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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착용형 디스플레이 장치(HMD: Head-

Mounted Display)가 소형화/경량화되어 대중에게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의 발전에 따라,

착용형 증강현실(Wearable AR: Wearable Aug-

mented Reality)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증강현실은 (i) 현실과 가상의 결합 (ii) 실시간 상호

작용 (iii) 가상 객체의 3차원 정합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6], 착용형 디스

플레이 장치상에서 이를 실현하는 것을 착용형 증

강현실이라 한다[46]. 착용형 증강현실 시스템을 통

해 사용자는 현실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관심

대상물, 환경, 현재 수행중인 작업 등과 관련된 디

지털화된 부가정보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으며 또

한 이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착용형 증강현실 환경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는

아직 전형화된 형태가 없다. 기존 데스크톱 환경의

경우, 고정된 디스플레이 장치 앞에 사용자가 앉아

키보드 또는 마우스 등을 활용하고, 모바일 컴퓨팅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모바일 컴퓨팅 장치를 기반으

로 터치나 모션 센서를 활용하는 사용자 인터페이

스 형태를 가지지만, 착용형 증강현실 환경은 데스

크톱과 같이 사용자가 앉아있는 환경이 아니기에

데스크톱 환경과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이

어렵고, 디스플레이와 사용자의 시점이 일치하므로

모바일 컴퓨팅 환경과 같은 터치센서의 적용이 힘

들다. 가상현실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갑형 입

력 장치[14]는 착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착용형 증강

현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써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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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형 증강현실 환경에 적합한 사용자 인터페이

스로써, 사용자의 손을 카메라를 통해 인식/추적하

고 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활용하는 방법이 소

개되고 있다[52]. 이러한 컴퓨터 비전 기반 손 사용

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의 손을 비침습적(Non-

invasive)으로 인식/추적하므로 사용자에게 불편함

을 주지 않는다. 또한, 카메라는 착용형 증강현실

구동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치이므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손 인식/추적 문제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Human-Computer Interaction)

연구의 제스처 인식 분야에서 다년간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32][49]. 본 논문에서는 손 제스처에 대한

주제가 아닌, 착용형 증강현실 상호작용에 대한 조

금 더 일반적인 문제인 손 자세 추정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 최근 7년간의 관련 연구의 현황을 분석

한다. 손 자세 추정이란, 이미지 혹은 3차원 공간

상에서 손의 위치와 개별 손가락 관절이 굽혀진 정

도를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Ⅱ장에서는 착

용형 증강현실 상호작용을 위한 컴퓨터 비전 기반

손 자세 추정의 주요 연구사례를 분류한다. Ⅲ장에

서는 조사 결과와 연구 동향을 분석한다. Ⅳ장에서

는 분석한 연구 동향을 기반으로 손 기반 착용형 증

강현실 상호작용 연구의 전망을 제시한다.

Ⅱ. 연구 현황 

손은 표면 무늬가 거의 없고(Texture-less), 변형

가능한(Deformable) 객체로서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하여 손의 자세를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

다.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 비전 기반 손 자세 추정

과 관련된 연구 동향 논문들은 주로 알고리즘의 특

성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를 분류하였다[16]. 이 분류

법은 여전히 유효한 분류법이지만, 손 자세 추정 문

제의 계산적인 어려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응

용 측면에서의 고찰이 미흡한 단점이 있다. 본 논문

은 착용형 증강현실 상호작용을 위한 손 자세 추정

연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분류방법을 제안

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사례를 설명한다.

•손 자세 추정을 위한 장치의 이동성

•손 자세 추정을 위한 장치의 종류

•손 자세 추정의 자유도 (DoF: Degree of

Freedom)

•손 자세 추정 방식의 계산 복잡도

1. 손 자세 추정을 위한 장치의 이동성

손 자세 추정을 위한 장치의 이동성에 따라, 고정

형 장치와 이동형 장치로 분류 할 수 있다. 세부적

으로 고정형 장치는 <그림 1>처럼 하향 시점, 상향

시점, 사용자 방향 시점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이동

형 장치는 사용자가 착용이 가능한 형태로, HMD

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눈 위치 또는 어깨/목걸이/

손목 위치에 장착 될 수 있다.

