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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확장되어가는 여가 시간에 간단한 사진 한장만으로 보다 쉽고 편한 손 을 분석하기 한 

손  추출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은 손의 형태학  정보와 8 방향 윤곽선 추  알고리즘을 용한다. 

상으로부터 손 을 추출하기 해서 색상 분포 상을 Red, Green, Blue에 해당되는 RGB 값을 밝기에 큰 

향을 받지 않는 YCbCr 컬러 모델로 변환한다. YCbCr 컬러 모델에서 Y:65~255, Cb:25~255, Cr:130~255에 해

당되는 피부색 임계치를 이용하여 손 역을 추출한다. 추출된 손 역에서 내부 픽셀의 3:1 이상, 체 상

의 2:1이상인 손의 형태학  정보와 8 방향 윤곽선 추  기법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한다. 잡음이 제거된 손 

상에서 스트 칭 기법과 소벨 마스크를 이용하여 에지를 추출한다. 추출된 에지 상에서 블록 이진화 기법

을 이용하여 이진화한 후에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픽셀 이상이고 20픽셀 이하인 손 의 형태학  정보를 이용

하여 잡음  손의 윤곽선을 제외한 손 을 추출한다. 추출된 손 에서 Labeling 기법을 이용하여 개별 손

의 요선을 추출한다. 핸드폰 카메라에서 획득한 손바닥 상을 상으로 실험한 결과, 제안된 방법이 손  

추출에 효율 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method to extract palm lines and read it with simple techniques from one photo. We use 

morphological information and 8-directional contour tracking algorithm. From the digitalized image, we transform original RGB 

information to YCbCr color model which is less sensitive to the brightness information. The palm region is extracted by simple 

threshold as Y:65~255, Cb:25~255, Cr:130~255 of skin color. Noise removal process is then followed with morphological 

information of the palm such that the palm area has more than quarter of the pixels and the rate of width vs height is more than 

2:1 and 8-directional contour tracking algorithm. Then, the stretching algorithm and Sobel mask are applied to extract edges. 

Another morphological information that the meaningful edges(palm lines) have between 10 and 20 pixels is used to exclude noise 

edges and boundary lines of the hand from block binarized image. Main palm lines are extracted then by labeling method. This 

algorithm is quite effective even reading the palm from a photographed by a mobile phone, which suggests that this method could 

be used in various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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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  시 부터 사람들은 미신에 한 존재에 의지

하며 사람의 운명이나 미래를 알고 싶어 했다.  

사회는 의학, 자동화, 디지털화 등이 속도로 발 함

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에 해 궁 해 

한다. 자신의 운세, 타로, 별  등의 을 보러 다니거

나 인터넷 정보를 활용한다. 그러나 손  같은 자신의 

신체 일부의 을 야 하는 경우에는 한계 이 있다

[1].

손 의 기본선은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운명선이

다[2]. 생명선은 엄지와 검지의 사이에서 나와 엄지구

와 손바닥의 앙부에 우묵한 부분의 경계에서 아래

로 달려 손목에 이르는 굵은 을 의미한다. 생명선은 

수명의 장단과 건강 상태를 나타낸다. 사람이 살아가

는 가운데 제일 요한 선이다. 생명선이 굵고 게다가 

깊고 길게 하게 뻗어나가 도 에 아무런 장애도 

없고 흉한 기호도 없는 아름다운 담홍색을 가진 것이 

제일 최상의 상이다. 두뇌선은 생명선과 체로 같은 

부분, 즉 검지와 엄지의 사이에서 나와 손바닥의 

앙, 혹은 비스듬히 월구 쪽으로 달리고 있는 굵은 

을 의미한다. 두뇌선은 지혜, 단력, 직감력, 천분, 지

능의 움직임을 나타내며 그 외에 생활력에도 요한 

향을 주는 이다. 감정선은 두뇌성 에 있는 으

로 새끼손가락의 아래에 으로 달리는 굵은 을 의

미한다. 감정선은 조  넓고 다소의 갈라진 과 흐트

러짐이 있는 것이 좋은 상이다. 이러한 을 가진 사

람은 감정이 풍부하고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감정을 

잘 표 하고 살아있는 감정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 감정선은 길수록 정 이고 짧은 감정선은 단

순히 정에 움직이지 않는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운명

선은 손목 근처에서 시작해 지를 향해 뻗어나가는 

선이 모두 운명선으로서 운세나 환경의 변화를 나타

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손의 사진을 이용하여 다양

한 손  에 4가지 손  요선인 생명선, 두뇌선, 

운명선, 감정선을 8 방향 윤곽선 추  기법[3,4]을 이

용하여 추출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Ⅱ. 제안된 손  역 추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손 역을 추출하는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RGB 컬러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을 YCbCr 컬러 공간으로 변환한다. 변환된 컬러

공간에서 Y : 65～255, Cb : 25～255, Cr : 130～255

에 해당하는 피부색 역 부분을 추출한다[5]. 추출된 

피부색 역에서 손 역의 내부 픽셀 비율이 3:1 이

상이고, 원 상에서 가로, 세로 비율이 2:1 이상인 손

의 형태학  특징을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한다.

