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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청각 장애란 선천적 혹은 후천적 요인으로 청력

이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의 

장애를 뜻한다 년 기준 전국 청각장애 인구수. 2018

는 약 만 명 그 중 약 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34 , 2

한 의사소통 방식 조사에서 의 응답자가 수화61%

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입 모양을 보며 유추

하는 방식인 구화와 종이나 텍스트를 이용하여 대

화하는 필담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각각 20.6%

와 의 응답률을 보였다 18.4% [1]. 

이상의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사용하지만 60% 

가족 또는 지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화를 접하거나 배울 기회가 없고 일상생활에서도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막상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로 말을 걸어오면 의사소

통이 어렵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불편. 

함을 해결하기 위해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을 보

조해줄 수 있는 AAC (Augmentative Alternative 

장치와 Communication) TTS (Text To Speech) 

기술을 이용한 장치 등을 사용한다 [2]. 

장치는 상황에 맞는 그림 버튼을 누르면 AAC 

미리 녹음된 목소리가 출력되는 장치이며 기TTS 

술을 이용한 장치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를 음성

으로 출력해주는 장치이다 이러한 보조도구들은 특. 

정 상황에 맞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편리한 

점이 있지만 일상생활의 모든 상황을 표현해 주기

에는 한계점이 있으며 상황마다 일일이 문장 표현

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있다 그 외의 . 

여러 가지 의사소통 보조 장치가 있지만 의사소통 

시 주로 사용하는 수화를 인식하여 통역해주는 장

치나 프로그램은 연구 단계까지만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완전한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은 없다. 

앞선 통계에서 가 넘는 청각장애인들이 수화를 60%

이용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수화를 인식하여 통

역해주는 장치는 일일이 상황마다 표현을 찾거나 

입력해야 하는 장치보다 더 실용적이며 AAC, TTS 

무엇보다도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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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다.

수화 인식 분야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거나 진

행 중이지만 기존에 진행되었던 수화 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 수화를 기준으로 연구가 진

행되었으며 한국수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

이 적다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듯이 미국 수화와 . 

한국 수화 역시 표현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수

화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에 진행. 

되었던 연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시, 

스템이 구현되었으며 소프트웨어 방식은 영상처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제작되었거나 [3] Kinect 

를 이용한 방식 하드웨어 방식은 센서를 부착한 [4] , 

글러브 등의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구현된 수화통역 시스템 

중 장갑에 센서를 부착한 Enable Talk [5], Sign 

가 있다 센서와 센서를 이용한 손aloud . Gyro Flex 

의 움직임 추적 손가락의 구부러짐 정도를 측정하, 

여 데이터를 블루투스 통신으로 컴퓨터에 전송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된 결과를 산출한다 [6].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방식에는 를 이용하Kinect

거나 를 활용하여 이미지 전처리 과정을 거OpenCV

친 후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하거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한 방식도 있으며 Template 

을 활용한 방식도 있다 를 이Matching [7]. Kinect

용한 방식은 내장되어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를 촬영 후 정적 동적 동작으로 나누Depth image , 

어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한국 수화와 [8], 

국제 수화를 양방향으로 번역해주는 수화 번역 시

스템도 있다 를 활용하여 입력 이미지[9]. OpenCV

를 전 처리한 후 특징점 추출 과정을 거쳐 SVM 

을 이용한 수화 통역 알(Support Vector Machine)

고리즘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손 영역을 검[10], 

출하여 자체 알고리즘으로 수화를 인식한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소프트웨어 기반 수화 인식은 기본 . 

색상 영역에서 등RGB HSV [11], YCbCr, YCgCr 

의 색상 영역으로 변환하여 손 영역을 검출하였다.

하드웨어 방식은 센서를 이용하여 좀 더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지만 수화통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

갑을 착용해야 하므로 불편하고 휴대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사람마다 수화 동작의 크기와 손. 

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따른다 반면에 소프. 

트웨어 방식은 수화통역을 위해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장비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은 없으

며 센서와 같은 장비가 필요 없으므로 비용적인 측

면에서도 더 경제적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객체인식 및 손 영역 인식을 

위해 하나의 색상 영역을 사용하였다면 본 연구에

서는 네 가지의 색상 영역을 융합한 알고리즘을 사

용하였다 이는 입력되는 이미지마다 다양한 환경이 . 

존재하여 한 가지의 색상 영역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인식률 감소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

다 색상 영역의 변환을 통해 추출된 손 이미지는 . 

윤곽선 탐지 과정을 거쳐 포인트 연산 과정을 거쳐 

숫자 수화 표현을 인식하게 된다.

