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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손과 손가락을 인식하는 기술은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에서 자연스럽고 친숙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손과 손가락의 모양을 검출 및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그 인식 결과

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기와 상호연동 할 수 있는 MPEG-U 기반 향상된 사용자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

는 시스템은 깊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손을 검출한 후, 손목의 위치를 찾아 최소 손 영역을 검출한다. 이어서 검출된 최소 손 영

역으로부터 손가락 끝점을 검출 한 후, 최소 손 영역의 중심점과 손가락 끝점간의 뼈대를 만든다. 이렇게 만든 뼈대의 길이와 인

접 뼈대간의 각도차를 분석하여 손가락을 판별한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은 사용자가 MPEG-U에서 정의하는 다양한 심벌들을

손 자세로 취하였을 때 제안 방법을 이용하여 손 자세를 인식하고, 인식 결과를 상호연동 가능한 MPEG-U 스키마 구조로 표현

한다. 실험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제안하는 손 자세 인식 방법의 성능을 보인다. 또한, 제안 시스템의 상호연동성을 보이기 위

해 인식 결과를 MPEG-U part2 표준에 맞는 XML 문서로 표현하고, MPEG-U 참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그 표현 결과에 대

한 표준 부합성을 검증한다.

Abstract

Hand posture recognition is an important technique to enable a natural and familiar interface in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field.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hand posture recognition method by using a depth camera. Moreover, the hand 
posture recognition method is incorporated with MPEG-U based advanced user interaction (AUI) interface system, which can 
provide a natural interface with a variety of devices. The proposed method initially detects positions and lengths of all fingers 
opened and then it recognizes hand posture from pose of one or two hands and the number of fingers folded when user takes a 
gesture representing a pattern of AUI data format specified in the MPEG-U part 2. The AUI interface system represents user’s 
hand posture as compliant MPEG-U schema structure. Experimental results show performance of the hand posture recognition and 
it is verified that the AUI interface system is compatible with the MPEG-U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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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분야에서는 인간

과 기계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CI를 위한

기존 인터페이스 방법은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스위치

기반 혹은 포인팅 디바이스들을 이용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인간의 의사소통과 같은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사소통 체계와 같은 특징을 지녀야 한다. 인간은 의사소

통 수단으로 음성을 많이 이용하지만, 음성과 함께 손의 자

세나 동작을 많이 이용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80% 이상의 정보를 시각을 통해서 획득하므로 시각적 인

터페이스는 다양한 인터페이스 방법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

장 익숙하고 편리한 방법 중 하나이다. 그림 1은 시각적 인

터페이스를 이용한 응용기기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즉, 

그림 1.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응용기기의 예
Fig. 1. An example of the application utilizing a visual interface

사용자가 동작 인식 카메라를 통해 손으로 원을 그렸을 때, 
입력 값이 TV에서 정의된 특정 이벤트를 호출하는 모습이

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해 손 자세를

인식하여 다양한 기기와 상호연동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손을 검출하거나 손 자세를 인식하는 기존의 많은 연구

들은 2차원 영상 데이터를 사용한다. 카메라의 폭넓은 보급

으로 인해 하나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2차원 영상 데이터는

경제적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에는 3차원 영상 데이터를 사용하여 손과 손가락을 검출하

여 인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차원 영상 데

이터는 2차원 영상 데이터에 깊이 정보가 추가된 영상 데이

터이다. 깊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두 대 이상의 일반

카메라를 결합하거나, 깊이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

다. 최근에는 깊이 카메라가 범용화 되고 있고, 스마트 기기

에 깊이 카메라를 탑재해 제품을 출시할 양상이 보이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변화에 강인한 인식을 위하

여 깊이 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정확한 인식이

가능한 3차원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3차원 영상 데이터는 깊이 센서 기반인 Microsoft사의

KINECT XBOX 360을 사용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스템에서 고려해야할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기기들 간의 상호 연동성이다. 시선 추적, 동작 인