고정형 장치에서 하향 시점에 해당되는 연구들은

[54][53][1][39][25][21][8] 등이 있으며, 주로 테이블

위 평면 또는 객체에 대해 손/손가락 끝으로 접촉하

는 등의 터치기반 상호작용이 비교적 쉽게 구현 가

능하다. 상향 시점에 해당되는 연구는 테이블 위에

장치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손 등이 위로 향하는 손

자세에서 손가락의 굽힘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

다[4]. 그러나 일정 거리 이상에서 작동되는 장치의

02_1본본:02본본  14. 7. 11.  본본 3:11  Page 89



90 방송공학회지 19권 3호

300 특집 : 스마트 실감/증강 방송 핵심 기술

특성 때문에, 공중 상호작용에 주로 치중되는 단점

이 있다. 사용자 방향 시점에 해당되는 연구들에서

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며 가

상 객체를 손으로 조작 상호작용할 수 있다

[34][30][10][50]. 단, 고정형 장치의 특성상 가상객

체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장치의 센싱

범위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동형 장치 중에 HMD에 장치를 장착하는 방법

은 1인칭 사용자의 시점에서 손을 인식/추적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며 가상객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27][28][38][26]. 한

편, 목걸이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손가락 끝을 인식/

추적하여 목걸이형 프로젝터로 투사한 지도 영상을

조작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례도 있다[31]. 그 밖

에 사용자의 손목에서 손가락 방향으로 향하는 시

점으로 장치를 부착하여 손의 자세를 추정하는 연

구도 있다[24][37]. 이 경우 손가락 굽힘 정보를 상

대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

2. 손 자세 추정을 위한 장치의 종류

손 자세 추정에 사용되고 있는 장치 구성을 큰 범

주로 나누어 보면, 우선 단일 컬러 카메라와 다수의

컬러 카메라, 단일 깊이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와

기타 센서가 융합된 센서 퓨전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일 컬러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 3차원 손 정

보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손에 부가적인 표시를 하

는 경우가 있다. 손가락 끝에 육면체 마커를 장착

[37], 엄지와 검지에 컬러 마커를 부착[31], 또는 특

정한 색상패턴으로 구성된 장갑을 착용해야[54] 하

는 경우도 있다. 또한, 완벽한 손 자세 정보를 얻는

대신 제한된 정보만을 얻는 연구들([55][27][28] 등)

<그림 1> 손 인식/추적을 위한 장치의 이동성에 따른 손의 영상 입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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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진행되었다. 한편, 제스처 인식의 경우처럼 사전

에 얻은 손 이미지 데이터 베이스의 분류를 통해 손

가락 자세를 얻는 방법[42][43], 다양한 계산을 통

해 2차원 이미지 정보만으로 3차원 손 자세를 추정

하고자 하는 연구들([48][12][13][11]) 또한 진행되었

다.

한편 다수의 컬러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법은, 2

대로 스테레오 시스템을 구성 하는 방식([26][53])

과 공간의 천정에 8대의 고정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36][33][7])이 있다. 다수의 컬러 카메라를 사

용하게 되면, 카메라 한대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손 자세 추정도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

면, 자가가림(Self-occlusion)이 발생하여 보이지

않는 손의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시점의 정보를 사

용하여 손 자세를 좀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깊이 카메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키넥트[3] 센

서의 보급에 힘입어 내츄럴 유저 인터페이스(NUI:

Natural User Interface)의 주요한 장치로 사용되

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과반수의 연구 사례에서

깊이 정보 획득이 가능한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표 1>). 세부적으로는 장치 마다 깊

이 정보 획득의 방식과 유효 거리 범위가 다르지만

거리 정보를 기반으로 손 자세를 추정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다수의 깊이 카메라를 사용할

경우, 개별 깊이 카메라가 방출하는 적외선/패턴 간

의 상호 간섭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깊이 정보를 얻

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손 자세

추정 연구에서 다수의 깊이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

한 연구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만이 아

닌, 가속도 센서 등의 보조 센서를 함께 활용하여

손 자세를 추정하는 센서 퓨전 방식의 연구들

([24][41][38])도 진행되었다.