그림 1. 손 역 추출 
Fig. 1 Extracting Palm Area 

손 역에서 에지를 추출하기 하여 소벨 마스크

를 용하기 에 손 역의 히스토그램(Histogram)

값이 왼쪽, 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상황을 그

림 2와 같이 펼쳐주기 해 스트 칭(Stretching)기법

을 용한다. 본 논문에서 스트 칭은 식(1)을 용한

다.

 


(1)

그림 2. 스트 칭의 개념
Fig. 2 Concept of the Stretching

스트 칭 된 상에서 손 역의 윤곽선과 손  

역을 추출하기 해 3×3 소벨 마스크를 이용하여 에

지를 추출한다. 추출된 에지는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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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트 칭  소벨 에지 용 
Fig. 3 Applying stretching algorithm and Sobel mask

추출된 에지에서 블록 이진화 방법[6]를 용하여 

이진화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블록 이진화
Fig. 4 Block Binarization

블록 이진화가 용된 상에서 8 방향 윤곽선 추

 알고리즘을 용하여 손 을 제외한 잡음과 손의 

경계선을 제거한다. 

8 방향 외곽선 추  알고리즘의 진행 방향은 재 

픽셀 치에서 모두 8개의 이동 가능한 방향이 존재

한다. 그림 5와 같이 각각의 이동 방향에 하여 0부

터 7까지의 번호를 부여한다.

그림 5. 8 방향 윤곽선 추  과정
Fig. 5 8-directional Contour Tracking Process 

그림 5와 같은 8 방향 윤곽선 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계 1. 상을 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

로 스캔하면서 객체 픽셀을 탐색한다. 객

체 픽셀을 찾으면 이 좌표를 시작으로 윤

곽선 추 을 시작한다. 기 추  진행 방

향은 d=0로 설정한다.

단계 2. 윤곽선 추  진행 방향에 객체 픽셀이 존

재하는지를 검사한다.

단계 3. 만약 진행 방향에 객체 픽셀이 존재하면 

해당 픽셀로 이동하고 윤곽선 추  방향

을 d=d-2로 변화시키고 단계 2로 간다.

만약 진행 방향에 객체 픽셀이 존재하지 

않으면 외곽선 추  방향을 d=d+1로 변화 

시키고, 단계 2로 간다.

단계 4. 외곽선 추  에 재 필셀 치가 외곽

선 추  시작 좌표와 같고, 진행 방향이 0

인 경우에는 윤곽선 추 을 종료한다.

8 방향 윤곽선 추  방법을 용하여 각 객체를 추

한 후에 잡음과 손의 경계선을 제거하기 하여 잡

음 제거 범 를 설정한다. 설정을 한 범 는 체 

상에서 손 역이 가로 비율이 3:1 이상이고, 세로 

비율이 3:1 이상인 역을 검색한다. 검색된 역 

에서 각 객체의 크기가 가로 10픽셀 이상, 20픽셀 이

하이며, 세로 10픽셀 이상, 20픽셀 이하인 객체를 제

외한 모든 역을 제거한다. 손 을 제외한 모든 객체

와 원 상 간의 AND 연산을 수행한다. 손 을 제외

한 모든 역을 제거한 후에 원 상에서 손 을 추

출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잡음 제거 결과
Fig. 6 After Noise Removal

Ⅲ. 손  요선 추출

본 논문에서는 손  요선을 이용하여 손 을 분

석한다. 손  요선은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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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총 4가지 선으로 정의된다. 4가지의 손  요선을 

추출하기 하여 라벨링(Labeling) 기법을 용한다. 

그림 7은 손 의 요선을 표시한 손의 형태이다.

그림 7. 4가지 손  요선
Fig. 7 4 Main Palm Lines

손  요선을 기반으로 추출된 손  역 에 작

은 손 을 제외한 큰 역을 라벨링 한다. 라벨링된 

상에서 4가지 손  요선 역 이외의 역을 제

거하기 해 객체의 크기가 20 픽셀 이하인 경우는 

식 (2)를 용하여 제거한다. 식 (2)에서 area는 각 픽

셀별 역 크기이고  X는 최소 픽셀값, cnt는 라벨링

된 역별 숫자이다.