식, 손 자세 인식 등과 같은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한

방법은 편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제품을 출시하는

회사마다 서로 다른 AUI(advanced user interaction) 인터

페이스 데이터 포맷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제품

들은 서로 다른 회사의 장치들과 연동되기 어렵다. 이에

따라 ISO/IEC JTC1/SC29/WG11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에서는 AUI 인터페이스 데이터 포맷을 표

준화하고 있으며, 그 표준화 프로젝트를 ‘MPEG-U part2: 
AUI Interface’로 명명하였다

[1]. MPEG-U part2의 목적은

AUI 인터페이스에서 표준으로 정의된 일관성을 갖는 데이

터 포맷을 제공함으로써 장치들 간에 효과적인 상호연동

및 인터페이스 방법을 지원하는 것이다
[2]. MPEG-U part 2

에서는 앞서 기술한 AUI 인터페이스 데이터 포맷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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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기반의 스키마(schema) 구조에 따라 정의하고 있다. 
XML은 이미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인터넷 환경

에서 XML 특유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사물에 대한 상황정

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정형화된 형식에 맞

추어 정보를 교환함으로서 객체간의 정보 전달을 위한 매

체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손 자세 인식을

활용하여 사용자와 기계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인터페이스

뿐만 아니라 이종기계간 상호연동 가능한 AUI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

템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손 자세 인

식을 이용한 MPEG-U 기반 향상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

스템 구조에 대해서설명한다. 4장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손

과 손가락 인식의 강인성을 보여주고, MPEG-U 기반 향상

된 사용자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시스템의타당성을 검증한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Ⅱ. 관련 연구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손과 손가락을

검출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MPEG-U에 대한 내용을 소개

한다.

1. 손 및 손가락 검출 방법

손과 손가락을 검출하는 기술은 HCI에서 자연스럽고 친

숙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이다. 손과 손가락

을 검출하는 방법은 그 동안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손을

검출하는 방법에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네 종류로 분

류 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특정한 보조 도구를 착용하는

방법
[3,4], 두 번째는 색상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5,6,7], 세 번
째는 3차원 손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

[8], 마지막으로는 3차
원 영상 데이터를 이용한 방법

[9]
이 있다. Robert Y. Wang[3]

과 R. Lockton[4]
는 그림 2와 같이 특정한 장갑을끼거나 손

목에 컬러 밴드를 착용하여 손을 검출한다. 이처럼 특정한

보조 도구를 착용하여 손을 검출하는 방법은 정확한 손 영

그림 2. 특정한특징을지닌장갑을끼거나손목에컬러밴드를착용하여손을
검출하는 방법[3,4] 
Fig. 2. Hand detecting methods using a specific glove or a wrist cover 
band[3,4]

역을 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가 항상 보조

도구를 착용해야하는 불편한 단점이 있다. Anastasios 
Roussos[5], Yuh-Rau Wang[6], Xintao Li[7]

등은피부색과 같

은 색상 정보를 추출하여 손을 검출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하나의 카메라로 검출할 수 있어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

지만, 복잡한배경 및 조명 변화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V. Athitsos[8]

는 그림 3과 같이 3차원 손 모델을 이용하여

손을 검출한다. 이 방법은 입력된 손과 준비된 3차원 손 모

델을 비교하여 손을 검출한다. 이처럼 3차원 손 모델을 이

용하여 손을 검출하는 방법은 색상 정보만을 이용하여 손

을 검출하는 방법보다는 정확한 손 검출 및 손의 자세를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3차원 모델링을 위해 많은

그림 3. 3차원 손 모델을 이용하여 손을 검출하는 방법 [8]
Fig. 3. Hand detecting method using a three-dimensional hand mode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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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3차원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손을 검출하는 방법[9]

Fig. 4. Hand detecting method using three-dimensional video data[9]

노력이필요하다. Candescent NUI에서 제공하는오픈소스
[9]
는 그림 4와 같이 3차원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손을 검

