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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스테 오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좌우 상을 이용하여 3차원 공간좌표(x, y, z)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제어

되는 가상공간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실감을 제공하는 실시간 시스템을 구 한다.  일반 으로 심 역의 변이를 추정할 때 

심 역내의 모든 화소(pixel)의 변이를 추정하지만,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심 역의 2차원 심좌표(x, y)만을 변이추정에 사용하

여 실시간으로 변이를 추정한다. 추정된 변이로부터 깊이정보(depth)를 구하여 심 역의 3차원 공간좌표를 획득한다. 시스템은 

손을 심 역으로 설정하여 실시간으로 손의 움직임 정보를 획득하고, 가상공간(virtual space)에 용하여 사용자가 가상공간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실시간 시스템이 150cm 거리(distance) 내에서의 깊이측정 시 0.68cm의 평균오차를 

가지고 손동작 인식률은 90%이상 보이는 것을 검증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mplement the real-time system which extracts 3-dimensional coordinates from right and left images captured 
by a stereo camera and provides users with reality through a virtual space operated by the 3-dimensional coordinates. In general, 
all pixels in correspondence region are compared for the disparity estimation. However, for a real time process, the central 
coordinates of the correspondence region are only used in the proposed algorithm. In the implemented system, 3D coordinates are 
obtained by using the depth information derived from the estimated disparity and we set user's hand as a region of interest(ROI). 
After user's hand is detected as the ROI, the system keeps tracking a hand's movement and generates a virtual space that is 
controled by the han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implemented system could estimate the disparity in real-time and gave 
the mean-error less than 0.68cm within a range of distance, 1.5m. Also It  had more than 90% accuracy in the hand recognition.

  Key Words : Stereo vision, Hand segmentation, Disparity estimation, Virtual space

Ⅰ. 서 론

이동하는 특정 물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움직임을 추

(tracking)하는 기술은 오랫동안 컴퓨터 비젼(computer 
vision)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컴퓨터 비젼은 궁

극 으로 인간의 시각 시스템을 컴퓨터로 구 하려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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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시각 시스템에서 요한 것은 3차원 

공간에서 목표물을 인식하고 추 하는 것과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차후의 행동에 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특성을 컴퓨터에 도입함에 있어 요한 

것이 목표물까지의 거리, 즉 깊이 정보임을 알 수 있다
[1-3]. 

깊이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나 이 센서 등을 이용한 능동  방법은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잡음이나 간섭에 의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 반면에 수동  방법은 주변 환경의 변

화에 상 으로 간섭이 어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다. 스테 오 비젼(stereo vision)은 

표 인 수동  방법  하나로 3차원 공간상에 설치된 스테

오 카메라로부터 얻어낸 좌우 상에서 상호간의 정합

을 찾아내고 정합 (matching point)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깊이 정보를 추출한다. 스테 오 비젼은 인간의 시각 시스

템을 컴퓨터로 구 하려는 컴퓨터 비젼 분야에서도 매우 

요한 부분으로 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

의 특별한 제약이 없고 일반 인 자연환경을 상으로 할 

수 있는 장  때문에 여러 분야에 걸쳐 응용되고 있다
[4]. 

상의 정합은 스테 오 비젼에서 3차원 공간상의 한 

이 두 상에 투 되는 의 응 계를 찾아내는 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을 스테 오 정합(stereo matching)이라 

부르며 두 상에서 선택된 들이 응 을 가지는가를 

단하고 그 에서의 깊이 정보의 지표가 되는 변이를 계

산하는 것이 이 과정의 핵심이다. 
스테 오 정합은 좌우 상의 응 을 찾는 작업을 

통하여 단순화 될 수 있으며, 그 정합방법에 따라 상에

서 특징을 포함한 일정 역의 상조각을 가지고 다른 

상과의 상 계를 이용하는 역기반 정합(area-based 
matching), 화소의 밝기에 한 미분 연산자를 이용하여 1
차원 는 2차원 특징 값을 얻어내고 명암 비의 평균값이

나 경계의 방향 등을 특징으로 선택하여 정합에 사용하는 

특징기반 정합(feature-based matching), 베이시안 추론을 

용한 에 지 함수를 이용하거나 정합을 정칙화(regulari- 
zation) 문제로 표 하여 반복법으로 변이를 구하는 에 지

기반 정합(energy-based matching) 정합으로 나눠진다. 이 

 상에서 정합될 심 역에 포함된 모든 화소에 하

여 다른 상과의 상 계를 구하는 역기반 정합방법이 

리 사용된다. 이런 방법은 체 변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반면 계산 복잡도가 높아 연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는 단 이 있다
[5,6].

