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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분포를 이용한 이미지 기반의 손모양 인식 기술

Hand Shape Classification using Contour Distribution

이 창 민, 김 대 은*

(Changmin Lee1 and DaeEun Kim1,*)
1School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Abstract: Hand gesture recognition based on vision is a challenging task in human-robot interaction. The sign language of 
finger spelling alphabets has been tested as a kind of hand gesture. In this paper, we test hand gesture recognition by detecting 
the contour shape and orientation of hand with visual image. The method has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of finding hand 
component separated from the background image, the second stage of extracting the contour feature over the hand component 
and the last stage of comparing the feature with the reference features in the database. Here, finger spelling alphabets are used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our system and our method shows good performance to discriminate finger alphab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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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로봇은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적으로 하는 기계 장

치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 사람과 로봇 간 상호작

용(Human-Robot Interaction)의 기본적인 목적은 인간과 로봇

의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의미 교환을 위한 원칙들과 알고

리즘을 연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 작용이란 두

개 이상의 개체가 의미를 주고받으며 이해하는 것으로, 일
반적인 사람의 경우, 음성, 제스처, 기호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전달한다. 이러한 의미전

달을 로봇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입력신호에 대한 패턴인식

을 필요로 하며, 원격조종[1,2], 생체신호인식[3,4]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생체신호인식 분야는 개체의 얼굴, 홍채, 목소리, 손 등

고유한 정보의 인식[5]에 대해 이루어져왔다. 특히 인체로

표현되는 제스처 중 손 모양과 제스처의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다년간 지속되어온 주제이며 결과 또한 
우수하다[6]. 이러한 손 모양 및 제스처 인식[7]에는 크게 2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첫 번째는 특수한 장갑이나 마커와

같은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진은 과거에

전도성 소재와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손가락 동작을 인

식하는 수화 장갑 개발[8]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9]들
은 공통적으로 사용된 하드웨어의 성능에 비례하는 안정된

결과를 보이지만, 전용 하드웨어 사용을 통한 이용 가격 상

승과 사용 시 불편함을 동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두 번째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메라[5], 

키넥트[10], ToF방식 카메라[11]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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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정보를 얻는 방식이 있다. 이는 시각 이미지에서 관측

되는 피부부분을 추출[10]하거나, 골격구조를 예상[12], 혹은 
얼굴[13]을 찾고 나머지 피부 중에서 손에 해당하는 부분을

얻는 방식[14] 등이 있다. 이는 위에서 사용한 하드웨어를

시각 데이터 및 깊이 이미지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즉 이전

의 하드웨어 기반의 방법에 비하여 사용자의 편의적인 면

에서 큰 이득을 가질 수 있으며, 최근의 시각정보처리 기술

발달에 근거하여 큰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카메라 기반의 손 인식 연구는

다년간 진행되었다. 이러한 다수의 연구들은 이미지로부터

손을 추출하기 위해 장갑 등의 방해가 없는 맨손 피부를

기본으로 하여 피부를 추출[15-17]하는 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피부 추출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인종간

의 피부 색 차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피부 이미지에

대한 색계 변화와 통계학을 통해 해결한 사례[12]도 있다. 
이와 같은 피부 추출 방법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발전되었

으며 나아가 피부 정보로부터 손을 추출하는 연구에 적용

되어, 기존의 시각 연구에 사용된 알고리즘인 Haar-like 특징

[13], Histogram of Gradient 특징[14] 혹은 신경망[7] 등과

접목을 통해 손을 추출하고 모양을 분류하는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분류하고자 하는 다양한 손 모양을

지정하고 퍼포먼스를 측정하였으며, 수화에서 사용되는 다

양한 손 모양을 참조한 다수의 사례가 있다. 이러한 수화의

한 종류인 ASL(American Sign Language)은 A~Z와 같은

단순한 글자에서부터 단순한 단어를 하나의 손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나아가 간단한 동작으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후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한 손 모양 구분과 손

중심의 이동 궤적에 기반한 제스처 인식[18]에서부터 HMM 
(Hidden Markov Model)과 같은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

하는 연구[19,20]에 이르기까지 연구에 많이 적용되어 사용

되고 있으며 이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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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손모양인식개념도. 카메라를통해관측된아래의손

이미지가저장된레퍼런스들과의비교를통해매칭됨. 
Fig. 1. The structure of hand shape classifier. The hand image 

from camera is matched with the one in reference set.