출한다. 이 방법은 깊이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손을 정확

하고, 빠르게 검출할 수 있는 장점과 복잡한 배경 및 조명

변화에 강인하고, 계산량이 적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3차
원 영상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 장비가필요하다는 단점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장점과 단점을 기반

으로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손 검출의 강인성과 깊이 카

메라의 범용화에 따라 특정 장비가 필요하지 않는 3차원

영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손을 검출한다.
손 자세를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손가락도 구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존 손가락을 검출하는 다양한 연구

에는 기울기 정보를 기반으로 손가락 사이의 굴곡 정보를

이용한 검출 방법
[10], Convex hull 기반의 convexity defects

를 이용한 방법
[11], 에지 정보를 이용해 손가락 형상 모델과

의 확률적 매칭을 통한 검출 방법
[12], 손바닥 포즈 정보를

기반으로 화소의끊어진횟수를 세는 방법
[13] 등이 있다. S. 

Malik[10]
는 그림 5와 같이 기울기 정보를 기반으로 손가락

그림 5. 기울기정보를기반으로손가락사이의굴곡정보를이용하여손가락
을 검출하는 방법 [10]
Fig. 5. Finger detecting method using the curve information between 
fingers based on the gradient information [10]

 

사이의굴곡 정보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검출한다. 이 방법

은 검출된 손의 외곽선에서곡률의 변화가 가장 크게 일어

나는 점을 손가락 끝점으로 판별한다. 기울기 차이가 뚜렷

한 형상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크기 변화에

민감하며, 손 이외의 손목, 팔꿈치 등 부가적인 영역이 포함

되면 다수의오검출 결과를 보인다. C. Davatzikos[11]
는 그

림 6과 같이 Convex hull 기반의 convexity defects를 이용

하여 손가락을 검출한다. 이 방법은 인식된 손의 경계 정보

를 이용하여 Convex Defects 계산을 통해 손가락 끝 후보

지점을 추출한다. 손가락 끝 후보 지점을 손가락첫마디가

가지는 타원형의 형태학적 특성을 토대로 개선된 타원 근

사 화 모델과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추가적인 후처리 과정

을 거쳐 최종적인 손가락 끝점을 검출한다. 이 방법은 기

울기 정보를 기반으로 손가락 사이의 굴곡 정보를 이용한

그림 6. Convex Hull 기반의 Convexity Defects를이용하여 손가락을검출
하는 방법[11]

Fig. 6. Finger detecting method using the Convex Hull based Convexity 
Defect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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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에지 정보를 이용하여 손가락 형상 모델과의 확률적 매칭을 통한 손가락 검출 방법 [12]
Fig. 7. Finger detecting method using the probable matching with the edge based finger phase model[12]

그림 8. 손바닥 포즈 정보를 기반으로 화소의 끊어진 횟수를 세어 손가락을 검출하는 방법 [13]
Fig. 8. Finger detecting method based on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hand segments [13]

검출 방법보다는 계산량이 적고, 비교적 잡음에 강인하지

만, 정확한 손가락의 추정 및 해당 손가락의 방향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추가적인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I. 
Oikonomidis[12]

는 그림 7과 같이 에지 정보를 이용해 손가

락 형상 모델과의 확률적 매칭을 통하여 손가락을 검출한

다. 이 방법은 검출된 손과 준비된 손가락 형상 모델과의

확률적 매칭을 통해 손가락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정확한

손가락 검출이 가능하지만, 계산량이 많고, 잡음에약한 단

점이 있다. J. Choi[13]
는 그림 8과 같이 손바닥포즈정보를

기반으로 화소의 끊어진 횟수를 세어 손가락을 검출한다. 
이 방법은 검출된 손을 이진화한 다음 손목부터 손가락 끝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행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화소의

끊어진 횟수를 센다. 화소 값이 1에서 0으로 변한 다음 다

시 1로 변하는 횟수를 세어 손가락 끝점을 검출한다. 계산
량이 적지만 다양한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 자세 인식을 이용한 AUI가 실시간으로

동작이 가능하고, 다양한 환경변화에 강인한 Convex hull 
기반의 convexity defects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검출한다.