3. 손 자세 추정의 자유도

손을 기구학(Kinematics)적 측면에서 고찰하면,

각 손가락은 4의 회전 자유도로 구성되어 있고, 다

섯 손가락을 고려하면 20 DoF를 가진다. 그리고 공

간상에서 손의 위치(3 DoF) 및 회전에 대한 자유도

(3 DoF)를 고려하면 손은 26 DoF를 가진 모델로

모델링된다[54][35]. 만일, 엄지손가락 관절에 대한

움직임이나[11-13][48], 사람마다 다른 손가락 관절

의 길이까지도 자유도로 고려[7][18]하게 되면 더욱

높은 DoF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본 논문

에서는 26 DoF 이상의 경우를 통틀어 Full-DoF라

분류한다(<표 1> 참조). 반면에, 손 자세의 일부분

만을 추정하는 것은 Partial-DoF로 분류한다. 또

한, DoF를 계산하기 어려운 손영역 추출 방식

[8][21][28][39]이나 제스처 인식 기반 자세추정 방

식[42][43]에 대해서는 DoF를 표기하지 않았다.

손 자세의 일부분만을 추정하는 Partial-DoF 분

류의 연구는 주로 손가락 끝(Fingertip) 위치를 추

정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손 자세에 제약이 있는 경

우가 많다. LeapMotion[4]은 ToF(Time of Flight)

방식의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손 끝의 위치를 빠

르고 강건하게 추정할 수 있다. [27]은 컬러 카메라

를 이용하여 컬러 이미지 상에서 손가락 끝의 위치

를 찾아내고, 이를 통하여 손 전체의 자세를 추정하

여 가상객체와의 상호작용에 사용한다. 한편, [19,

44, 56, 17]은 손가락 끝의 위치를 찾는 측면에서

동일한 방법이지만, 깊이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

에 손가락 끝 및 손중심의 3차원 위치를 얻을 수 있

다. 하지만, 이러한 손가락 끝 위치 추정에 기반하

는 손 자세 추정 기술들은 정밀한 자세 추정이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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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가상객체와 상호작용 방식의 정밀성과

다양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Full-DoF 분류는 Partial-DoF분류에

서 얻을 수 있는 손가락 끝 위치 및 손 전체의 위치/

회전 이외의 세부 관절에 대한 회전값까지도 추정

한다. 가장 손쉬운 방식은 손가락 끝의 3차원 위치

를 얻고 역기구학(IK : Inverse Kinematics)을 적

용하는 방식([37][38][24])이다. 단, 이 방법은 손가

락 끝의 3차원 위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전제로 하며,

항상 손가락 끝이 보이는 자세일 때만 동작 하거나

([38]) 손목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손가락 끝이 보이

는 자세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37][24])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 [54]는 표면 무늬가 존재하지 않

는 손에 장갑으로 특정한 무늬 패턴을 부여한 후 패

턴인식 방법을 적용하여 26 DoF 손 자세를 추정한

다. 이 방식은 사용자가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야 하

는 불편함이 있다. [30, 33-36]은 추적 기반의 손

가락 자세 추정방식이다. 이 방식은 장갑을 착용할

필요는 없지만, 사용자가 특정한 초기 손자세를 취

해야 정상적으로 손가락 자세가 추정된다. 또한, 도

중에 손의 자세 추적을 잃어 버릴 경우, 그 오차가

누적되어 손 자세 추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

게 된다. [50]은 추적이 아닌 검출 방식으로, 매 프

레임마다 손의 관절의 위치를 검출하기 때문에 오

차가 축적 되지 않고 손 자세를 추정가능하다.

4. 손 자세 추정 방식의 계산 복잡도

이 절에서는 개별 연구에서 사용되는 손 자세 추

정 방식의 계산 복잡도를 살펴본다. 이번 조사에서

사례로 들고 있는 연구들은 각각 추정하는 손 자세

의 상세도도 다르고, 한정하고 있는 환경적인 제약

사항과 시스템 구성 정도에도 차이가 크므로, 모든

사례에 대해 수평적으로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따

라서, 구현 환경 및 처리속도가 명시된 학술지 사례

를 중심으로, 계산 복잡도가 매우 낮음(60FPS 이

상), 낮음(25~35 FPS), 보통(10~25 FPS), 높음

(1~10 FPS) 그리고 매우 높음(1 FPS 미만)의 다섯

부류로 나누어 설명한다.