본 논문은 영상처리 기반 숫자 수화표현 (1~10) 

인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해당 알고리즘은 정적인 . 

동작보다 동적인 동작이 더 많은 수화언어의 특성

을 모두 표현하지 못하고 숫자 까지의 숫자 1~10

표현만 인식 할 수 있다 하지만 차후에 머신러닝 . 

혹은 딥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수화인식기 알고

리즘을 설계 시 중요한 전처리 과정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관련 연구. Ⅱ

수화 인식 분야는 다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에는 를 이용한 방식이 주를 이OpenCV

루었지만 영상처리 기술의 특성상 주변 환경의 변

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높은 인식률을 기대하기 어

렵다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 

위해 기계학습 방식을 활용하며 머신 러닝과 딥러

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은 대표SVM (Support Vector Machine) [12] 

적인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며 딥 러닝 알고리즘이 

등장하기 전 패턴인식 및 자료 분석을 위한 알고리

즘 중 가장 뛰어난 성능으로 주목받은 알고리즘이

다 수화 인식을 위해 손의 특징점 추출을 . SIFT 

알고(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 [13] 

리즘을 사용하여 수화동작을 인식한다.

은 모델을 구성HMM (Hidden Markov Models)

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상태 전이가 특정한 확률 값

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수화 동작처, 

럼 손동작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데이터를 처리하

기에 적합한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다 [14].

딥러닝을 이용한 수화 인식 연구는 CNN 

을 이용한 수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인식 연구가 있다 모델은 이미지 인식 부분. CNN 

에서 딥러닝의 아키텍처 모델 중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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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숫자 수화 표현 1. (1~10)

Fig. 1 Numeric sign language representation 

(1~10)

시스템 설계. Ⅲ

본 논문에서 기술 구현으로 사용될 숫자 수화 

표현은 그림 과 같다(1~10) 1 .

수화는 손을 이용하는 언어이므로 이미지 또는 

프레임에서 수화를 인식하려면 이미지 전처리 과정

을 거쳐 윤곽선 탐지 포인트 연산 손의 방향 탐지, , , 

특수조건 알고리즘의 조합으로 수화를 인식하게 된

다.

그림 수화의 숫자표현 인식 알고리즘2. 

Fig. 2 Numeric sign language representation 

recognition algorithm

그림 실험 이미지3. 

Fig. 3 Test image

(a) (b) (c) (d)

그림 손 영역 검출 이미지4. 

(a) : RGB, (b) : HSV, (c) : YCgCr, (d) : YCbCr

Fig. 4 Hand region extraction image

(a) : RGB, (b) : HSV, (c) : YCgCr, (d) : YCbCr

손 영역 추출3.1 

이미지 또는 프레임에서 인간의 피부 영역을 

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피ROI (Region of Interest)

부 영역에 해당되는 특정 색상 범위를 지정한 뒤 

피부 영역을 추출해야 하며 기존의 색상과 RGB 

색상영역을 YCbCr [16], HSV [17], YCgCr [18] 

융합하여 손 영역 검출을 위한 모델을 구성한다.

그림 는 그림 을 각각의 색상모델로 변환 시4 3

킨 후 이진 이미지로 변환시킨 결과이다 같은 이미. 

지임에도 각각의 색상영역에서 다른 결과가 도출되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입력되는 이미지의 환경에 따라 각각의 

색상 영역에서 검출되는 정도가 달라 어느 한 가지

의 색상 영역이 손 영역 검출을 위한 최적의 색상 

영역임을 단정 지을 수 없다 특히 입력 이미지에 . 

복잡한 배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 이외에 

비슷한 색상을 가진 부분이 함께 추출되어 잡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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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미지 AND 연산

Fig. 5 Image And Operation

(a) (b)

그림 6. (a) : AND연산 이미지, 

(b) : 모폴로지 연산 이미지

Fig. 6 (a) : AND operation image, 

(b) : Morphology operation image

역이 발생한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손 영역 검출은 

이미지 AND연산을 이용하면 그림 5와 같이 잡음영

역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9].

이미지 AND 연산으로 제거되지 않은 잡음 영역

은 윤곽선 탐지과정을 통하여 ROI (Region of 

Interest)영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또한 색상 영

역을 융합하여 사용할 대상 이미지 중 손 영역만 완

벽하게 검출된 이미지와 잡음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

지를 AND 연산 시키면 결과 이미지에 잡음이 포함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림 6과 같이 모폴로지 

[20] 연산을 통해 손실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3.2 윤곽선 탐지

객체의 윤곽선 탐지는 이미지에 있는 객체의 형

태인식을 통해 객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

하며 지도에서 같은 고도를 가진 곳을 연결해놓은 

선인 등고선과 같은 맥락으로 같은 값을 가진 곳을 

연결한 선이다. 