2. MPEG-U 

MPEG 표준은 모든오디오비주얼데이터를객체 기반으

로처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하며, 자연 영상/오디오뿐만

아니라컴퓨터 합성영상, 합성 오디오 등을 포함하는 멀티

미디어압축및처리, 전송을 지원하는 국제 표준이다. 대화

형 멀티미디어 응용 분야, 게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비스, 
Mobile 통신 등에 활용 가능하며, 응용에 대한 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MPEG은 객체 기반 오디오비

주얼 데이터 압축 규격뿐만 아니라 객체 표현 및 조작에

관한 전반적인 표준도 다루고 있다. 그 중 MPEG-U는 리치

미디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단말간 위젯을 표현

하고처리할 수 있는 상호 호환적인 위젯표현 포맷과 위젯

패키징 포맷을 정의한다. MPEG-U part2 에서는 UID(user 
interaction device)와 다양한객체(비디오, 오디오, 2D 그래

픽 객체, 애니메이션 등)로 표현되는 장면 기술(scene de-
scription) 사이에서 서로의 상호연동을 돕는다. 그림 9는
UID와 장면 기술을 이용한 MPEG-U part 2 시스템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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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림 9의 하단부분에 위치한 UID
(모션센서, 멀티 터치 인터페이스, 지능형 카메라, 밴드 센

서)에서 사용자의 물리적 입력 정보를 감지하면, 사용자 인

터페이스 입력부에서 데이터를 받아 MPEG-U에서 정의하

는 하나의 데이터타입으로 표현한다. 표 1은 MPEG-U part 
2가 정의하는 데이터타입들과종류별로 구분한 6 가지패

턴을 보여주고 있다. 패턴은 기하학적 패턴(Geometric 
Pattern), 상징적 패턴(Symbolic Pattern), 터치 패턴(Touch 
Pattern), 손의 자세(Hand Posture Pattern), 그리고 손동작

(Hand Gesture Pattern)과 혼합패턴(Composite Pattern)으

그림 9. MPEG-U part2의 시스템 구성 [2]
Fig. 9. MPEG-U part2 system architecture [2]

Pattern Type

Geometric Point, Line, Rect, Arc, Circle

Symbolic Victory, Heart, Rock, Scissors, Paper, Okay

Hand 
Posture

OpenPalm, Fist, Pointing, Thumb-Up, 
Thumb-Down, Grab

Hand 
Gesture

Push, Pull, Slap left, Slap right, Slap top, Slap 
bottom, Circle Clockwise, Circle anti-Clockwise, 

Waving, Check

Touch Tap, DoubleTap, Press, Drag, Rotate, Flick

Composite

표 1. MPEG-U part 2에서 정의하는 AUI 인터페이스 데이터 포맷
Table 1. AUI interface data format specified in the MPEG-U part 2

로 나뉜다. 현재 MPEG-U는 part3 Conformance and refer-
ence software를 준비 하고 있으며 가상세계와 실세계간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MPEG-V와도 함께 연구 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기기와 상호연동하기 위하여

MPEG-U를 따르는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Ⅲ. 손 자세 인식 기반 MPEG-U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스템

제안하는 시스템은 깊이 카메라인 KINECT를 이용하여

손 자세 인식에 의한 MPEG-U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스템

그림 10. MPEG-U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스템 구성
Fig. 10. MPEG-U based user interface system structure



한국희 외 2인 : 손 자세 인식을 이용한 MPEG-U 기반 향상된 사용자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시스템 89
(Gukhee Han et al. : MPEG-U based Advanced User Interaction Interface System Using Hand Posture Recognition)