본 논문에서는 좌우 상의 심 역을 표하는 특징

을 얻어내고 특징 만을 비교하여 변이추정(disparity esti-
mation)에 필요한 응 역을 여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

법을 제안한다. 정합에 필요한 치를 선택하기 해 사용

하는 비용 함수는 SSD(sum of squared difference)를 이용

한다. 한 계산된 심 역의 움직임을 3차원 좌표로 추

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동작하

는 마우스 포인터와 3차원 좌표의 움직임을 추 하는 가상

공간을 통하여 사용자는 손으로 직  조작하는 것 같은 

실감을 느낄 수 있다.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실시간 깊이추

정 알고리즘과 손동작 인식의 정확성을 확인하 다. 제안

하는 알고리즘과 기존의 스테 오 카메라를 이용한 거리 

추정 알고리즘과의 결과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깊이추정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체 인 구조

도와 세부 인 동작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제안한 시스템

의 실험 조건  결과에 해 설명하고, 4장에서는 결론을 

서술한다. 

Ⅱ. 제안하는 3차원 공간인식 시스템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3차원 공간인식 시스템

의 체 인 구조이다. 먼  스테 오 카메라로부터 얻은 

좌우 상에서 피부색의 특징을 이용하여 손 역을 분리

한다. 손 역의 분리 후, 조명의 향으로 발생하는 잡음 

성분을 제거하기 한 과정을 거친다. 정합과정에 쓰일 

심 역의 특징 을 구하여 실시간으로 변이를 추정하며 깊

이 정보를 포함한 3차원 좌표를 계산한다. 동시에 손가락의 

개수를 계산하여 심 역인 손의 동작을 인식하여 마우스 

포인터에 연계시켜서 손으로 마우스를 제어하도록 한다. 
사용자는 계산된 3차원 공간좌표와 인식된 손동작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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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심 역을 분리하는 과정

Fig 2. Process for estimating a region of interest

를 통해 가상공간을 제어한다.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 구조도

Fig 1. The proposed system structure 

  

              

1. 심 역 분리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심 역만을 따로 분리하여 변이

를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해서는 심 역이 

비 심 역과 정확히 구분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심 역의 분리를 해서 그림 2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카메라에서 획득된 상은 가로 1280개, 세로 960개의 

화소개수로 구성되며 이 크기의 상은 연산량이 많아 실

시간으로 처리하기에 부 합하다. 연산량을 이기 해 

상을 가로와 세로로 각각 4배 씩 다운 샘 링(down sam-
pling)을 수행하여 상의 크기를 각각 가로 320개, 세로 

240개로 이고 이 축소된 상에서 심 역을 추출하고 

변이를 추정하게 된다.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직

 다룰 수 있도록 손 역을 심 역으로 정하 다. 
손 역을 추출하기 하여 피부색의 특징을 이용하여 색

차 평면상에서 자연계의 다른 물체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한

다. 사람과 인종마다 피부색 차이는 존재하지만 색차 평면상

의 그 분포는 매우 소한 역을 차지하고 있고, 밝기의 차

이만이 존재하므로 색차 성분을 이용하면 쉽게 피부 역을 

추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살색 계통의 물체가 배경 역에 존

재하거나 비슷한 색상의 반사 이 피부 역과 함께 검출되

는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검출을 해서 제

안하는 시스템에서는 YCbCr 색상 구조를 사용한다. YCbCr 
색상 구조에서 피부색은 매우 좁은 역에 분포하므로 다른 

색상 구조에 비해 효과 으로 피부색을 추출할 수 있다. 
한 카메라가 제공하는 RGB 색상 구조는 조명의 향에 따

라 같은 치상의 화소 각각의 RGB값이 크게 변동하는 반

면에 YCbCr 색상 구조는 명암 성분(luma component) Y와 

색차 성분(chrominance components) Cb, Cr로 나 어서 색

을 표 하기 때문에 조명 환경의 변화에도 색차 성분 Cb, 
Cr은 비교  안정 인 값을 가지는 장 이 있다

[7].
                                  

