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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손 모양 인식은 자연스러운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을 위한 기반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Kinect 기반 손 모양 인식을 위해 효과적으

로 손 영역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Kinect는 컬러 영상과 적외선 영상(혹은 깊이 영상)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카

메라이기 때문에, 손 영역을 검출하는 과정에서 컬러 정보와 깊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즉, 손 영역은 스킨 컬러를 가지는 영역으

로 검출될 수도 있으며, 일정한 깊이 값을 가지는 영역으로 검출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들의 성능을 분석하여, 손 영역의

실루엣이 깔끔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적절히 결합하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손 모양 인식률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이다. 최종

적으로 일반적인 환경에서 손 영역 검출 방법의 차이에 따른 손 모양 인식률을 비교함으로써, 성능이 우수한 손 영역 검출 방법을 제

안한다.

Abstract

Hand shape recognition is a fundamental technique for implementing natural human-computer interaction. In this paper, we 
discuss a method for effectively detecting a hand region in Kinect-based hand shape recognition. Since Kinect is a camera that can 
capture color images and infrared images (or depth images) together, both images can be exploited for the process of detecting a 
hand region. That is, a hand region can be detected by finding pixels having skin colors or by finding pixels having a specific 
depth. Therefore, after analyzing the performance of each, we need a method of properly combining both to clearly extract the 
silhouette of hand region. This is because the hand shape recognition rate depends on the fineness of detected silhouette. Finally, 
through comparison of hand shape recognition rates resulted from different hand region detection methods in general environments, 
we propose a high-performance hand region dete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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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손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수단이

다. 그리고, 가장 친근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손
은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에서도 자연스럽고 효

과적인 수단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컴퓨터 비

전 관련 분야에서는 그 동안 손 모양 및 동작을 인식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 왔다. 가능한 손 모양에 관

한 영상 혹은 이로부터 추출된 특징 벡터 등의 데이터베

이스를 만들어 두고, 단순히 2D 패턴 매칭이나 특징 벡터

비교를 통해 손바닥 포즈나 손 모양을 인식하기도 하고
[1][2][3], 손의 기하학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손가락을 검출

하여, 손가락의 수로부터 손 모양을 인식하기도 하고
[2][3], 

손의 정확한 3D 모델을 미리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손 모델을 카메라 영상 상의 2D 손 영상과 매칭시키는

방법으로 손 모양을 인식하기도 한다
[4]. 그러나, 기존 방

법들은 대부분 컬러 영상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양질의

컬러 영상 획득이 불리한 환경에서는 제대로 동작하기

힘들다. 또한, 대부분 컬러 정보를 이용하여 손 영역을

제대로 검출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 환경에

서는 이러한 가정은 쉽게 만족되지 못한다. 무엇보다 2D 
컬러 정보만을 사용해서는 손의 3D 움직임을 제대로 인

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컬러 정보 이외의

부가적인 정보를 활용한 방법이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정보가 깊이 정보이다. 기본적으로 깊

이 정보를 얻는 방법은 다수의 카메라 영상이나 단일 카

메라의 여러 시점의 영상을 획득한 후, 각 픽셀의 시차

값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상당한 계

산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손동작 인식과 같은 실시간

응용 분야에서는 적합하지 못하다. 그러나, 최근 Kinect
의 등장으로 컬러 영상과 함께 깊이 영상도 실시간으로

획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5]. 그러므로, 기존의 손 모양

및 동작 인식 방법과는 달리 손 영역의 검출에 컬러 영상

과 깊이 영상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배경이나 열

악한 조명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손 영역 검출이나 손

바닥 포즈 추정이 가능하며
[6], 손의 3D 움직임에 대한 인

식도 용이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Kinect에 기반한

손 모양 및 손 동작 인식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에 대한

보고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6][9][11][12]. 

본 논문에서는 Kinect에 기반한 손 모양 및 동작 인식 시

스템 개발을 목표로 두고. 높은 인식률을 달성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둔다. 시스템의 인식률을 결정하

는 요건은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카메라 영상으로부터 손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과 검출된 손 영역의 모양을 인식하

는 방법의 성능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Kinect 영상으로부터 손 영역을 정확하게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몇 가지 검출 방법을 제시하고, 각 방법을

이용하여 손 영역을 검출한 후, 주어진 손 모양 인식 방법을

이용하여 검출된 손 영역의 모양을 인식하여 인식률을 비

교, 분석함으로써, 성능이 우수한 검출 방법을 제안한다. 그
러나, 본 논문의 목적은 손 영역을 검출하기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깊이 정보

와 컬러 정보에 대해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기존의 검출

알고리즘을 Kinect 영상에 적용했을 때 정확한 손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서 깊이 정보와 컬러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