색상 영역의 변환을 통해 전 처리된 이미지의 윤

곽선을 탐지하면 배경이 단순한 경우에는 손 영역만 

윤곽선이 탐지되지만 배경이 단순하지 않은 경우 피

부 색상과 비슷한 여러 부분에서 윤곽선이 탐지된

그림 7. 윤곽선 탐지

Fig. 7 Contour detection

다. 손 영역의 윤곽선만 남겨두기 위해 넓이를 기준

으로 문턱 처리를 하면 그림 7과 같이 손 영역 이외

의 잡음 영역을 ROI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4. 포인트 연산

포인트 연산은 객체로부터 추출된 윤곽선에서 

진행되며 10가지의 숫자를 구별하기 위한 과정이

다. Convex Hull, Convexity Defects를 활용하여 

각 손가락에 대한 포인트를 구할 수 있다 [21] (그

림 8 참조). Contour와 Convex Hull이 만나는 지

점의 인덱스를 구한 후 Convex Hull이 시작되는 

지점 (Start, 꼭짓점 A), 다음 Convex Hull을 이어

가는 지점 (End, 꼭짓점 B), 두 지점을 연결한 부분

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 (Far, 꼭짓점 C), 

총 세 지점을 구할 수 있다.

그림 8에서 각 꼭짓점의 x, y 좌표를 A (x1, 

y1), B (x2, y2), C (x3, y3)라 하고 각 꼭짓점과 

마주 보는 선분을 a, b, c라 하면 각 선분의 길이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식 (1)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실험 이미지에 적

용시키면 손가락에 대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림 8. (a)의 1번 점은 Start point, 2번 점은 End 

point, 3번 점은 Far point이다. 실제로 손 이미지

에서 포인트를 검출하면 많은 포인트가 검출되는데 

예시 그림의 경우 꼭짓점이 있는 별 모양의 객체이

므로 Contour와 Convex Hull이 만나는 지점이 한 

곳 밖에 없지만 사람의 손은 끝이 둥그런 객체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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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포인트 계산 (예시)

Fig. 8 Point operations (Example)

(a) (b)

그림 9. (a) : 포인트 연산 (필터링 되지 않은 포인트),

(b) : 필터링 된 포인트

Fig. 9 (a) : Point operations (Non filtered point), 

(b) : Filtered point

로 Contour와 Convex Hull이 만나는 지점이 많아 

수많은 점이 잡힌다. 이 점을 필터링하기 위해서는 

앞서 구한 각각 세 지점의 각도가 90°가 넘지 않는 

지점을 남겨두면 각 손가락에 대한 포인트 지점으

로 남겨둘 수 있다. 이미 앞선 과정에서 세 변의 길

이를 구하였기 때문에 제 2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세 변 사이 끼인각의 각도를 구할 수 있다.

         

    
     



         
(1)

식 (2)를 사용하여 제 2코사인 법칙으로 구한 

사이 각이 90도 이하가 되는 지점을 남겨두면 그림 

9처럼 필터링 된 포인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cos
    cos
    cos

(2)

          Point

Number
Start End Far

1 0 0 0

2 1 1 1

3 2 2 2

4 3 3 3

5 1 1 1

6 1 1 1

7 2 2 2

8 3 3 3

9 1 1 1

10 2 2 2

표 1. 숫자별 각각의 포인트 개수

Table 1. Number of points each numeral

숫자 1~10까지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포인트를 

검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을 분석해보면 숫자 (2, 5, 6, 9), (3, 7, 

10), (4, 8)의 포인트 개수가 1, 2, 3개로 같기 때

문에 10개의 숫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손의 방향

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기준을 세분화 

시킬 수 있다.

5. 손 방향 검출

그림 1을 보면 손 방향이 수직 (1~5, 10), 수평 

(6~9) 방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손의 방향을 탐지하여 조건을 세분화하

면 기준을 좁혀나갈 수 있다. 손의 방향을 탐지하기 

위해 앞서 구한 세 가지의 포인트 외에 다른 점을 

추가적으로 구해야 하는데 COG (Center of 

Gravity), Mid, Depth 포인트이다 (그림 10 참조). 

COG포인트는 윤곽선 내부에서 무게중심이 되는 

점, 펴진 손가락 중 가운데 지점이 되는 Mid 포인

트, Far 포인트 중 가운데 지점이 되는 Depth 포인

트를 각각 구한다.