≤ ≤ 
≤ ≤ 

  (1)

식 (1)에서 Cb은 란색의 색차 성분(blue chrominance)
을, Cr은 붉은색의 색차 성분(red chrominance)을 의미한다. 
식 (1)은 실험 으로 피부색에 해당하는 색차 성분의 범

를 구한 것이다. 다운 샘 링을 수행하여 크기가 어든 좌

우 상에 식 (1)의 조건을 이용하여 이진화를 수행한다. 
식 (1)의 조건에 충족하는 화소의 밝기값은 255로 하여 화

소의 밝기값을 흰색으로 변경하고, 그 지 않은 화소의 밝

기값은 0으로 하여 화소의 색을 검은색으로 변경한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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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홀 처리 과정

Fig 4. Hole filling process

       (a)     (b)      (c)

     (d)     (e)                  (f)
그림 3. 색차 정보의 특징을 이용하여 이진화한 손 역 상 (a) 조명이 밝을 때, (b) 조명이 간일 때, (c) 조명이 어두울 때, (d), (e), (f) (a), (b), (c)의 

이진화 상

Fig 3. Binary images obtained by using color information (a) well lighted, (b) medium lighted, (c) poorly lighted, (d), (e) and (f) binary images
of (a), (b), (c)

3은 조명의 강도가 각기 다른 환경에서의 원 상과 식 (1)
의 조건으로 이진화를 수행하여 손 역을 얻어낸 상을 

보여 다.
그림 3을 통해 각기 다른 밝기의 조명 조건에서도 YCbCr 

색상 구조상의 식 (1)의 조건을 이용하여 수행한 이진화가 

비교  손의 형태를 잘 찾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그림 3(a), 그림 3(b), 그림 3(c)와 같이 원의 방향과 

강도에 따라 그림 3(d), 그림 3(e), 그림 3(f)와 같이 이진화

를 수행한 후의 심 역 내외에 잡음의 발생 정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일정량 이상의 조명이 비춰지는 환경에서

는 그림 3(d)와 같이 손 역 내외에 잡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그림 3(e), 그림 3(f)와 같이  어두워질수록 발생

하는 잡음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 
주 의 조명 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잡음

을 제거하기 해 홀 처리(hole filling)와 스무딩 필터링

(smoothing filtering) 과정을 수행한다. 홀 처리는 상을 

수직과 수평, 두 방향으로 탐색하면서 흰색의 화소간의 간

격이 임계치보다 작으면 두 화소 사이의 모든 화소의 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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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그림 5. 홀 처리를 수행한 상 (a) 임계값이 2일 때, (b) 임계값이 5일 때, (c) 임계값이 10일 때

Fig 5. Obtained images with a hole filling process (a) when critical value is 2, (b) 5 and (c) 10

        (a)        (b)      (c)
그림 6.  손 역 분할 과정 (a) 이진화 상, (b) 홀 처리를 수행한 후의 상, (c) 홀 처리와 스무딩 필터링을 수행한 후의 상

Fig 6. segmentation process for hand region (a) binary image, (b) after a hole filling, (c) after a hole filling and a smoothing filtering

흰색으로 변경시키고 임계치보다 크면 두 화소 사이의 모

든 화소의 색을 검은색으로 변경시키는 동작을 수행한다. 
그림 4는 임계치가 2로 설정된 홀 처리의 동작을 보여 다. 

흰색의 밝기값을 가지는 화소사이의 간격이 임계치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그 사이 화소들은 모두 흰색으로 변경된

다. 홀 처리는 정렬 과정이 없어 수행속도가 빠르고 심

역 내의 잡음은 효과 으로 제거하는 장 을 가지지만 

심 역 이외의 부분에 생성된 잡음은 제거하지 못하고 잡

음을 더하게 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그림 5는 각각 다른 

임계값을 용한 홀 처리의 결과를 보여 다. 그림 5에서 

홀 처리가 용되는 상은 잡음제거의 성능을 확인하기 

해 이진화 수행 후 가장 잡음이 많이 발생한 그림 3(f)의 

상을 사용하 다.
그림 5(a)처럼 임계값이 무 작으면 제거되지 못한 잡음

이 존재하게 되고, 반 로 그림 5(c)와 같이 임계값이 무 

크면 잡음은 제거되지만 손가락 사이의 공간이 메워져 손 

역을 완벽히 구별해 내지 못한다. 그림 5를 통해 가장 당한 

홀 처리의 임계값이 5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b)에서 검지와 

지 사이나 배경 역의 잡음과 같이 홀 처리로 제거하지 못

한 심 역 외의 잡음을 제거하기 해서 스무딩 필터링을 

수행한다. 식 (2)는 스무딩 필터의 동작을 보여 다.
          