이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성은 그림 10과 같으며, 크게

두 가지 모듈(손 자세 인식부, MPEG-U XML 생성부)로
구성된다. 손 자세 인식부는 다시 검출부와 인식부로 나뉜

다. 검출부는 Candescent NUI에서 제공하는오픈소스를 이

용하여 손 영역을 검출한다. 검출된 전체 손 영역 중 최소

손 영역을 검출하기 위하여 손목 지점을 찾아 손목 지점에

서 손가락 끝점까지의 최소 손 영역을 포함한 최소 사각형

을 검출한다. 다음으로 손가락 검출을 위한 최소 손 영역의

중심점을 구하고, Convex Hull 기반의 Convexity Defects
를 이용하여 손가락 끝점을 검출한다. 인식부는 검출된 결

과를 바탕으로 각 손을왼손과오른손으로, 각 손가락을엄

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로 판별하기 위해 제안하는알고

리즘을 적용하여 판별하고, 손의 자세와 각 손가락의 펴짐

을 판단하여 최종적인 손 자세를 인식한다. 다음으로

MPEG-U XML 생성 부는 인식된 손 자세를 상호연동 가능

한 데이터 포맷으로 표현하기 위해 MPEG-U part2 표준에

부합하는 특징을 지닌포즈를 취하여 MPEG-U part2 표준

에 맞게 XML 문서로 파싱한다.

1. 손 자세 인식부

1.1 검출부
KINECT는 적외선을쏘아 반사되어돌아오는 시간을 감

지 센서가 측정하여 깊이 정보를 획득한다
[14]. KINEC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C와 호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3D 동작

인식 미들웨어(3D motion recognized middleware)가 필요

하다. KINECT를 위해서 주로 이용하는 미들웨어로는 마

이크로소프트사의 KINECT SDK와 프라임센스 OpenNI 
등이 있다. Candescent NUI는 이러한 미들웨어를 활용하여

손과 손가락을 인식하는오픈소스를 제공한다. Candescent 
NUI는 3차원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손을 정확하고, 빠르

게 검출할 수 있는 장점과 복잡한 배경 및 조명 변화에 강

인하고, 계산량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손 및 손가락 인식부는 KINECT로부터 입력 받은 깊이 정

보를 Candescent NUI의 오픈 소스
[9]
를 이용해 그림 11의

(a)와 같이 손 영역을 검출한다. 이렇게 검출된 전체 손 영

역 중 최소 손 영역을 검출하기 위하여 다음의 과정을 수행

그림 11. (a) Candescent NUI에서제공하는오픈소스를이용하여손을검출
한 결과, (b) Line fitting algorithm을 적용하여 손목 지점을 검출한 결과, 
(c) 최소손영역을포함한최소사각형을검출한결과, (d) Distance trans-
form algorithm을 적용하여 최소 손 영역의 중심점을 검출한 결과, (e) 
Convex hull 기반의 convexity defects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검출한 결과
Fig. 11. (a) result of the hand detection using the Candescent NUI, 
(b) result of the wrist detection by applying the line fitting algorithm, 
(c) result of detecting the least square of hand region, (d) result of 
detecting the center of mass of the least square applying the distance 
transform algorithm, (e) result of finger detecting using the Convex 
Hull based Convexity Defects

한다. 먼저, 최소 자승법을 이용한 라인피팅
[15]
을 적용하여

전체 손 영역을 대표하는 하나의직선을얻는다. 이직선의

위치 및 기울기를 이용하여 손 영역의 외곽선과 만나는 두

점들의 거리를 구한 후, 이 거리를비교하여 일정해지기 시

작하는 부분을 손목 지점이라 결정짓는다. 그림 11의 (b)는
전체 손 영역을 대표하는 하나의직선을 나타내어 손목 지

점을 나타낸그림이다. 손목 지점을 찾은 다음으로 손목 지

점부터 손가락 끝 지점까지의 최소 손 영역을 포함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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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각형을 구한다. 그림 11의 (c)는 손목 지점부터 손가락

끝점까지의 최소 손 영역을 포함한 최소 사각형을 나타낸

그림이다. 다음으로 최소 손 영역의 중심점을 거리 변환알

고리즘
[16]

을 적용하여 찾는다. 중심점은 추후 손가락 검출

및 인식을 위해서 필요하며, MPEG-U AUI 인터페이스의

데이터 포맷에 손의 position 값으로 자주 활용 된다. 그림

11의 (d)는 거리 변환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최소 손 영역의

중심점을 나타낸 그림이다. 다음으로 Convex hull 기반의

convexity defects[11]
를 이용하여 손가락 끝점을 검출한다. 