는 것이 유리한가를 분석하는 데 있다. 
Kinect를 이용한 손 동작 인식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Kinect SDK 함수를 활용함으로써 구현상의 편의 및 검출

성능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
[9]. 즉, Kinect SDK를 이용하면

사용자의 몸 전체 골격을 얻을 수 있고, 이로부터 손의 대략

적인 위치를 쉽게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손 영역 검출을

위한 전처리 단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항상 사

용자가 몸 전체가 카메라 영상 내에 들어가야 한다거나 사

용자가 다른 물체를 들고 있거나 하는 경우 정확한 골격

모델을 얻을 수없다는 제약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는 이러한 전처리 단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본 논문에

서 사용되는 Kinect 기반 손 모양 인식 방법에 대해 간략

히 설명한다. Ⅲ장에서는 Kinect 영상으로부터 손 영역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제

시된 각 손 영역 검출 방법을 이용했을 때의 손 모양 인식

률을 비교,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본 논문의 결

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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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Kinect 기반 손 모양 인식 방법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손 모양 인식 방법은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을 함께 사용한다. 그러므로, 양질의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Kinect
는 이러한 목적에잘부합하는 장치이다. 컬러 영상은 일반

적인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센서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측

정하는 수동적(passive) 획득 방식으로 얻어지고, 깊이 영상

은 적외선 LED를 사용하여 적외선 패턴을 장면에 투사하

고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삼각측량법에 의

해 깊이 값을 추정하는 능동적(active) 획득 방식으로 얻어

진다. 측정된 깊이 정보는 실제 값과 선형적으로 일치하지

는 않지만, 일정 범위(대략 3m) 이내에서는 상당히 정확하

다
[7]. 그림 1은 Kinect를 사용하여 획득된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의 예를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RGB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가 서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영상은완전히 일

치하지않는데, 두 카메라 사이의 기하 관계는 카메라 보정

기법을 활용하거나
[8] Kinect SDK의 맵핑함수로부터 얻어

질 수 있다
[5]. 

(a) 컬러 영상 (b) 깊이 영상

그림 1. Kinect의 두 (컬러+깊이) 입력 영상
Fig. 1. Two (color+depth) source images of Kinect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이 주어졌을 때, 손 모양을 인식하

는 과정은 Han의 방법[6]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본 논

문에서는 전체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손 모양 인식을 위한첫번째단계는 손 영역을 검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다만, 
검출된 손 영역이 팔부분을 포함하게 되면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없기 때문에, 팔부분은 제거하는처리가필

요한데, 이는 손과 팔의 기하학적인 차이를 이용한 방법
[6]

을 이용할 수 있다. 팔부분이 제외된 손 영역이 얻어지면, 
다음으로 손바닥 중심점을찾는다. 이는 손 영역에거리변

환을 적용하여 가장 큰값을 가지는 픽셀을찾음으로써 수

행된다. 중심점의 거리 변환 결과 값을 반지름으로 가지는

원을 그려보면, 손바닥 영역과 거의 일치한다(그림 2b 참
조). 다음으로 손가락 끝을 찾는다. 이를 위해 손의 외곽선

을 검출하고 외곽선의 기울기를 분석하여 기울기가급격하

게 변하는 지점을 찾아서 손가락 끝 후보를 찾는다(그림
2c). 그러나 이 후보에는 손가락 끝뿐만 아니라 손가락 골

등도 포함이 되는데, 손가락 골은 외적의 세 번째 요소가

양수가 되는 곳을 제외함으로써 제거한다. 남은 후보를 가

까운거리의 후보끼리 그룹으로 묶어서 각 그룹의평균위

치를 찾으면 그림 2d와 같이 손가락 끝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손 모양은찾아진 손가락의 수에 의해

인식된다.

그림 2. 손 모양 인식을 위한 처리 과정
Fig. 2. Process flow for hand shape recognition

그러나, 잡음의 영향이나 카메라 시점의변화에 따라 펴

지지않은 손가락이 펴진 것처럼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발

생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처리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 
손가락 끝과 손바닥 중심점을 잇는 선(그림 3a의 붉은 선)
과 수직인 선(그림 3b의 노란 선)이 손의 외곽선과 만나는

그림 3. 손 모양 인식을 위한 처리 과정
Fig. 3. Process flow for hand shap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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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점을 구한 후, 두 점의 중점을 구해가는 방식으로 각 손

가락의 골격을 검출한 후(그림 3c 참조), 골격의길이가 일

정 길이 이하가 되면 이와 관련된 손가락 끝은 제거된다.