손의 자세와 위치 변화를 추정하여 구분하는 연구[21,22]가
있다. 두 번째는 손의 위치나 변화를 보기보다 손가락의 분

포에만 집중하는 형태의 연구[5,10,23]이다.
우리는 본 논문을 통해, 손 모양을 프레임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패턴 분류기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시각

이미지로부터 손을 추출하는 부분과 손 모양에 대한 윤곽

을 특징으로 상정하여 사전에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패

턴을 분류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림 1은 이와 같은 시스

템의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분류하고자 하는 모양에

대해 저장된 특징 값들과 현재 이미지에 나타난 손 외곽의

특징을 비교하여 구분하는 것을 나타냈다. 또한 본 방법은

손 모양에 대한 분류기로서 단일 프레임에서의 패턴 분류를 
목표로 하여, 제스처에 대한 분류나 학습은 생략하였으며

성능측정을 위한 일환으로 위에서 언급된 ASL 알파벳 중

24개의 알파벳(j,z의 경우 제스처를 포함하기 때문에 제거

하였다. 그림 2 참조)과 1개의 단어를 모아 25가지 경우에

대하여 데이터를 모으고 분류하는 실험을 통해 본 분류기

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II. 실험 방법

1. 실험 환경

서론에서 말한바와 같이, 시각을 이용한 손 모양 인식을

위해 기본적으로 실험용 컴퓨터(Intel core(TM) i5-2500 CPU 
3.30GHz quad core 탑재)와 MATLAB 2011a와 Image 
Processing Toolbox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카메라

(Logitech Webcam C160)를 실험용 컴퓨터에 연결하여 손을

촬영하였으며 이후 실험 또한 동일한 사람의 손을 사용하

여 진행되었다. 이는 그림 1과 같다. 
2. 이미지 프로세싱

시각 이미지의 경우, 본래 물체가 가지는 색과 이미지에

서 나타나는 색상 값이 외부 조명과 같은 요인으로 훼손되

며, 이는 측정치에 심각한 오류로 작용하기 때문에 카메라

로부터 전송되는 이미지는 외부 조명에 대한 보정[24]이 먼

저 이루어진다. 과거 Terrillon의 연구 결과[12]를 통해 정규

화된 RGB color space가 가장 효과적임이 확인된 바 있다. 
정규화된 RGB 컬러 공간 변환 식은 아래와 같다. 

그림 2. 레퍼런스로사용된25개클래스에해당하는사진예시. 
Fig. 2. Example images of the classes in referenc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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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 식에서 R,G,B는 실제로 입력된 각 RGB 채널값이며

R’,G’,B’은 정규화된 결과를 낸다. 정규화 과정은 비율로 나

타내어지기 때문에 조명변화에 강인함을 보이는 점이 있으

나, 더 나은 조명 보정을 위해 GW (Grey World) [25]나
Hsu [15]등의 다른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본 연구진은 적은

연산량과 좋은 성능을 보이는 GW방식을 수정하여 사용하

였으며 아래와 같다.

 ′ 
′

′ 
′

′ 
′

  (2)

여기서 R*,G*,B*는 보정된 결과 이며, M은 R, G, B채널 각

각의 평균연산을 나타낸다. K는 R, G, B 전체 평균 명암에

대한 계수로 일정 밝기 값 이상의 픽셀들 전체의 평균으로

나타난다. 위의 결과는 조명에 대한 보정이 이루어진 것으

로 이를 이미지 입력으로 사용한다. 
3. 피부 기반 손 추출

상기 과정으로부터 도출된 변환된 이미지 입력의 컬러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피부를 추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피부색을 추출하는데 있어 인종이나 환경에 따른 개체간

차이를 포함하는 다양한 피부 색상 모델링이 필요하며, 
이는 이전의 연구[12]에서 사용된 채도와 색도에 기반 ST 
색계(color space)의 성능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였다. 
변환은 아래의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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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두종류의손모양에대한입력영상으로부터찾은피부

픽셀과중심및배경을나타낸그림(좌)와추출된윤곽

분포벡터(우)
Fig. 4. Two different hand type examples of skin-detected output 

with center and the graph of CDV (Contour Distribution 
Vector).

그림 3. 손입력영상예시와추출된손픽셀. 
Fig. 3. Input image from cam and the extracted hand. 