  










 




 




 ≥×

 다른경우
(2)

 
식 (2)에서  는 상의  좌표에서 화소의 밝기

값을 의미한다. 화소 단 로 상을 탐색하면서 심화소

를 둘러싼 일정 크기의 블록내의 모든 화소 값을 더한 값이 

식 (2)의 임계값(블록의 크기×화소 밝기의 최 값÷2)이상

이면 블록의 심화소의 색을 흰색으로 변경하고 임계값 

이하이면 검은 색으로 변경한다. 스무딩 필터링은 역통

과 필터를 수행한 것처럼 상이 다소 흐려지는 상이 발

생하지만 홀 처리를 통해 제거하지 못하는 심 역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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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역 분할 기법을 이용한 정합

Fig 7. Stereo matching by segmentation

잡음을 제거하는 데 효과 이다. 그림 6은 그림 3(f)의 상

에 홀 처리와 스무딩 필터링을 차례로 수행하는 손 역 

분할의  과정을 보여 다. 
그림 6(c)의 결과 상을 보면 그림 3(f)의 상에 존재하

는 잡음 성분이 많이 제거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을 통

해 홀 처리와 스무딩 필터링 과정을 차례 로 용하는 것

이 심 역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효과 이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2. 변이추정

스테 오 카메라로부터 획득된 좌우 상은 시 의 차이 

때문에 동일한 물체에 한 좌우 상의 좌표값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변이(disparity)라고 한다. 일반 으로 심

역의 변이를 추정할 때 심 역내의 모든 화소(pixel)의 

변이를 추정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이추정 기법 

에서 일정 역의 상 조각(image patch)을 가지고 다른 

상과의 상 계를 이용하여 변이를 추정하는 역기반 

정합기법을 이용한다. 역기반 정합은 주로 블록 단 로 

비교하여 변이를 추정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블록의 크기에 

따라 결과가 가변 이다. 블록의 크기가 작으면 속도가 빠

르지만 잡음에 취약하고 블록의 크기가 크면 잡음에 강하지

만 속도가 느리고 일종의 역통과 필터의 역할을 하여 세

한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 같은 문제 을 보안하기 해 

일반 으로 그림 7과 같이 심 역을 분할하여 이 역에

서만 변이추정을 수행함으로써 속도와 정확도를 높인다[5].
본 논문에서는 그림 7과 같이 모든 심 역에 하여 변

이를 추정하는 신 좌우 심 역의 특징 을 추출하고 비

교하는 방식으로 변이를 추정하여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기

법을 제안한다. 심 역으로 단된 화소의 좌표값들을 모

두 더하고 그 개수로 나 어 수직, 수평 으로 평균이 되는 

심좌표를 얻어내고 심 역의 특징 으로 사용한다. 
심 역의 2차원 심좌표를 얻는 방법은 다음 식 (3)과 같다.

                           

 






   (3)
  

식 (3)에서 과 은 심 역의  좌표의 값을 

한 값이고, 은 심 역내의 화소의 총 개수를 의미한

다. 이와 같이 심 역의 모든 화소들의  좌표의 순서

을 모두 더하여 화소의 총 개수 으로 나 어주면 좌우 

상에서 심 역의 심좌표 가 계산된다. 그림 

8은 식 (3)을 통해 계산된 심 역의 심좌표 를 

보여 다. 

(a)   (b) 

그림 8. 변이추정을 한 비교 범  (a) 기존의 방법, (b) 제안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방법

Fig 8. The range of correspondence for disparity estimation (a) Seg- 
mentation-based method, (b) The proposed method

  
좌우 심 역 각각의 심좌표를 식 (4)에 입하여 깊

이 정보를 얻어낸다. 식 (4)에서 는 계산된 거리를 의미한

다. 식 (3)을 이용하여 얻은 2차원 심좌표에 를 추가하

여 3차원 공간좌표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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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그림 9. 경계 세선화 과정 (a) 소벨 필터를 이용한 경계 상, (b) 손 역 분할 상, (c) 세선화된 경계 상

Fig 9. Edge thinning process (a) edge image with Sobel filtering, (b) segmented hand image and (c) Image after an edge thinning process




  (4)   

여기서 는 두 카메라 즈 심 간의 거리를 나타내고 

는 두 즈의 거리를 나타낸다. 과 은 좌우 

심 역의 x축 심좌표이다. y축 변이는 없다고 가정하

다. 는 실험을 통해 계산되는 가 치로 원하는 단 의 

값으로 환산할 때 사용한다. 실험을 통해 깊이 정보를 센티

미터(cm) 단 로 측정하기 한 α의 값은 15.74임을 확인하

다.