    
  

(2)

라벨링된 역의 크기가 20 픽셀 이상인 경우에는 

손 에 해당되므로 손 과 손  사이의 거리를 측정

한다. 측정된 손  사이의 거리 값이 4 이하인 손 은 

같은 손 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기 해 각 픽셀

별로 쪽, 왼쪽으로 3픽셀까지 검색한다. 검색된 

역의 x와 y축 값을 이용하여 각 손  역 별로 구분

하기 해 Red Color로 표시한다. 손  별로 객체가 

나 어진 Red Color 박스에 따라 라벨링된 번호를 우

측 상단에 표시한다. 라벨링과 라벨링 번호를 표기한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라벨링 객체를 그림 7과 같은 4가지 손  요선 

정보를 이용하여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운명선 등을 

분류한다. 제안된 방법으로 생명선, 두뇌선, 감정선, 

운명선을 분류한 화면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8. 라벨링된 결과 
Fig. 8 Labelling Result

그림 9. 요 손 선의 다이얼로그 화면
Fig. 9 Dialogue Screen of Main Palm Lines

Ⅳ. 손  요선 분석

본 논문에서는 사진별로 달라지는 손 의 길이를 

일정한 길이로 정량화하기 하여 각 손 의 길이를 

식(3)에서 식(6)까지를 용한다. 각 식에서 식(3)은 

생명선 길이, 식(4)는 두뇌선 길이, 식(5)는 감정선 길

이와 식(6)은 운명선 길이를 계산한다. 각 식에서 

은 라벨화된 역별 최소 값, 는 최  값, 1은 

최소 값, 는 최  값으로 정의하고, 와 

는 원본 이미지의 각 세로  가로의 길이이

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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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손 의 굵기는 라벨링된 손 별 픽셀 수를 식(7)에 

용하여 계산한다. 식(7)에서 Y는 라벨링된 각 손  

역의 픽셀 수이다.

 


 

 

 

(7)

계산된 세로  가로 길이와 생명선, 두뇌선, 감정

선, 운명선의 값(X)을 각각 비교하여 그 비율을 계산

한 후에 손 의 운세 정보를 추출한다. 4가지 손  

요선의 운세 정보에 한 결과 분석 과정은 그림 10

에서부터 그림 13과 같다.

그림 10. 생명선 결과 추출
Fig. 10 Extracting Life Line Result

그림 11. 두뇌선 결과 추출
Fig. 11 Extracting Brain Line Result

그림 12. 감정선 결과 추출
Fig. 12 Extracting Emotion Line Result

그림 13. 운명선 결과 추출
Fig. 13 Extracting Destiny Line Result

Ⅴ. 실험  결과 분석

실험 환경은 Intel Pentium-(R) 3GHz CPU와 2GB 

RAM이 장착된 IBM 호환 PC상에서 VC++ 6.0으로 

구 하 고, 상은 휴 폰 SPH-W2900 모델에서 

130만 화소 카메라로 촬 하 다.

실험 상은 카메라로 획득한 상을 상으로 

용하 다.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손  역을 추출 

하고 라벨링한 후에 손  역의 번호를 부여하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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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손  요선의 운세 정보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손 의 운세 정보 결과
Fig. 14 Palm Reading Result Screen

제안된 손  추출 방법을 실험한 결과, 제안된 방

법을 이용하여 손 의 길이와 굵기에 따라 한 손 별

로 6가지의 운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4

가지 손  요선에 따라 서로 다른 운세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 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손  역을 추출하는 방법과 추출

된 손  요선을 이용하여 운세 정보를 분석하는 방

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방법에서 손 역을 추출하

기 한 처리 단계로 원 상을 YCbCr 컬러로 변

환하 다. 변환된 상에서 피부색 컬러 정보를 이용

하여 손 역을 추출하 다.

추출된 손 역에서 손 을 추출하기 해 스트

칭 기법과 소벨 마스크를 용한 후에 블록 이진화와 

8 방향 윤곽선 추출 기법을 용하여 손  역을 추

출하 다.

추출된 손  역에서 라벨링 기법을 용하여 각 

손 별로 사진의 비율에 맞게 그 길이와 굵기를 정량

화하 다. 정량화된 손  역에서 4가지 손  요선

을 분류한 후, 분류된 개별 손 의 길이와 굵기를 이

용하여 손 별로 운세를 분석하 다.

향후 연구 과제는 추출된 손 과 손 의 운세 정보 

분석 결과를 장  리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

이스와 연동할 것이고 손 별로 길이와 굵기 정보뿐

만 아니라 손 의 형태학  특징 정보를 추출하여 다

양한 운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확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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