Ⅲ. 손 영역 검출 방법

앞서 설명한 손 모양 인식 방법은 손 영역 검출 결과에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인식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손 영

역을 정확하게 검출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장

에서는 입력 영상으로 주어진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으로

부터 손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1. 깊이 영상 기반 손 영역 검출

손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깊이 영상을 주 정보로, 컬러

영상을 보조 정보로 사용한다. 이는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에서 손은 일반적으로 카메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만, 사용자 영역

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는 객체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컬러 영상 정보를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컬러 공간을 YCbCr로 변환한 후, Cb와 Cr값을 문턱 값

처리함으로써 스킨 컬러를 가지는 픽셀을 검출한다. 그림
4는 CBfrom = 70, CBto = 155, CRfrom = 130, CRto = 160일
때, 조건 {(CBfrom ≤ Cb ≤ CBto) ∩ (CRfrom ≤ Cr ≤ CRto)} 
을 만족하는 픽셀을 검출한 결과이다. 검출 결과는 문턱값

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문턱값은 실험환경에 따라 적절

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스킨 컬러의

그림 4. 컬러 영상으로부터 스킨 컬러를 가진 픽셀 검출
Fig. 4. Detection of pixels having skin colors from a color image

확률적인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보다 일반적인 스킬 컬러

모델
[10]

을 획득, 사용할 수도 있다.  
스킨 컬러로 검출된 픽셀들의 깊이 값을 비교하여 카메

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픽셀들의 평균 깊이를

Depthmin이라고 할 때, 깊이 영상을 조건 (Depthmin - 
Rangeminus ≤ depth ≤ Depthmin + Rangeplus)을 이용하여

문턱 값 처리함으로써 손 영역을 검출한다. 그림 5는
Rangeminus = 500, Rangeplus = 1000을 사용한 결과이다.
검출된 손 영역은 여전히 에러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 그림 6에서 보는 것처럼 거리 변환을

적용하여 거리 값이 가장 큰픽셀을 포함하는 영역만을남

그림 5. 깊이 영상에 문턱 값 처리를 적용한 손 영역 검출
Fig. 5. Hand region detection by applying thresholding to a depth im-
age

그림 6. 거리 변환을 이용하여 검출된 손 영역으로부터 에러 제거
Fig. 6. Error elimination from detected hand regions using distance 
transform

그림 7. 미디언 필터를 사용한 평활화
Fig. 7. Smoothing using median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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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다. 또한, 잡음 등의 영향으로 손 영역의 실루엣이 부드럽

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완화하기 위해 미디언필터를 적용

한다. 그림 7은 필터 크기를 7로 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

다. Kinect로부터 사용자 사이의 거리가 대략 1.5 ~ 2m 정
도일 때, 필터의 크기를 7로 했을 때 가장좋은 성능을 가졌

다. 

2 컬러 영상 기반 손 영역 검출

손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컬러 영상을 주 정보로, 깊이

영상을 보조 정보로 사용한다. 이는앞서설명한 깊이 영상

기반 방법의 조건 “손이항상 카메라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

에 존재한다.”는 항상 성립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깊이 영

상은 컬러 영상에 비해 해상도가낮기 때문에(실제 깊이와

측정된 깊이 값은 비선형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
[7]), 컬러

영상을 이용한 분할이 보다 세밀하게 손 영역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한다. 다만, 사용자 영역 이외에 스킨 컬러

를 포함하는 객체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깊이 영상 정보

를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그림 4에서 얻어진 스킨 컬러 영상에레이블링을 수행하

여 영역별로 분할한 후, 깊이 영상을 참조하여 카메라로부

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픽셀들을 포함하는 영역만을 남김

으로써 손 영역을 검출한다. 그림 8은 결과예를 보여준다.

그림 8. 컬러 레이블링 기법을 이용한 손 영역 검출
Fig. 8. Hand region detection using a color labeling algorithm

깊이 영상 기반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출된 손 영역

의 실루엣도 잡음 등의 영향으로 부드럽지 못하다. 사실, 
컬러 영상은 깊이 영상에 비해 보다세밀한 손 영역 검출이

가능한 반면 잡음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컬러 영상 기반

방법에 의해 검출된 손 영역이 깊이 영상 기반 방법에 의해

검출된 손 영역에 비해더욱고르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방법이 요구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깊이 기반 방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일

반적인 방법인 미디언 필터를 사용한다. 그림 9는 필터 크

기를 7로 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9. 미디언 필터를 사용한 평활화
Fig. 9. Smoothing using median filtering

3. 하이브리드 기반 손 영역 검출

깊이 영상 기반 방법과 컬러 영상 기반 방법은 서로 보완

적인 약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깊이 영상 기반 방법은 카

메라로부터 손 영역과 유사한 거리에 위치하면서 손 영역

과 인접한 영역은 컬러 값에 상관없이 손 영역으로 인식할

위험이 있다(그림 10a 참조). 이는 컬러 영상 기반 방법에서

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또한, 컬러 영상 기반 방법은 조명

변화나 잡음의 영향에 민감하고, 손 영역과 유사한거리에

더 큰 스킨 컬러 영역(배경이나 얼굴 등)이 존재할 경우, 
올바르게 동작하지 못한다(그림 10b 참조). 이는 깊이 영상

기반 방법에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방법을

그림 10. 깊이 기반 방법(a)과 컬러 기반 방법(b)의 한계
Fig. 10. Limitations of the depth-based method and the color-ba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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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강건하게 손 영역을 검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결합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는 일반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단순히 두 방법을 독립적으

로 수행한 결과에 교집합을취한다. 그림 11은 교집합을 수

행한 예를 보여준다. 검출된 손 영역의 실루엣은 세밀하면

서도 간결해진다. 