계산 복잡도가 매우 낮은 부류에는[30,50]이 있

다. 이들은 각 프레임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 15ms 미만으로, 60 FPS(Frame-per-Second)

의 처리 성능을 보인다. [30]의 경우 동역학

(Dynamics) 기반의 물리 특성을 손 자세 추정에 반

영하고 이전 프레임에서의 손 자세 정보가 현재 프

레임의 손자세를 추정하는데 활용이 되어 탐색 범

위를 줄임으로써 실시간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손

자세를 안정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초기화 과정

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50]의 경우 LRF (Latent

Regression Forest)라는 분류기를 학습할때 분할-

통치법(Divide-and-Conquer)을 도입함으로써 하

나의 트리(Tree) 구조에서 손 전체 마디의 위치들을

모두 얻어 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까지 나온 최신 기술 중에 가장 빠른 처리 성능 결

과를 보이고 있다.

계산 복잡도가 낮은 부류에는 [22,51,9,10,47]이

있다. 이들은 25~30 FPS의 처리 성능을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랜덤 포레스트(RF: Random Forest)

기반 분류기의 학습[22]과 손 관절 구조를 이용함으

로써 그 RF기반 결과를 추가 보완하는 방법[51],

ARM 아키텍처에 맞는 최적화 방법[9,10] 그리고

SOM(Self-Organizing Map) 기반의 학습 과정을

사용하는 방법[47]이 여기에 속한다.

계산 복잡도가 보통인 부류로 [27,40,41,43,35]

가 있다. 이들은 10~25 FPS의 처리 성능을 보인

다.  구체적으로는 거리변환(Distance tran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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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손바닥 후보 검출과 타원 매칭 방법을 통한 손

끝 점 검출 방법[27], 3D 모델과 세그멘테이션(Seg-

mentation) 된 손 영역 기반 추적 방법[40,41],

HOG(Histogram of Gradient)특징과 NN(Nearest

Neighbor) 탐색을 통해 가장 가까운 데이터 후보

군을 찾는 방법[43], GPU상에서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를 통해 손 모델과 손영상 사

이의 오차거리를 최소화하는 방법[35] 등이다.

계산복잡도가 높은 기술들에는 [54, 37, 36, 33,

34, 23, 28]가 있고, 1~10 FPS의 처리 성능을 보

인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색상패턴으로 구성된 장

갑을 통해 손의  3차원 좌표를 얻는 방법[54], 손

끝에 마커를 부착함으로써 손가락 끝 위치를 찾고

IK를 적용하는 방법[37], 다수 카메라 뷰(View)와

에지 맵, 손 실루엣과 같은 영상 특징을 이용함으

로써 실제 손의 특징과 추적시 예측된 특징의 차이

를 최소화함으로써 손을 추적하는 방법[36]과

GPU기반 한손 추적[35]을 양손 추적에 확장하는

방법[34], 손과 상호작용하는 객체를 추적하고 그

에 대한 가림상태와 물리적 제약사항을 모델링함

으로써 손의 자세를 추정하는 방법[33], 다층 RF

를 디자인함으로써 손 모양과 자세를 구분하는 방

법[23], 피부색과 표면 무늬 영상에 대한 HOG 기

반 특징을 통합적으로 모델링하여 학습함으로써

손영역을 픽셀단위로 찾아내는 방법[28] 등이 여기

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48,11-13,18,7]의 경우 매우 높은 계

산복잡도를 요구하는 기술들로, 1 FPS 미만의 성능

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손 모양 템플릿(Shape

Template)과 이진 트리 형태의 분류기를 이용함으

로써 손 자세를 추정하는 방법[48], 모델 기반으로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영역을 기준으로 손을 구

성하는 변수들의 최적의 값을 찾아가는 최적화 방

법[11-13], 객체로 가려진 손의 부분 정보와 MRF

(Markov Random Field)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손

의 전체 구조를 복원하는 방법[18], 에지(Edge), 옵

티컬 플로우(Optical Flow) 그리고 충돌(Collision)

을 고려함으로써 손가락-세일리언트(Salient) 지점

에 대한 결합 부위를 예측 하는 방법[7] 등이다.

Ⅲ. 연구현황 분석

새로운 분류방식에 따라 최근 연구를 분류한 결

과는 <표 1>과 같다.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을 한다. 