그림 10. Mid, Depth, COG 포인트 (상단부터)

Fig. 10 Mid, depth, COG points (From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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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Number
Start End Far Orientation

1 0 0 0 V

2 1 1 1 V

3 2 2 2 V

4 3 3 3 V

5 1 1 1 V

6 1 1 1 H

7 2 2 2 H

8 3 3 3 H

9 1 1 1 H

10 2 2 2 V

표 2. 포인트 개수와 손의 방향

Table 2. Number of points and hand orientation

그림 11. 숫자 2와 5의 Bounding Box

Fig. 11 Bounding box of number 2 and 5

그림 12. 숫자 3과 10의 Rotate Bounding Box

Fig. 12 Rotate bounding box of number 3 and 10

손의 방향을 탐지하는 방법은 Mid 포인트와 

Depth 포인트 그리고 COG 포인트의 x, y 좌표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22]. Mid 포인트와 Depth 

포인트의 y좌표 차이 값이 x좌표 차이 값보다 크면 

수직 방향이 되고 그 반대이면 수평 방향이 된다. 

수직 방향에서 위, 아래를 구분하는 방법은 COG 

포인트와 Mid 포인트의 y좌표 값을 이용한다. 손의 

방향이 위쪽인 경우에는 Mid 포인트가 COG 포인

트 보다 항상 위쪽에 있고 손의 방향이 아래쪽인 

경우는 Mid 포인트가 COG 포인트보다 항상 아래

쪽에 위치한다. 수평방향에서 좌, 우를 구분하는 방

법은 COG 포인트와 Mid 포인트의 x좌표를 이용한

다. 손의 방향이 왼쪽인 경우에는 Mid 포인트가 

COG 포인트 보다 항상 왼쪽에 위치하고 손의 방향

이 오른쪽인 경우는 Mid 포인트가 COG 포인트보

다 항상 오른쪽에 위치하게 된다. 

손의 방향을 탐지하여 포인트 조건과 함께 결합

해 보면 표 2와 같다. V는 수직 (Vertical)을 나타

내며 H는 수평 (Horizontal)을 나타낸다.

손 방향 탐지 알고리즘이 추가되어 기존의 조건

에서 세분화되어 (2, 5, 6, 9), (3, 7, 10), (4, 8)의 

조건에서 (3, 4, 7, 8)은 구분이 가능해지고 나머지 

(2, 5), (6, 9), (3, 10)의 경우 각각의 구분 조건을 

둔다면 10가지의 숫자 구분이 가능해진다.

6. 숫자 표현 인식기

6.1 Distinguish 2 and 5

숫자 2와 5, 3과 10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OpenCV에서 제공하는 Bounding Box를 이용하며, 

숫자 2와 5의 경우 손의 방향이 수직이며 포인트 

개수가 1개여서 손의 방향과 포인트 개수 조합으로

는 구별 기준이 될 수 없어 윤곽선에 외접하는 사

각형인 Bounding Box를 활용하여 구별한다. 숫자 

2와 5의 Bounding Box를 비교해보면 숫자 2의 경

우 손가락이 수직 방향으로 펼쳐져 있어 그림 11과 

같이 Bounding Box가 직사각형 형태이고 5의 경

우 손가락이 수평방향으로 펼쳐져 있어 Bounding 

Box가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형성된다. 숫자 

2와 5의 구분은 Bounding Box의 종횡비로 구분을 

하는데 OpenCV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여 종횡비를 구한다. 이 함수는 Bounding 

Box가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1에 근접한 값을 리

턴하며 숫자 2와 5는 손가락이 펴져있는 방향이 다

르기 때문에 종횡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므로 

종횡비를 기준으로 숫자 2와 5를 구분한다.

6.2 Distinguish 3 and 10

다음 3과 10의 구분 방법으로 2와 5의 구분방

법과 마찬가지로 Bounding box를 활용한다. 2와 5

는 윤곽선에 외접하는 사각형의 종횡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면 3과 10은 그림 12와 같이 윤곽선에 

외접하는 사각형 중 가장 작은 사각형과 윤곽선이 

치우쳐져있는 방향까지 함께 찾아 그 사각형의 각

도를 측정한다. 

숫자 3과 10의 Rotate Bounding Box 각도를 

측정해보면 숫자 3은 0° 또는 80°~90°사이로 측정

되고 숫자 10은 그 외의 각도로 측정된다. Ro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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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숫자 6과9의 이진 값 측정범위

Fig. 13 Binary value measurement range 

numeric 6 and 9

Bounding Box의 각도 값을 기준으로 3과 10을 구

분한다.