해당 변환을 통해 얻어진 정보는 ST 색계 상에서 통계

적인 공통부분을 가지며 이를 찾아 피부를 모델링 할 수

있다. 본 실험은 손 모양을 인식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피부

에 맞춰 변환된 색계에서 일정 임계치를 설정하고, 조건에

맞는 점들을 이진화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이진화 영상은

점 형태의 노이즈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사

이즈의 메디안 필터를 적용하여 소형의 잡음을 제거하거나

결손된 피부 픽셀을 채워준다.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4. 윤곽 분포 추출

카메라로부터 얻은 손을 포함하는 피부 픽셀들은 수가

많고 그 자체로는 특징 추출에 사용할 수 없다. 우리는 손

의 윤곽과 변화 추이를 주목하였다. 먼저, 한 프레임에서

추출된 전체 피부 픽셀들의 중심을 손의 중심으로 지정하

고 이는 앞으로 손 데이터 추출의 기준점이 된다. 또한, 이
진화 된 손 영상에 대하여 Canny Edge Detection [26,27]을
실행하여 손 실루엣에 대한 가장자리 정보를 읽어낸다. 
Canny Edge Detection은 Edge정보를 추출하는데 있어 현존

알고리즘 중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위의 과정을 통해 얻은 중심과 손의 edge에

대하여 전방향으로의 거리를 구하여 기록하고 이를 해당

이미지의 윤곽 분포 벡터(CDV: Contour Distribution Vector)
라고 지칭하고 각 분해능을 1도라고 가정할 때 아래와 같

이 나타난다.

  ⋯   (5)

각각의 항은 입력된 이미지에 나타난 손의 중심으로부터

전방위로 뻗어 갔을 때 교차하는 지점까지의 거리(L)와 그

때의 각도(θ)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즉, 손을 포함하는

한 이미지(I)는 한 개의 윤곽 분포 벡터로 변환할 수 있다. 
그림 4를 참조하면 두 개의 다른 손 모양에 입력된 영상을

변환시켜 피부와 중심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윤곽분포 벡

터를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으며, 이들이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5. 레퍼런스 세트 만들기

원하는 분류기 제작을 위해, 분류하고자 하는 범주를

설정하고 각 범주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정한 25개의 정적 클래스를 상정하고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 사진을 5장씩 찍었다. 같은 클래스에

대하여 5장씩 반복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이유는 각각의 자

세에 대하여 손의 모습이 손가락 방향, 손목 각도나 쥠 정

도에 따라 매번 미묘하게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다섯 번의 반복촬영을 실시하였다. 이는 상황이나 클래스

개수, 분류기의 목적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정가능한 부분이

다. 이후 각각의 촬영된 사진을 윤곽분포벡터로 전환하고

클래스별로 모아 레퍼런스 세트를 구성하였다. 

  ⋯   (6)

이때 i는 레퍼런스가 속한 클래스(1~25)를 나타내며 j는
같은 클래스 내에서 가지는 색인값(1~5)이 된다. 
6. 손 모양 분류

수집한 레퍼런스 세트는 각각의 25개 클래스에 대하여

각각 5개의 윤곽분포벡터, 총 125개의 윤곽분포벡터를 저장

하고 있다. 이제 이후에 들어오는 일반적인 이미지 입력에

대해 분류하여야 한다. 
먼저, 영상에 나타난 손에 회전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

며 모양 또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주어

지지 않으므로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일단, 현재

들어온 이미지를 마찬가지로 윤곽분포벡터로 바꾸어주면

아래와 같다. 

′  ′′⋯ ′′   (7)

여기서 k는 임의의 회전정보를 반영하는 값이므로 ~
로 변하는 값이다. 그렇다면 해당 현재 윤곽분포벡터는

저장된 레퍼런스 125개의 데이터와 회전을 함께 고려하여 
비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경우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정도를 점수를 매겨 기록한다. 이는 아래와 같다.

  arg
 



′ 
 arg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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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5개클래스에대한구분실험결과. 
Fig. 5. Output of classification using 25 classes

표 1. 유사한 경우(A, E, M, N, S, T)와 이를 포함한 전체에

대한구분결과

Table 1. The table including both some similar cases(A, E, M, N, 
S, T) and the others.

A E M N S T 전체

정확도 54% 70% 30% 62% 59% 62% 75%

그림 6. 유사한경우(A, E, M, N, S, T)의윤곽분포벡터결과.
Fig. 6. Similar cases(A, E, M, N, S, T) of contour distribution 

vector output.

그림 7. 유사한그룹을묶어클래스를 18로줄인실험결과.
Fig. 7. Output of classification using 18 reduced classes.

  arg  ≤    
 (9)

여기서 S를 i번째 클래스에 대한 에러 점수라고 지칭한다. 
우리는 모든 클래스에 대한 점수 중에 최적의 경우, 즉 에

러가 가장 낮은 경우를 찾으면 된다. C는 최종적으로 분류

되는 클래스 결과로써 매칭 점수가 가장 낮은 경우를 찾은

것이며, thd는 최소 분류 임계치로 분류결과가 일정 값

이상일 경우는 지정된 클래스 외의 것으로 생각하고 분류

하지 않는 경우이다. 