1. 손 자세 추정을 위한 장치의 이동성

측면 

손 자세 추정을 위한 장치는 그 이동성에 따라 고

정형 장치와 이동형 장치로 분류 할 수 있으며, 고

정형 방식은 그 특성상 데스크톱 기반의 손 기반 상

호작용 시나리오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사용자가 이동이 가능한

착용형 증강현실 환경에서의 손 상호작용을 위해서

는 HMD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눈 위치 또는 어깨/

목걸이/손목 위치에 장치를 장착시키는 방법이 적

절하다. 그 중에서도 HMD에 장치를 장착하는 방

법은 머리 이외의 신체에 별도의 장치를 장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표 1>에서 보여지듯 현재 손 자세 추정 연구에

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고정형, 특히 사용자

방향시점과 하향시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착

용형 증강현실과 같이 이동형 장치를 사용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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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이동성 센서종류 자유도 계산 복잡도 비고

Harrison11 [19] 이동 (어깨) 깊이 (Primesense) Partial-DoF: 2 DoF - 터치 포인트만 검출(손가락과 반대편 손바닥의 접촉 지점)

Seo13 [44] 고정 (하향) 깊이 (Kinect) Partial-DoF: 2 DoF - 터치 포인트만 검출(평면과 손의 접촉 지점)

Wilson10 [56] 고정 (하향) 깊이 (Kinect) Partial-DoF: 2 DoF - 터치 포인트만 검출, 흰색 배경에 물리객체가 존재하지
(평면과 손의 접촉 지점) 않는 환경

Hilleges09 [20] 고정 (상향) 깊이 (3DV ZSense) Partial-DoF: 3 DoF - 자세정보 없음, 적외선 간섭 문제로 어두운 곳에서만
(테이블 위 공간상의 3차원 지점) 사용 가능

Benko12 [8] 고정 (하향) 깊이 (Kinect) - (3차원 공간상의 손 영역) - 손을 영역으로만 취급, 자세정보 없음, 흰색 배경에
물리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

Hilleges12 [21] 고정 (하향) 깊이 (Kinect) - (3차원 공간상의 손 영역) - 손을 영역으로만 취급, 자세정보 없음,
흰색 배경에 물리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

Li13 [28] 이동 (눈) 컬러 - (컬러 이미지 상의 손 영역) 높음 손을 영역으로만 취급, 자세정보 없음, 손목 가리는 옷
Piumsomboon11 [39] 고정 (하향) 깊이 (Kinect) - (3차원 공간상의 손 영역) - 손을 영역으로만 취급, 자세정보 없음

Sodhi12 [45] 고정 (상향) 깊이 (Kinect) Partial-DoF: 3 DoF
-

신체중심으로부터 손을 1m이상 뻗어야 함, 
(공간상의 손 위치) 흰색 배경에 물리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

Lee07 [27] 이동 (눈) 컬러 Partial-DoF: 2 DoF (손중심위치) 보통 다섯 손가락이 구분되도록 편 자세, 손목 가리는 옷
+ 10 DoF (손가락끝위치)

Lee13 [25] 고정 (하향) 깊이 (Kinect) Partial-DoF: 3 DoF - 등록된 일부 손 자세만 검출 가능,
(공간상의 집기 위치) 흰색 배경에 물리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

Mistry09 [31] 이동 (목걸이) 컬러 Partial-DoF: 2 DoF - 손을 영역으로만 취급, 
(컬러 이미지 상의 집기자세 위치) 엄지와 검지에 컬러마커 착용 필요

Wilson06 [55] 고정 (하향) 컬러 Partial-DoF: 2 DoF - 집기(Pinch) 자세만 검출 가능
(컬러 이미지 상의 집기자세 위치)

3GearSystems [1] 고정 (하향) 깊이 (Kinect) Partial-DoF: 6 DoF (손전체) + - 인식가능한 자세는 데이터베이스에 의존, 
제스처인식으로 손가락 추정 손목 가리는 옷

Hackenberg11 [17] 고정 (사용자방향) 깊이 (SwissRanger) Partial-DoF: 3 DoF (손중심) + - 다섯 손가락이 구분되도록 편 자세
15 DoF (손가락끝위치)

LeapMotion [4] 고정 (상향) 깊이 (LeapMotion) Partial-DoF: 3 DoF (손중심) + - 손가락 끝이 보이게 손바닥이 아래로 오는 자세
15 DoF (손가락끝위치)

Wang11 [53] 고정 (하향) 다수 컬러 (2대) Partial-DoF: 6 DoF (손전체) + - 인식가능한 자세는 데이터베이스에 의존, 
제스처인식으로 손가락 추정 손목 가리는 옷, 손 분리를 위한 단순한 배경

