상도Cinema HD

는 이다640×480 . 

제안된 알고리즘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

한 환경을 갖는 실험환경에서 가지 알고리즘을 비4

교하여 측정하였다. 

첫 번째 알고리즘인 은 컬러 모델Existing_Algo1

을 이용하여 손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컬러 모. 

델을 이용하는 방법은 손 영역을 검출하는 가장 기

초적인 방법으로 단순한 배경에서는 성능이 향상되

지만 단순한 배경이 아닐 시에는 성능이 저하된다.

두 번째 알고리즘인 은 차영상을 Existing_Algo2

이용하여 손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차영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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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isting_Algo1 (c) Existing_Algo2

(a) Original_Image

(d) myAlgo1 (e) myAlgo2

그림 알고리즘 간의 성능 비교 15. #1

Fig. 15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algorithms #1

(b) Existing_Algo1 (c) Existing_Algo2

(a) Original_Image

(d) myAlgo1 (e) myAlgo2

그림 알고리즘 간의 성능 비교 16. #2

Fig. 16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algorithms #2

움직이는 객체를 검출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 컬러 모델과 달리 복잡한 배경에서 움직이는 객. 

체를 검출할 수 있지만 실험환경의 조명과 화면 흔

들림에 따라 성능이 크게 좌우된다.

세 번째 알고리즘 은 본 논문에서 제안myAlgo1

하는 기존 손 검출 알고리즘을 보완한 알고리즘이

다 은 컬러 모델을 이용하여 확보한 . myAlgo1 YUV 

차 손 영역과 차영상을 이용하여 확보한 차 손 1 2

영역을 결합한 알고리즘이다 은 강한 조. myAlgo1

명을 갖고 있는 실험환경일 경우와 피부색과 유사

한색을 갖는 물체가 배경에 포함된 경우 기존 알고

리즘에서 손 영역을 잘 검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한 알고리즘이다 각각의 문제점이 별도로 갖는 . 

실험환경에서는 알고리즘이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위의 두 가지의 문제점이 공존된 실험환경일 경우 

성능이 저하된다.

네 번째 알고리즘 는 본 논문에서 제안myAlgo2

하는 알고리즘에서 비연결 요소를 제거하는 알고리

즘이다 알고리즘의 문제점인 실험환경에 . myAlgo1 

강한 조명과 피부색과 유사한 물체가 배경에 공존

할 경우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알고리

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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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isting_Algo1 (c) Existing_Algo2

(a) Original_Image

(d) myAlgo1 (e) myAlgo2

그림 알고리즘 간의 성능 비교 17. #3

Fig. 17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algorithms #3

(b) Existing_Algo1 (c) Existing_Algo2

(a) Original_Image

(d) myAlgo1 (e) myAlgo2

그림 알고리즘 간의 성능 비교 18. #4

Fig. 18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algorithms #4

그림 의 실험환경은 피부색과 유사한색이 배15

경에 다소 포함된 상태이다 조명은 강하지 않은 역. 

광으로 조명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고 손 영역은 

그림자로 인해 확연한 색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림 결과 이미지에서 손 영역의 구멍 노( 15 (b)) 

이즈가 발생하였다.

그림 의 실험환경은 강한 순광으로 불균일한 16

조명을 갖고 있으며 배경은 단순하다 피부색과 유. 

사한색이 없는 실험환경이기 때문에 컬러 모델만으

로 정확한 손 영역을 검출할 수 있다 차영상을 이. 

용한 손 영역 검출 알고리즘인 그림 결과 ( 16 (c)) 

이미지는 불균일한 조명으로 인하여 정확한 객체검

출에 어려움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조명은 사람의 . 

눈에 일정한 파장으로 보이지만 강한 조명이 어떤 

물체에 입사하게 되면 입사한 빛은 반사하고 굴절

한다 반사와 굴절은 서로 각기의 다른 방향으로 진. 