이 방법은 정확한 손가락의 추정 및 해당 손가락의 방향

정보를얻을 수 있지만, 추가적인 후처리 과정이 반드시필

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추가적인 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

다. 손가락첫마디가 가지는타원형의 형태학적 특성을토

대로 개선된타원 근사 화 모델과의 적합도를평가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손가락 끝점과 중심점과의 벡터 각도

차 정보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손가락 끝점을 검출한다. 그
림 11의 (e)에서붉은 점이 최종적으로 검출된 손가락 끝점

이다.

1.2 인식부
인식부는 검출된 손과 손가락을 바탕으로 양 손을 왼손

과오른손으로 판별하고, 각 손가락을엄지, 검지, 중지, 약
지, 소지로 판별한다. 손 판별은 검출된 최소 손 영역이 한

손일 때와 양 손일 때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별한다. 양 손이

라면 위상학적 판단으로 왼쪽에 있는 영역을 오른손, 오른

쪽에 있는 영역을 왼손이라 판별한다. 손가락 판별은 그림

12와 같은 제안하는 손가락 뼈대 판별 알고리즘을 적용한

다. 먼저검출된 손 영역의 개수를파악한다. 손 영역의 개

수가 2개 일 때는 중심점은 2개, 손가락 끝점은 10개로 초

기화 하고, 손 영역의 개수가 1개 일 때는 중심점은 1개, 
손가락 끝점은 5개로 초기화 한다. 이후 다음과 같이 손의

뼈대를 만든다. 뼈대는 중심점을 C(xc, yc)라 하고, 각 손가

락 끝점을 F(xi, yi), (i=0~4)라 두면 각 손가락 뼈대 Li는
C와 Fi 를 연결하는직선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Li의
길이를 Length_Li로 정의한다. 각 뼈대의 Length_Li를 중

가장 짧은 뼈대 2개를 구하여 엄지 후보 뼈대를 찾고, 그

엄지 뼈대 후보를 Ls1 , Ls2라 한다. 엄지 뼈대 후보 중임

계치보다 작은 뼈대를 최종 엄지 뼈대라 판별하고, 임계치

보다 작거나 혹은임계치보다클경우 인접 뼈대 간의 각도

를 이용해 최종엄지 뼈대를 판별한다. Ls1의 인접 뼈대 간

그림 12. 제안하는 손가락 뼈대 판별 알고리즘
Fig. 12. Proposed finger skeleton classifica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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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를 Angle_s1이라 하고, Ls2의 인접 뼈대 간 각도를

Angle_s2라 한다면 최대 각도를 갖는 뼈대를 최종 엄지

뼈대로 판별한다. 엄지 뼈대를 판별한 후, 나머지 손가락

의 뼈대는 엄지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뼈대를 차례로 검

지, 중지, 약지, 소지 뼈대로 판별한다. 이후 판별된 손가

락 뼈대를 이용하여 손가락 끝점이 해당 뼈대 위에 위치

해 있거나 해당 뼈대의 근사한 위치에 있을 경우 그 손가

락 끝점을 해당 뼈대의 손가락 끝점으로 판별한다. 실시

간 응용을 위해서 매 입력 시 새로운 뼈대를 생성하지 않

고, 검출부만 수행하여 획득된 최소 사각형을 이전 시점

의 최소 사각형과 비교하여 이동 및 회전 변환 계수를 구

하고, 이를 이전 시점에서 생성된 뼈대에 적용함으로써

뼈대 생성을 위한 복잡도를 감소시킨다. 다음으로 손의

자세와 각 손가락의 펴짐을 판단하여 최종적인 손 자세

를 인식한다. 