III. 결과

상기 과정을 통해, 시각 정보만을 이용한 새로운 손 모양

인식 방법의 상세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는 피부를 추출하고

손의 외곽선과 그 중심이 이루는 분포정보를 구분 기준으로

삼았다. 우리는 해당 윤곽분포 벡터를 모아 각 클래스별 레

퍼런스를 만들고 새로운 입력에 대해 구분을 시도하였다. 
먼저, 25개 클래스에 대한 단순 구분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평균적으로 75퍼센트 정도의 결과이나, 공통적으로 심각하

게 실패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A, E, 
M, N, S, T가 실패가 심각한 경우로 각각의 정확도가 매우

낮음(5할 정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에서의 예시와

같이, 각각의 윤곽 벡터 분포가 정면 이미지만 사용해서는

구분하기는 어려운, 비슷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구분이 힘든 클래스를 따로 분류하

였다. 이는 각각 A, E, M, N, S, T와 R, U 그리고 G, H이다. 
우리는 이들 각각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하나의 클래스로 묶

어서 처리한 결과, 각각의 유사한 케이스에 대한 구분은 불

가했지만 새롭게 지정된 18개의 클래스에 관해서는 그림

7과 같이 평균 성공률이 92%까지 상승함을 관찰하였다.
추가적으로 해당 분류기를 레퍼런스 획득에 사용된 실험

자의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단순히 적용하였을 때도

18개 클래스에 대하여 최저 8할 이상, 최고 9할의 성공률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알고리즘은 레퍼런스에 저장된 
윤곽 분포들과 현재 얻어진 윤곽분포를 비교하여 최적의

경우를 비교하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스 개수와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레퍼런스 개수(실험에서는 5개 사용)의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우리는 본 알고리즘을 MATLAB 
환경에서 최적화 없이 10개의 클래스만 사용하여 초당 3
프레임 정도의 실시간으로 구현하였으며, 이는 개발 환경

변경과 최적화를 통해 충분히 실시간으로 구현 가능함을

보인다. 

IV. 결론

본 논문에서 우리는 손 모양에 대해 ASL을 참조하여

여러 개의 클래스를 지정하고 하나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손을 촬영하여 레퍼런스 정보를 모았다. 이후 입력되는

새로운 정보에서 손을 추출하고 모양을 구분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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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제시하였다. 손을 추출하는 부분은 이미지 프로세

싱, 피부 추출, 손의 중심 추출 및 윤곽 획득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심으로부터 윤곽선까지의 분포를 데이터화 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윤곽 분포 정보를 레퍼런스와 비교하여

모양을 구분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결과를 보였다. 처음 25
개의 클래스를 모두 사용한 경우 72%라는 상대적으로 저

조한 결과를 보인다. 왜냐하면 이전의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교해볼 때, 구분하고자 한 클래스 개수가 너무 많았다. 
이에 우리는 이전의 유사한 연구들에서 사용한 방법과 같이 
A, E, M, N, S, T / R, U / G, H를 비슷한 클래스로 지정

하고 하나의 클래스로 묶는 방법으로 성공률을 대폭향상

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유사한 모양에 대한 구분이 불가해

진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한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

다. 먼저, 카메라를 하나만 쓰는 경우에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ASL에서 ‘x’와 같은 경우, 검
지손가락이 손바닥 방향으로 굽어있는 형태로 현재 촬영

방향에서는 손 모양 구분에서 구부린 정보를 사용할 수 없

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Kinect와 같은 깊이 카메라나, 다른
방향에서 촬영하는 두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3차원상의

입체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즉, R과
U와 같이 정면부 촬영에서는 외곽 벡터 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추가적인 카메라를 사용하면 우측면도와 정면도와

같이 다른 방향에서의 측면 촬영이 가능하며 이전과 달리

손쉽게 차이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다음으로 A, E, M, N, S, T나 G, H의 패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최외각 경계 분포 모양이 비슷한 경우를 해결하

기 위해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사용과 손바닥의 손가락 배

치에 의해 발생되는 다양한 내부 경계선의 고려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해결하지 못한 시퀀스 데이터를

포함하는 z나 j와 같은 경우를 HMM과 같은 모델과 접목하

여 제스처 인식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시각 센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본 연구 결과

는 HRI의 일환으로 시각 정보를 이용한 신체부위의 추출과

분류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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