그림 11. 깊이 기반 방법과 컬러 기반 방법 사이의 교집합.
Fig. 11. Intersection between the results of the depth-based method 
and the color-based method

 

Ⅳ. 실험 및 논의

Ⅲ장에서 제시된 각 손 영역 검출 방법의 성능을 분석하

기 위해 각 손 영역 검출 방법에 의해 검출된 손 영역에

Ⅱ장에서설명한 손 모양 인식 방법을 적용하여 손 모양 인

식률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해 그림 1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손가락의 개수가 서로 다른 6 가지 손 모양을

가지는 300장 정도의 영상을촬영했다. 실험자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각 손가락이 잘구분되도록 6 가지 손 모양을 나

타내었다. 실험은 컬러 영상 기반 방법과 깊이 영상 기반

방법 모두잘동작할 수 있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수행되었

는데, 이는앞서설명한 각 방법이 불리한 특수한 환경에서

의 성능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일반적인

환경에서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그림 12. 실험에 사용된 손 모양의 예
Fig. 12. Examples of hand shapes used in experiments

Ⅱ장에서언급한 Kinect 카메라의 컬러 영상과 깊이 영상

의 시점이맞지않는 문제는 Kinect 함수를 이용하였다. 그
러나, 전체 영상을맵핑하지않고, 처리 대상(즉, 살색영역)
이 되는 픽셀들만맵핑함으로써 시간적인 효율성을 높였다. 
CBfrom = 70, CBto = 155, CRfrom = 130, CRto = 160, 
Rangeminus = 500, Rangeplus = 1000을 사용하였다.
주어진 영상으로부터 각 손 영역 검출 방법에 의한 손

모양 인식률(인식률 = 인식 성공한 프레임의 수/전체 프레

임 수)을 계산하면 표 1과 같다. 기본적으로 깊이 영상 기

반 방법이 컬러 영상 기반 방법에 비해 높은 인식률을 보

여주었다. 이는 실험 대상인 손 모양이 간단하고 서로 잘

구분되기 때문에, 손의 실루엣을 세밀하게 검출(컬러 영상

이 유리)하는 것보단 대략적으로라도 깔끔하게 검출(깊이

영상이 유리)하는 방법이 매우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컬러 영상 기반 방법의 경우, 잡음의

영향으로 인해 예상보다 인식률이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깊이 기반 방법만 사용하는 것에 비해 두 방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법의 인식률이 더좋았으며, 이는 경

우에 따라 보다 세밀한 실루엣을 검출할 수 있는 컬러 영

상 기반 방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

으로말해서, 두 검출 방법 모두잘동작할 수 있는 일반적

인 환경에서도 두 검출 방법을 결합하는 것이 손모양 인식

률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교집합을 이용한

단순한 결합만으로도 의미있는 인식률 향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표 1. 손 영역 검출 방법에 따른 손 모양 인식률
Table 1. Hand shape recognition rate resulted from different hand re-
gion detection methods

손 영역 검출

방법

손가락 개수에 따른 인식률 평균

인식률0 1 2 3 4 5

컬러 기반 94% 80% 100% 59% 25% 49% 68%

깊이 기반 92% 100% 100% 90% 100% 86% 95%

하이브리드 100% 100% 100% 93% 100% 88%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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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Kinect 기반 손 모양 인식 시스템에서 인

식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손 영역 검출 방법에 대해 논의하

였다. 컬러 정보와 깊이 정보를 협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손 영역의 실루엣을 보다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었으며, 손
모양 인식에서도 높은 인식률을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각 검출 방법이 배타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결

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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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 ~ 1999년 : 일본 ATR지능영상통신연구소 연구원
- 1999년 ~ 현재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교수
- 주관심분야 : 증강현실, 계산사진학, 3차원 컴퓨터비전, 인간컴퓨터상호작용

문 광 석

- 1979년 2월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공학사
- 1981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 1989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 1988년 : 일본 동경대학교 학부 연구원
- 1997년 8월 ~ 1998년 7월 : 미국 Jackson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 1990년 3월 ~ 현재 : 부경대학교 전자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 주관심분야 : 영상신호처리, 적응신호처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