2. MPEG-U XML 생성부

MPEG-U XML 생성부는 MPEG-U part2에서 정의한 스

키마 구조에 따라서 MPEG-U part2 표준을 따르는 XML 
문서를생성한다. MPEG-U part2는 모든 데이터타입에 대

그림 13. 사용자가 Rect 자세를취했을때파싱된 MPEG-U part2 Geometric 
Pattern의 Rect XML
Fig. 13. Rect XML of MPEG-U part2 geometric pattern parsed when 
a user takes the Rect posture

한 스키마 구조를 XSD 문서로 지원한다. 만약 사용자가

인식된 손과 손가락을 이용해 가위(Scissors)라는 포즈를

취하게 되면, MPEG-U XML 생성부에서는 가위 타입의

스키마 구조를 이용하여 해당 XML문서를 생성한다. 문
서 안에는 가위 타입의 정보가 포함하고 있으며, 손 및

손가락 인식부에서 처리된 파라미터까지 MPEG-U part2 
표준에 맞는 X,Y,Z 좌표로 나뉘어 기술한다. 그림 13은
MPEG-U part2 표준에 부합하는 특징을 지닌 포즈에 대

하여 MPEG-U part2 표준에 맞게 XML 문서로 파싱한 그

림이다.

Ⅳ. 실험

본 장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Convex Hull 기반의 Con- 
vexity Defects를 이용한 방법으로 손가락 끝점을 나타내고, 
제안하는 손가락 판별 알고리즘의 인식 결과를 보인다. 또
한, 다양한 환경에서도 손 자세 인식이 가능한 점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시스템을 MPEG-U 
part2 참조 소프트웨어로 실험하여 상호연동을 위한 손 및

손가락 인식 기반 MPEG-U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표준 부합성을 검증한다.

1. 손가락 판별 알고리즘 검증

제안하는 시스템은 손을 왼손과 오른손으로 인식하고, 
손가락을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로 인식한다. 실험에

서 10개의 손가락을 모두폈을 때와몇개의 손가락을폈을

때, 그리고 이동 및 회전을 하여도 강인하게 인식되는 손

자세를 보인다. 그림 14의 (a)는 10개의 손가락 모두를폈을

때 판별된 손과 손가락을 나타낸실험 결과이고, 그림 14의
(b)는몇개의 손가락만폈을 때 판별된 손과 손가락을 나타

낸 실험 결과이다. 그림 14의 (c)는 이동 및 회전 변화를

주어 사용자가 손 자세를 취했을 때 손과 손가락을 판별하

는 실험 결과이다. 그림에서 손 영역의 0과 1은 각각 왼손

과오른손을 나타내며, 손가락 부근의 0~4는 각각엄지, 검
지, 중지, 약지, 소지를 나타낸다.



92 방송공학회논문지 제19권 제1호, 2014년 1월 (JBE Vol. 19, No. 1, January 2014)

그림 14. 제안하는손가락판별알고리즘으로인식한결과 (a) 10개의손가락
을 모두 폈을 때의 결과, (b) 몇 개의 손가락만 폈을 때 결과, (c) 이동 및
회전변화에서의 인식 결과

Fig. 14. Hand posture recognition result of the proposed method (a) 
result when all the 10 fingers are spread out, (b) result when a few 
fingers are unfolded, (c) result under translation and rotation of hand

2. 다양한 환경에서의 손 자세 인식 검증

제안하는 시스템은 3차원 영상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

에 다양한 환경 변화에 강인하다. 3차원 영상 데이터를 활

용하여 손을 검출하는 Candescent NUI는 다양한 환경 변화

에 강인하고, 계산량이 적다. 실험에서 피부색과 유사한

배경 및 조명 변화에서 제안 방법의 성능을 보인다. 그림

15의 (a)는밝기 값이 큰 밝은 배경에서 인식되는 손 자세

인식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고, 그림 15의 (b)는 밝기 값이

낮은 어두운 배경에서 인식되는 손 자세 인식 결과를 나

타낸 그림이다. 그림 15의 (c)는 피부색과 유사한 배경에

서 인식되는 손 자세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와 같

이 제안 방법이 조명이나 환경 변화에 강인함을 알 수 있

다.