3. 손동작 인식

제안하는 시스템은 식 (3)을 통해 얻은 좌우 심 역의 

심좌표에 식 (4)를 이용하여 구한 측정 거리를 추가하여 

구성한 3차원 공간좌표를 마우스 포인터가 추 하도록 하

여 심 역인 손을 이용하여 마우스를 제어한다. 한 손

가락 개수를 계산하여 손동작을 인식하고 지정된 손동작을 

마우스의 클릭 동작과 연계하여 손으로 마우스의 동작을 

구 한다. 스테 오 카메라에서 획득된 좌우 상  하나

의 상을 지정하여 손 역의 경계를 구하고, 식 (3)에서 

계산된 심좌표를 심으로 하는 원과의 교 의 개수를 

이용하여 손가락의 개수를 계산한다. 먼  추출된 역에 

소벨 필터(Sobel filter)를 거쳐 경계 상을 구하고 획득된 

경계는 원과 한 개의 교 만을 가지도록 세선화(edge thin-
ning) 과정을 거친다. 그림 9의 세선화 과정에서는 획득된 

경계 상과 소벨 필터를 거치기 의 손 역 분할 상과

의 뺄셈 연산이 수행된다. 
이 게 하면 획득된 경계 상에서 심 역으로 분리된 

안쪽 화소들이 지워져 심 역을 둘러싼 가는 경계만 남는

다. 뺄셈 연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음의 화소값들은 clipping 
기법을 사용하여 그 밝기값을 0으로 한다. 손가락 개수를 

구하기 한 원의 반지름은 카메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손 

역의 크기에 따라 가변 으로 변하게 한다. 즉, 식 (5)과 

같이 심좌표로부터 22.5∘씩 16방향을 검색하여 경계와 

만나는 과 심좌표와의 거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추출

된 손 역의 크기를 추정하고 원의 크기를 결정한다. 









  (5)   

식 (5)에서 는 경계와 만나는 16개의 들과 심좌표

간의 거리 값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배열의 번째 값을 

의미한다. 경계 상과의 16개의 교 들  그림 10에서 일

부 노란색 과 같이 손목이나 손가락의 끝 부분에서의 

심으로부터 거리가 긴 교 이나 반 로 손가락 사이의 부

분에서의 심으로부터 거리가 짧은 교 은 다섯 손가락을 

모두 경유하는 한 반지름 을 추정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손가락을 모두 경유하는 한 반

지름 을 구하기 해 식 (5)와 같이   가장 큰 값 2개

와 가장 작은 값 2개를 제외한 12개의 값의 평균값을 이

용한다. 이때 가 치 ⍺는 사용자가 손을 폈을 때 원이 다

섯 개의 손가락과 모두 겹쳐지도록 반지름 의 값을 조

하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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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가상공간을 제어하는 시스템

Fig 11. System to control the virtual space

원과 만나는 교 의 개수는 식 (6)을 이용하여 손가락의 

개수 으로 변환된다. 원과 경계의 교 은 다섯 개의 손가

락과 손목에 각각 2개씩 12개가 생성되며 손목에서의 교

을 제거하기 해 총 교 의 개수에서 2를 뺀다. 그 후에 

손가락 하나의 경계와 원은 두 번 교차하기 때문에 교 을 

2로 나 었으며 그 값을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수행

하는 함수에 입하여 자연수로 나타낸다. 
                      


 

      (6)  

       
그림 10은 제안한 손동작 인식 알고리즘을 용한 상

을 보여 다. 노란색 들은 심좌표로부터 검색된 16방

그림 10. 경계와의 교 을 이용하여 원을 그린 상

Fig 10. Circle by using intersected points with an edge map

향에서 경계와 만나는 을 나타내고 연두색 들은 원과 

경계와의 교 을 나타낸다. 식 (3)을 통해 심좌표와 식 

(5)를 통해 얻은 반지름 을 이용하여 원을 그리고 22.5˚씩 

16방향으로 상을 탐색하여 경계와의 교 을 상에 표시

한다. 식 (6)을 사용하여 손가락의 개수 을 얻어내어 손의 

모양을 인식하고 마우스에서의 특정 동작과 연계한다. 