행되면서 분산된다 차영상은 기존 전경에서 현재 . 

프레임을 차분하여 결과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강한 조명과 물체가 가까운 경우 불균일한 파장이 

전경과 현재 프레임 차이를 극명하게 만들어 차영

상 결과 이미지 그림 에 많은 노이즈가 발( 16 (c))

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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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isting_Algo1 (c) Existing_Algo2

(a) Original_Image

(d) myAlgo1 (e) myAlgo2

그림 알고리즘 간의 성능 비교 19. #5

Fig. 19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algorithms #5

(b) Existing_Algo1 (c) Existing_Algo2

(a) Original_Image

(d) myAlgo1 (e) myAlgo2

그림 알고리즘 간의 성능 비교 20. #6

Fig. 20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algorithms #6

그림 의 실험환경은 많은 조명과 피부색과 유17

사한색이 많이 포함된 복잡한 배경이다 피부색과 . 

유사한색을 갖는 물체와 많은 조명이 포함된 실험

환경에서는 물체에 입사된 빛이 반사되어 실험환경 

곳곳에 투과된다 이와 같은 실험환경에서는 컬러 . 

모델을 이용한 손 검출 알고리즘으로 손을 검출하

게 되면 큰 노이즈가 발생하며 정확한 손 영역을 

검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조명과 물체의 거리가 . 

멀어 차영상에서는 빛에 의한 오검출률이 낮게 발

생하여 결과 이미지 그림 에서는 정확한 손 ( 17 (c))

영역을 검출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의 실험환경은 피부색과 유사한 물체가 18

배경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명과 물체가 가까운 거

리에 있어 빛의 파장이 불균일하다 이러한 실험환. 

경은 기존 알고리즘 그림 그림 의 ( 18 (b)), ( 18 (c))

공통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여 두 가지의 알고리즘 

모두 성능이 저하된다 피부색을 이용한 손 검출 알. 

고리즘 그림 에서는 물체와 손 영역이 겹처 ( 18 (b))

손 영역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차영상을 이용한 손 

검출 알고리즘 그림 에서는 조명과 물체가 ( 18 (c))

가까운 거리에 있어 빛의 불균일한 파장에 의해 성

능이 저하된 결과 이미지이다.

그림 의 실험환경은 강한 역광을 갖는 조명에 19

의해 기존 알고리즘은 정확한 손 영역을 검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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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isting_Algo1 (c) Existing_Algo2

(a) Original_Image

(d) myAlgo1 (e) myAlgo2

그림 알고리즘 간의 성능 비교 21. #7

Fig. 21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algorithms #7

없는 실험환경이다 이와 같은 강한 역광을 갖는 실. 

험환경에서는 정확한 손 영역의 색의 분포를 알 수 

없음으로 결과 이미지 그림 에서 많은 노이( 19 (b))

즈가 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 이미지 . 

그림 에서는 강한 역광이 유리창을 투과함( 19 (c))

으로써 불균일한 빛에 의해 큰 노이즈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의 실험환경은 강한 순광과 복잡한 배경20

이 포함된 실험환경이다 빛의 반사로 인해 천장에 . 

피부색과 유사한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 

이미지 그림 는 큰 노이즈가 발생했다 또( 20 (b)) . 

한 강한 순광으로 인해 결과 이미지 그림 ( 20 (c))

에서는 손 영역이 확장되어 있으며 조명과 물체가 

가까워 불균일한 빛에 인해 크고 작은 노이즈가 발

생했다.

그림 의 실험환경은 극한의 역광을 갖는 조명21

과 피부색과 유사한색을 갖는 물체가 배경에 포함

된 실험환경이다 이와 같은 실험환경은 조명의 강. 

도가 극심하여 정확한 손 영역을 검출할 수 없게 

된다 불균일한 빛으로 인해 손 영역의 경계가 모호. 

해지면서 객체가 검출되지 않는 문제점이다.