그림 15. (a) 밝기 값이 큰 밝은 배경에서의 손 자세 인식 결과, (b) 밝기
값이낮은어두운배경에서의손자세인식결과, (c) 피부색과같은배경에서
의 손 자세 인식 결과

Fig. 15. (a) Recognition result of the hand posture under the bright 
background, (b) recognition result of the hand posture under the dark 
background, (c) recognition result of the hand posture under the back-
ground having the similar color with the human skin

3. 손 자세 인식에 의한 MPEG-U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스템 검증

MPEG-U part2에서 정의하는 6가지 패턴들 중 Geomet- 
ric Pattern, Symbolic Pattern 대한타입을 실험하여 제안하

는 시스템을 검증한다. 실험에 쓰일 타입들은 Geo- metric 
Pattern의 Rect와 Symbolic Pattern의 Scissors 이다. G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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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손 및 손가락의 포즈로 표현한 (a) Rect, (b) Scissors
Fig. 16. (a) Hand posture of Rect, (b) Hand posture of Scissors 

그림 17. 파싱된 MPEG-U part2 표준에 맞는 XML 문서 (a) Rect, (b) 
Scissors
Fig. 17. XML document in accordance with the MPEG-U part 2 stand-
ard (a) Rect, (b) Scissors

metric Pattern의 Rect는 Top Left Position과 Bottom Left 
Position, Top Right  Position, Bottom Right Position의 데

이터가 필요하고, Symbolic Pattern의 Scissors는 Position
과 Size의 데이터가필요하다.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Rect와
Scissors를 표현하기 위해 Rect는 구분 되어진 양 손의엄지

와 검지를 활용하고, Scissors는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손
영역의크기를 활용한다. 그림 16은 인식된 손 자세의 포즈

로 Rect와 Scissors를 표현한 그림이고, 그림 17은 Rect의
포즈정보와 Scissors의 포즈정보를 MPEG-U part2 표준에

맞는 XML 문서로 파싱한 그림이다. 파싱된 XML 문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MPEG-U part2 참조 소프트웨어로 검

증하였다. 먼저, 파싱된 XML문서를 MPEG-U part2 참조

소프트웨어에 그림18, 19의 (a)와 같이 전달한다. 이후, 언
마샬(Unmarshal) 작업을 통해 각 해당되는좌표 값이 그림

18, 19의 (b)와 같이 추출하고, 그 추출된좌표 값을 사용자

그림 18. Scissors의 XML 문서를입력받아좌표로의출력과 GUI로의출력
Fig. 18. X-Y coordinate output and GUI output from the XML document 
of Sci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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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Rect의 XML 문서를 입력 받아 좌표로의 출력과 GUI로의 출력
Fig. 19. X-Y coordinate output and GUI output from the XML document 
of Rect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GUI로 그림 18, 19의 (c)와
같이 출력한다. 이처럼 MPEG-U 표준에 맞는 XML 문서를

다른 기기에 전달하고, 다른 기기는 표준에 적합한 XML 
파서를 갖추고 있다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깊이 카메라를 이용한

손 자세 인식에 의한 MPEG-U기반 향상된 사용자 인터페

이스 시스템이다. 깊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보다 강인하게

인식되는 손과 손가락을 보였고, 손가락을 판별하는 제안

하는 알고리즘은 다양한 이동 또는 회전 변화에서 강인한

판별을 할 수 있고, 접었다펴는 동작에서도 강인한 판별을

할 수 있다. 또한, MPEG-U 기반으로 서로 다른 장면 기술

장치들을 표준 기반으로 상호 연동할 수 있다는 점과 사용

자 인터페이스 장치와 장면 기술 장치 간에 표준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보였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추후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시스템에서 모달리티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

이다. 또한, 스마트 TV나 스마트폰 등에서 MPEG-U를 활

용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면더욱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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