Lee08 [26] 이동 (눈) 다수 컬러 (2대) Partial-DoF: 3 DoF (손중심) + - 포인팅(Pointing) 자세만 가능, 
3 DoF (검지끝) 손목 가리는 옷, 손 분리를 위한 단순한 배경

Prisacariu09 [40] 고정 (사용자방향) 컬러 Partial-DoF: 6 DoF (손전체) 보통 손 모델에 의존성, 고정된 손 형태에만 적용가능
Romero09 [42] 고정 (사용자방향) 컬러 - (제스처인식으로 손 자세 추정) - 인식가능한 자세는 데이터베이스에 의존, 손목 가리는 옷
Romero10 [43] 고정 (사용자방향) 컬러 - (제스처인식으로 손 자세 추정) 보통 인식가능한 자세는 데이터베이스에 의존, 손목 가리는 옷

Kim12 [24] 이동 (손목) 깊이 (FireFly MV) Full-DoF: 6 DoF (가속도센서) + - 손목시점에서 손가락 끝이 보여야 함, 
20 DoF (손가락끝위치+IK) 가속도 센서 착용 필요, 손목 가리지 않는 옷

Pamplona08 [37] 이동 (손목) 컬러 Partial-DoF: 16 DoF 높음 손목시점에서 손가락 끝이 보여야 함,
(손가락끝3D위치+IK, 엄지제외) 손가락 끝 큐빅마커 착용 필요, 손목 가리지 않는 옷

Prisacariu12 [41] 고정 (사용자방향) 컬러 Partial-DoF: 6 DoF (가속도센서) + 보통 가속도 센서 착용 필요
4가지 손 자세

Park14 [38] 이동 (눈) 깊이 (Creative Gesture) Full-DoF: 6 DoF (자기트래커)+ - 손가락이 구분되어야 함, 자성 트래커 착용 필요,

20 DoF (손가락끝위치+IK) 깊이 유효거리내에 손만 존재
Wang09 [54] 고정 (하향) 컬러 Full-DoF: 26 DoF 높음 컬러 패턴 장갑

Oikonomidis11a [35] 고정 (사용자방향) 깊이 (Kinect) Full-DoF: 26 DoF 보통 손 모델에 의존성, 손목 가리는 옷, 깊이 유효거리내에
손만 존재

Oikonomidis12 [34] 고정 (사용자방향) 깊이 (Kinect) Full-DoF: 26 DoF 높음 손 모델에 의존성, 손목 가리는 옷, 깊이 유효거리내에
손만 존재

Keskin11 [22] 고정 깊이 (Kinect) Full-DoF 낮음 깊이 유효거리내에 손만 존재
Keskin12 [23] 고정 깊이 (Kinect) Full-DoF 높음 깊이 유효거리내에 손만 존재
Coleca13a [9] 고정 (사용자방향) 깊이 (Kinect) Full-DoF 낮음 깊이 유효거리내에 손만 존재
Coleca13b [10] 고정 (사용자방향) 깊이 (Kinect) Full-DoF 낮음 깊이 유효거리내에 손만 존재

State13 [47] 고정 (사용자방향) 깊이 (Kinect) Full-DoF 낮음 깊이 유효거리내에 손만 존재

Melax13 [30] 고정 (사용자방향) 깊이 (Creative Gesture) Full-DoF 매우낮음 손 모델에 의존성, 손목 얇은 옷, 깊이 유효거리내에
손만 존재

Tang13 [51] 고정 (사용자방향) 깊이 (ASUS Xtion) Full-DoF: 26 DoF 낮음 깊이 유효거리내에 손만 존재
Tang14 [50] 고정 (사용자방향) 깊이 (Creative Gesture) Full-DoF: 26 DoF 매우낮음 깊이 유효거리내에 손만 존재

Oikonomidis10 [36] 고정 (하향) 다수 컬러 (8대) Full-DoF: 26 DoF 높음 손 모델에 의존성, 손목 가리는 옷, 깊이 유효거리내에
손만 존재

Oikonomidis11b [33] 고정 (하향) 다수 컬러 (8대) Full-DoF: 26 DoF 높음 손 모델에 의존성, 손목 가리는 옷, 깊이 유효거리내에
손만 존재