표 의 데이터는 총 장의 이미지의 평균 분1 870

석표이다 장의 데이터는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 870

가지 손 형태를 변형하여 수집한 데이터이다.

알고리즘의 성능은 단순한 배경Existing_Algo1 

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그 외의 실험환경에

서는 좋지 않은 성능을 보였다 은 . Run time 53ms

로 가장 빠른 알고리즘이다 알고. Existing_Algo2 

Algorithm
IOU 

Average
Run time

Existing_Algo1 21.4% 53 ms

Existing_Algo2 19.8% 60 ms

myAlgo1 78.7% 62 ms

myAlgo2 94.6% 175 ms

표 알고리즘 간의 성능 비교1. 

Table 1.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algorithms

리즘은 성능과 이 알고리Run time Existing_Algo1 

즘과 비교했을 때 조금 저조하지만 복잡한 배경인 

실험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알. myAlgo1 

고리즘의 성능은 로 기존 알고리즘과는 다르78.7%

게 확연히 우수한 성능을 갖는다 강한 역광인 실험. 

환경에서 비약한 성능을 보였지만 그 외의 실험환

경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알고리. myAlgo2 

즘의 성능은 로 가지 알고리즘 중 가장 우94.6% 4

수한 성능을 보인다 일반적인 실험 환경에서는 성. 

능이 여타 알고리즘에 비해 가장 좋게 나타나지만 

강한 역광이 포함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조금씩 노

이즈가 발생하여 성능이 약화된다.

표 는 실제 곳의 실험환경에서 수집한 2 26 870

장의 이미지를 가지의 환경으로 나누어 각 알고리5

즘의 성능을 분석한 표이다 가지의 알고리즘과 평. 4

균 표 과 동일하다 수집한 이미지는 실Run time 1 . 

제 실험환경으로부터 아무런 가공 없이 알고리즘을 

적용시켰다.

인 실험환경은 복잡한 배경이 포함되지 Normal

않고 알고리즘의 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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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Algorithm
IOU 

Average 
(%)

Normal
(282 images)

Existing_Algo1 34.2

Existing_Algo2 29.1

myAlgo1 85.9

myAlgo2 98.3

Strong 
Light

(161 images)

Existing_Algo1 36.7

Existing_Algo2 8.7

myAlgo1 81.0

myAlgo2 96.1

Strong 
Backlight

(145 images)

Existing_Algo1 14.6

Existing_Algo2 12.7

myAlgo1 76.8

myAlgo2 86.8

Complex 
Background
(61 images)

Existing_Algo1 11.5

Existing_Algo2 31.8

myAlgo1 79.2

myAlgo2 97.9

Strong Light
And

Complex 
Background

(222 images)

Existing_Algo1 10.7

Existing_Algo2 14.1

myAlgo1 71.9

myAlgo2 93.5

표 환경 간 알고리즘 성능 비교2. 

Table 2. Comparison of algorithm performance 

between environments

명 상태를 갖는 실험환경일 경우 환경으로 Normal 

판단하였다.

인 실험환경은 복잡한 배경이 포함Strong Light

되지 않고 강한 조명 상태를 갖는 실험환경일 경우 

환경으로 판단하였다 강한 조명이 실Strong Light . 

험환경에 포함될 경우 차영상을 이용한 손 영역 검

출 알고리즘인 는 성능이 크게 저하Existing_Algo2

된다 조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균일한 빛의 . 

발산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이전 프레임과 현재 , 

프레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서 많은 노이즈가 

발생한다 반면에 컬러 모델을 이용한 손 영역 검출 . 

알고리즘인 은 조명에 둔감하기 때Existing_Algo1

문에 큰 차이가 없다.

인 실험환경은 복잡한 배경이 Strong Backlight

포함되지 않고 강한 역광이 실험환경에 포함될 경

우를 환경으로 판단하였다 강한 Strong Backlight . 