4. 3차원 가상공간의 구

3차원 좌표가 마우스 포인터를 추 하는 동작을 수행하

는 이어를 제작하 다. 한 마우스 포인터의 움직임

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공간과 이어를 제작하 다. 
3차원 가상공간은 OPENGL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사용하여 제작하 다. 가상공간은 마우스 포인

터의 움직임을 따라 미로 찾기를 할 수 있도록 제작하 으

며 심 역의 상하, 좌우, 후의 3차원 인 움직임을 따

르도록 제작하여 사용자는 손의 움직임으로 가상공간 상의 

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1은 제안한 모든 알고리즘과 동작을 포함하여 제

작한 시스템의 이어를 보여 다. 버튼을 통해 카메라

로부터 얻은 좌우 원 상과 알고리즘을 거쳐 변이추정에 

쓰이는 상을 보여 다. 3차원 좌표를 마우스 포인터와 연

결시키는 추  동작, 그리고 OPENGL을 이용하여 제작한 

가상공간의 구동은 별도의 버튼으로 동작 시키도록 하 다. 
간단한 마우스의 동작을 설명하는 박스와 좌우 상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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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2. 거리에 따라 측정결과 (a) 변이, (b) 실제거리와 측정거리의 오차

Fig 12. Experimental results with distance (a) disparity and (b) the error between measured and real distances

원 심좌표, 그리고 알고리즘을 통해 추정한 좌우 특징

간의 변이값과 식 (4)를 이용하여 얻은 실제거리의 측정치

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도록 제작하 다. 조명에 향을 비

교  덜 받는 YCbCr 색차 구조를 사용하여 피부를 추출하

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 피부로 인식되는 색차 정보의 값도 

유동 이기 때문에 색차 구조의 조건을 조 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로 구 하 다. 
   

Ⅲ. 실험 조건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실시간 변이추정 알고리즘의 성

능을 검증하기 해 거리에 따라 얻은 깊이 정보와 실제거

리 값과의 오차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에는 

범용 스테 오 카메라(모델명 : BUMBLEBEE XB3)를 이

용하 고, 홀 처리의 임계치가 되는 화소의 개수는 5이고, 
스무딩 필터의 마스크의 크기는 5×5를, 임계값은 3188 
(25×255÷2)을 사용하 다. 처리 속도는 당 약 10~11 

임의 속도를 보 다. 
그림 12(a)의 실제거리에 따른 좌우 상의 심 간의 

차이, 즉 식 (4)에서  를 그래 로 보여 다. 거리

에 따라 획득된  과 실험에 사용된 카메라의 라

미터 값, (12)와 (60)를 식 (4)에 입하여 측정거리 를 

획득한다. 측정거리 를 센티미터(cm) 단 로 변경하기 

한 α값은 실험 으로 평균 15.74를 가짐을 확인하 다. 그
림 12(b)는 식 (4)를 통해 측정된 거리 와 실제거리와의 

차이를 그래 로 보여 다. 좀 더 정량 인 실험결과를 얻

어내기 해 식 (7)과 식 (8)을 통해 획득한 깊이 정보와 

실제거리의 오차와 평균 오차거리를 측정하 다. 

오차 실제거리측정거리      (7)

평균오차총실험시행횟수
시행한오차의총합

     (8)

실제거리와 측정거리와의 차이의 값을 오차로 계산

하여 반복 시행하 다. 한 식 (8)을 통해 같은 실제거리를 

두고 계산된 오차간의 평균을 계산하여 좀 더 정확한 성능

을 측정하고자 하 다. 이와 같이 정량화한 실험결과를 표 

1에 정리하 다. 