6.3 Distinguish 6 and 9

6과 9는 손가락이 펴진 방향이 수평방향으로 같

아 종횡비를 구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Rotate Bounding Box의 각도 또한 구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6과 9의 구분을 위해 이진 이미지

를 이용하여 COG-END 포인트 간의 픽셀 값 (0 

또는 255)의 개수를 이용하여 구별한다.

그림 13은 숫자 6과 9의 구별을 위한 이진 값 

측정 범위를 나타낸 것이며 COG 포인트에서 END 

포인트 (END 포인트의 y좌표는 COG 포인트의 y

좌표와 동일한 위치) 사이에 그어져 있는 선 부분의 

이진 값의 개수를 이용하여 비교한다. 숫자 6의 경

우 약 45:55의 비율로 0과 255값이 분포하고 숫자 

9의 경우 약 5:95의 비율로 0과 255값이 분포한다. 

이로써 숫자 10개에 대한 구분이 완료되었다.

Ⅳ. 실험 결과

1. 실험 장비

실험에 사용된 컴퓨터 사양은 표 3과 같다.

CPU
Intel(R) Core(TM) i5-7200U 

CPU @ 2.50GHz 2.71 GHz

RAM 8.00GB

Graphic Intel(R) HD Graphics 620

Development 

Environment
Python 3.6, OpenCV 3.4.0

표 3. 시스템 사양

Table 3. System specifications

Number Recognition rate (%) Recognition time (s)

1 96 1.13

2 92 1.16

3 96 1.14

4 88 1.19

5 96 1.15

6 100 1.26

7 96 1.36

8 100 1.20

9 96 1.40

10 96 1.13

Average 95.6 1.21

표 4. 각 그룹의 인식률 (%) 및 인식 시간

Table 4. Recognition rate (%) and time (s) for 

each group 

2. 정확도 측정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측정

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그림 14와 같이 

직접 제작한 숫자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용하였다. 

모든 이미지는 직접 촬영하였으며 각 숫자마다 25

장의 이미지로 구성되어있다.

3. 결과 분석

각 숫자 별 평균 인식률과 인식 시간은 표 4와 

같으며 총 평균인식률은 95.6%이다. 또한 평균 인

식 시간은 1.21초가 소요되었다.

4. 영상처리 기반 숫자 수화표현 인식 알고리즘

의 한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영상처리 기반 숫자 수화표

현 인식 알고리즘은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 알고리

즘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입력 이미지의 환경에 따

라 영향을 많이 받는 영상처리 기술의 특성상 배경

영역이 피부 색상과 비슷한 경우, 조명이 불균일하

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높은 검출율을 기대하기 어

려웠다. 

그림 15는 배경 영역에 피부색상이 포함되어 있

는 경우이며 해당 이미지를 YCgCr 색상으로 변환

시키면 손 영역과 배경 영역의 색상이 유사하다.

입력 이미지의 조명이 불균일한 그림 16과 같이 

손 영역을 제대로 추출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올

바르지 못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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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손 이미지 데이터셋

Fig. 14 Hand image dataset

(a) (b)

그림 15. (a) YCgCr 변환이미지, (b) 이진 이미지

Fig. 15 (a) YCgCr image, (b) Binary image

 
그림 16. 불균일한 조명

Fig. 16 Uneven l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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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는 네 가지의 색상 영역을 융합하여 

사용하였는데 의 경우 색상영역 변환 HSV, YCbCr

라이브러리 함수가 제공되지만 색상모델의 YCgCr 

경우 색상영역 변환을 위한 라이브러리 함수가 구

현되어 있지 않아 직접 구현하였다 해당 알고리즘. 

은 모든 픽셀에 접근하여 픽셀 값을 각각의 채널에 

맞는 값으로 변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이미지의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많은 처리시간을 요

하며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을 이용할 경우 실시간

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반복되는 작업에 . 

대한 처리속도가 늦어지는 개발언어의 특성상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이용하였다.

결 론. Ⅴ

본 논문에서는 를 활용한 숫자 수화 표OpenCV

현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이 

알고리즘은 숫자 까지의 숫자만 구분이 가능1~10

하지만 수화에는 정적인 동작보다 동적인 동작이 , 

훨씬 더 많다 더 넓은 범위의 숫자 자음 모음 그. , , 

리고 동적인 동작까지 표현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는 만을 활용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에는 OpenCV

많은 한계점이 따른다 향후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 

위해 딥러닝 알고리즘 중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 우

수한 성능을 보이는 CNN (Convolutional Neural 

을 이용하면 더 넓은 범위로의 수화 표현Network)

이 가능하게 되어 청각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는 완전한 수화통역 알고리즘으로 구현

을 확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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