Ballan12 [7] 고정 (하향) 다수 컬러 (8대) Full-DoF: 35 DoF 매우높음 실시간 처리 불가능
Gorce08 [12] 고정 컬러 Full-DoF: 28 DoF 매우높음 실시간 처리 불가능
Gorce10 [13] 고정 컬러 Full-DoF: 28 DoF 매우높음 실시간 처리 불가능
Gorce11 [11] 고정 컬러 Full-DoF: 28 DoF 매우높음 실시간 처리 불가능
Hamer09 [18] 고정 (사용자방향) 깊이 (Coded light 방식) Full-DoF: 96 DoF 매우높음 실시간 처리 불가능
Stenger07 [48] 고정 컬러 Full-DoF: 27 DoF 매우높음 실시간 처리 불가능

<표 1> 연구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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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 자세 추정을 위한 장치의 종류 측면

손 자세 추정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컴퓨터 비전

분야의 연구에서는, 컬러 정보만을 활용하였을 경

우에 생기는 계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깊이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5,30,50].

한편, 응용 시스템 연구에서도 마우스와 같은 기

존의 데스크톱 기반의 입력장치를 대체하기 위한

수준(예 [55])에서 사용자 손 기반 인터페이스를 고

려하였지만, 최근에는 손을 이용한 3차원 상호작용

을 고려하는 방향[8,21]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즉, 컴퓨터 비전 분야로서의 연구에서는 물론, 응

용 시스템을 위한 연구에서도 깊이 정보가 안정적

으로 얻어질 필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

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깊이 카메라의 사용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3. 손 자세 추정의 자유도 측면

깊이 카메라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주로 컬러 카

메라만을 이용하여 손 자세 추정이 이루어졌다. 3

차원 정보를 즉시적으로 얻을 수 없는 컬러 카메라

의 특성상, 손 자세 추정 또한 주로 2차원 이미지

상에서의 위치를 얻는 것 이상의 발전이 없었다.

Full-DoF 손 자세는 컬러 패턴 장갑[54] 등의 강한

제약을 가하거나 혹은 실험적 수준에서 가능한 방

법이었다. 상호작용 가능한 시스템에서는 2차원 이

미지상에서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손가락 끝을 이

용하였으나 손 자세 추정에 제한이 많았다. 

이런 상황은 깊이 카메라가 보급되면서 크게 달

라지게 되었다. 우선, 컬러 카메라와 같이 손가락

끝을 이용하는 방법의 경우라도 3차원 공간상의 위

치를 알 수 있게 되었기에 DoF가 늘어났으며, 장갑

같은 제약사항 없이도 실시간에 손의 Full-DoF 자

세 추정이 가능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 한편,

손가락에 자가가림이 다소 존재하더라도, 손의 자

세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연구 되고 있다. 손

의 Full-DoF 자세 추정이 가능해 짐으로써, 이제

는 손을 매우 다양한 상호작용 응용에 활용할 수 있

게 되었다.

하지만, 손의 Full-DoF 추정을 위한 알고리즘들

은 제한적인 조건(부가적인 센서 착용, 사용 환경

등)에서 동작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대다수의

Full-DoF 추정방식의 경우 사용자 방향 시점 방식

의 고정형 장치에서 손의 자세를 추정하고 있다. 착

용형 증강현실에서 손 기반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4. 손 자세 추정의 계산 복잡도 측면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연구 된 기술의 계산

복잡도를 살펴보면, 주로 계산 복잡도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기술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양하고 복잡한 특징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이나,

알고리즘 내부에서 반복적인 추정 및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적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들

은 계산 복잡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렇게 발생한 계산 복잡도에 대해, 방법 그 자체

를 바꾸기 보다 GPU를 통한 병렬처리[32-35]나

프로세서에 최적화된 방식을 고안[9,10,47]하는 등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방식이 2011년도에서 2013년

도 사이에 시도 되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

다.

하지만,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사이에는 계산

복잡도 그 자체를 줄이는 시도가 있었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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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단일 깊이 영상만을 활용하는 등 사용하는 특징

의 양은 최소로 줄이고, 계산에 있어서는 반복 시도

를 줄이고 한번의 처리만으로도 최종값을 얻어내는

것을 고려하는 설계[30,50] 등의 시도가 있었고, 시

스템을 최적화 하는 것 보다 높은 성능의 향상이 있

었다. 