역광을 갖는 실험환경은 기존 손 검출 시스템의 고

질적 문제점이다 이러한 실험환경에서 손 검출 알. 

고리즘을 수행할 경우 성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 

강한 역광은 검출하고자 하는 객체의 색이 불균일

하게 변형이 일어나며 카메라의 성능이 떨어질수록 , 

강한 역광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전반적으로 

객체 검출 성능이 떨어진다.

인 실험환경은 일정한 조Complex Background

명 상태를 갖으며 배경에 피부색과 유사한색을 갖

는 물체가 많이 포함된 실험환경이다 이러한 환경. 

에서는 컬러 모델을 이용한 손 검출 알고리즘인 

의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컬러 모Existing_Algo1 . 

델은 피부색과 유사한 물체 모두 배경과 분리를 수

행하기 때문에 성능이 크게 저하된다 반면에 차영. 

상을 이용한 손 검출 알고리즘인 는 Existing_Algo2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차이를 이용하여 손

을 검출하기 때문에 피부색과 유사한색을 갖는 물

체에 대해서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 실Strong Light And Complex Background

험환경은 강한 조명과 피부색과 유사한색을 갖는 

물체가 배경에 많이 포함된 실험환경이다 강한 조. 

명은 차영상을 이용한 손 검출 알고리즘인 

의 성능을 저하시키며 복잡한 배경Existing_Algo2 , 

은 컬러 모델을 이용한 손 검출 알고리즘인 

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본 논문에서 Existing_Algo1 .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이러한 myAlgo1, myAlgo2 

환경에서도 좋은 성능을 갖는다.

결 론. Ⅴ

현재 스마트 제품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방법

은 음성인식 터치 손가락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입, , 

력하는 방식이다 이 중 본 논문에서는 손가락의 움. 

직임을 측정하여 스마트 제품과 사용자 간의 상호

작용방법을 연구하였다 기존의 손 검출방법은 단순. 

한 배경과 약한 조명상태의 실험환경을 만들어 손

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스마트 제. 

품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단순한 배경과 약한 조명

이 정확한 손 검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한계점

이 있다 본 논문이 제안한 알고리즘은 이와 같은 .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기존 손 검출 방법에 움직이. 

는 객체와 배경을 분리하는 기술을 추가하여 다양

한 환경에 대하여 강인한 손 영역을 검출한다 이와 . 

같은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을 이용하는 형식이다. 

기존의 손 검출 방법들 중 컬러 모델을 이용한 방

법은 복잡한 배경에 저조한 성능을 보이지만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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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좋은 성능을 보인다 추가한 알고리즘인 . 

차영상을 이용한 방법은 복잡한 배경에 좋은 성능

을 보이지만 조명에 대하여 저조한 성능을 보인다. 

두 가지의 장단점을 이용하여 기존의 손 검출 문제

점을 보완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성. 

능은 기존 컬러 모델을 이용한 손 영역 검출 방법 

과 차영상을 이용한 손 영역 검출 방법 (21.2%)

보다 약 배 우수한 성능 이 나타(19.8%) 4 (94.6%)

났으며 머신러닝을 이용한 손 검출 방법과 다중센

서 카메라를 이용한 손 검출 방법에 비해 큰 연산

량 없이 실시간으로 손 검출이 가능하다 여타의 알. 

고리즘과 같이 그림 과 같은 실험환경에서는 단21

일 카메라의 한계점이 나타난다 강한 역광은 카메. 

라 노출계에 강한 빛이 들어와 훨씬 낮은 노출 값

으로 세팅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와 같. 

은 실험환경에서 단일 카메라를 이용하여 정확한 

손 영역을 검출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따른다 또. 

한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인 만큼 조명에 대

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제안한 알고리즘은 실제 . 

사용 환경을 가정한 실험환경에서는 높은 인식률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 스마트 제품은 어떠한 장소. 

에도 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과 같은 실21

험환경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향후 계획은 극. 

한의 조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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