카메라로부터의 거리(cm) 제안한 알고리즘의

평균 오차거리(cm)
제안한 알고리즘의 

평균 오차율(%)

20 ∼ 40 1.75 5.83

40 ∼ 150 0.5 0.53

150 ∼ 250 6.8 3.4

표 1. 측정거리의 평균 오차

Table 1. The average error of measured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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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근거리(40~150cm)에서는 높은 신뢰도를 보

지만 40cm 미만의 거리에서 큰 오차율을 가졌다. 이는 제

안 인 스테 오 카메라의 좌우 화각으로 인해 카메라에 

심 물체가  근 할수록 좌우 상에 맺히는 심 물

체의 응 역이 차 어들기 때문이다. 한 200cm 이
상의 거리에서도 오차율이 증가하는데 이는 거리에 증가함

에 따라 좌우 상에 맺히는 심 물체의 응 역 정보량

이 차 감소하기 때문이다.
한 손가락의 개수에 따라 마우스의 동작을 연결시키고 

인식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마우스 동

작 구분은 손가락의 개수에 따라 다르게 응시켰다. 손가

락의 개수가 1개 이상일 때는 마우스의 이동 동작에 응시

키고 1개일 때는 좌클릭 동작에 응시켰다. 

표 2. 손가락 개수 인식률

Table 2. The correct recognition rate 

손가락 개수 인식률 (%)

1 89

2 87

3 90

4 97

5 88

평균(%) 90.2

표 3. 손동작 인식 성공률

Table 3. The success rate of hand shape recognition 

마우스 동작 구분 성공률(%)

이동 97

좌클릭 73

표 2는 실험을 통해 손가락의 개수를 세는 동작의 인식률

을 보여 다. 평균 으로 90.2%의 인식률을 보 다. 표 3을 

통해 마우스의 이동 동작에서는 97%의 성공률을 보 으나 

좌클릭 동작의 성공률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는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유사한 방식으로 심 역

의 깊이를 추정하는 알고리즘들과의 평균 오차율을 비교한

다. 비교하는 첫 번째 알고리즘은 심물체주 의 비슷한 

색상이나 반사 에 의해서 물체가 뚜렷하게 인식되지 못하

여 오차가 생기는 문제 을 개선하기 해서 이  선

을 물체에 주사하여 그 원을 인식하여 거리를 구한다
[11]. 두 번째 알고리즘은 좌우 각각의 상으로부터 심 물

체의 심 을 찾고, 이들 간의 응성을 비교한 변이를 추

출하여 이동하는 물체의 3차원 좌표의 실시간 획득을 목표

로 한다. 빠른 연산을 해 상의 크기를 축소한 후, 심 

물체의 색상의 특징을 이용하여 이진화를 수행하고 심

을 찾는 부분도 제안하는 알고리즘과 상당히 유사하다
[12].

표 4. 기존 연구와의 결과비교

Table 4. Performance comparison of the proposed algorithm with a 
conventional algorithm

카메라로부터 

거리(cm)
기존 알고리즘의 

평균 오차율(%)[11]
기존 알고리즘의 

평균 오차율(%)[12]
제안한 알고리즘의 

평균 오차율(%)

20~40 6.2 4.8 5.8

40~60 5.6 4.4 0.6

60~80 4.6 3.3 0.2

80~100 3.6 2.9 0.2

표 4를 통해 심 역의 특징 을 이용한 깊이추정에 있

어서 기존의 알고리즘에 비해 제안한 알고리즘이 향상된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 론

3차원 공간에서 한 이 좌우 상에 투 되는 응 을 

찾아내는 정합과정은 스테 오 비젼에서 매우 요한 과정

이다. 정합할 심 역에 포함된 모든 화소를 가지고 응

을 구하는 역기반의 정합방식은 연산량이 많아서 처리

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역기반의 정합과정의 연산량을 이기 

해 심 역의 심좌표만을 추출하고 정합과정에 사용

하여 실시간으로 깊이 정보를 얻어내는 시스템을 구 하

다. 시스템은 피부색이 가지는 색차 구조상의 특징을 이용

하여 손의 심좌표를 획득하고 정합에 사용하여 손의 깊

이 정보를 얻어낸다. 심좌표에 깊이 정보를 추가한 3차원 

좌표를 획득하고 좌표의 움직임을 마우스 포인터가 추 하

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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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특징  기반의 변이추정 방법은 깊이 정보의 실

시간 획득을 해 좌우 상의 응 역을 상당히 축소한

다. 깊이추정에 사용되는 상의 정보가 격히 어들었

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시간 거리 측정 알고리즘과 비

교할 때 근거리에서 높은 신뢰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정합에 사용되는 상 정보의 축소

는 빠른 깊이의 추정을 가능  하지만 반 로 정확한 깊이 

추정이 가능한 거리는 어드는 결과를 가진다. 앞으로 깊

이추정의 정확성과 실시간성을 유지하면서 깊이 추정이 가

능한 거리 역을 확장하는 효과 인 방법에 한 연구가 

향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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