5. 분야 전반의 동향

분류의 항목에는 속하지 않지만 손 자세 추정 연

구 전반에 나타나는 경향성의 하나로서, 최대한 사

용자에 대한 사전정보나 제약 조건을 줄이는 방향

으로 연구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실시간에 손의 Full-DoF 자

세를 얻기 위해서는 다색 컬러 장갑등의 부가적인

장치를 착용[54]할 필요가 있던 것이, 점차 장착물이

필요 없어지는 방향으로 발전[35,30,51]하고 있다.

또한 다섯 손가락이 구별되도록 손가락을 펴야하는

등의 ([27,17]) 손 자세에 제약이 있었던 것에서 제약

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손

자세 추정 알고리즘에서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3차

원 손 모델에 의존하던 것([35,30])에서, 사용자 개

개인의 손가락 길이 등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도 손

자세를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되는 등([50]), 최대

한 사용자에 대한 사전정보나 제약 없이도 Full-

DoF 손 자세를 추정 가능 하도록 발전해 가고 있다.

Ⅳ. 결 론

1. 조사 결과 요약

본 논문은 착용형 증강현실 상호작용을 위한 손

자세 추정에 대한 관련분야 최신 연구들을 새로운

분류방식에 기반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대

다수의 손 자세 추정 연구는 사용자 방향 시점 혹

은 하향 시점 등의 고정된 시점을 가정하여 알고

리즘을 고안하거나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착

용형 증강현실 환경에 적용 될 수 있는 이동형 장

치에서 손을 인식/추적하는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HMD에 장착된 카메라

를 활용한, 컴퓨터 비전기반 비접촉식 손 자세 추

정을 통한 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착용형 증강현

실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써 적절할 것이라고 판

단된다.

2. 토론

앞서 살펴보았듯, 현재 손 자세 추정에 사용되는

장치 시점의 주류는 고정형이다. 이 절에서는 이들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와 이들 방식에서 간과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상호작용 영역의 제한  고정형 장치의 경우, 정해

진 영역(장치 정면, 테이블 위 등)에서만 손을 인식/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객체와의 상호작용 또한

특정한 공간 속에서 밖에 할 수 없다. 즉, 이들 방식

은 손 기반 상호작용에 공간적인 제약이 생길 수 밖

에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영상에서의 손영역 분리 문제 고정형 시점에서

는 배경 제거(Background subtraction) 방식을 적

용하거나([13]), 상호작용 영역에 강한 가정을 두어

손 영역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

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이동형 장치는

시점의 변경이 매우 자유롭고, 이로 인해 영상에서

손 영역을 구별하기 위한 일반적인 가정을 세우기

어렵다. 특히, 고정형 시점과는 달리 사용자의 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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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의 객체가 접촉하는 상황 또한 빈번하게 발생

하게 된다. 

예를 들어 [30]의 경우, 사용자의 정면에 카메라

가 위치하기 때문에 유효 거리 획득 범위에 있는 객

체가 손이라 가정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깊이 영상

에서 공중에 있는 손의 인식/추적 만을 고려하면 되

었다(<그림 2> 왼쪽). 하지만 사용자 시점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물체와 손이 접촉 하는 상황에

서 손 영역의 부분과 물체의 부분이 구분되지 않아

손 추적을 실패하는 현상 (<그림 2> 오른쪽)이 발생

한다.

결국, 이동형 시점에서는 복잡한(Cluttered) 현실

공간에 대한 카메라 영상에서 손 영역을 판별해 내

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 이 문제는 비단 사용자 시

점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환경의 특성

상 문제가 현저히 드러날 수 있다.

손의 자가가림 발생 고정형 장치를 사용할 경

우, 대개는 상대적으로 자유도가 낮은 손바닥(6-

DoF) 부분에 자가가림이 발생한다. 하지만, 사용

자의 눈 위치 시점에서는 손바닥에 비해 자유도가

높은 손가락(20-DoF) 부분에 자가가림이 발생하

기 쉬우며, 따라서 해결해야 할 자유도 또한 훨씬

높다.

3. 연구 전망

착용형 증강현실에서 손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기 위해 앞으로 필요한 연구 방향에 대해 서

술한다.

손가락 관절 간의 상관관계를 학습하는 방법 각

손가락 관절 간의 굽힘 정도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

관계가 존재한다([29, 54, 15]). 이러한 관계를 사전

에 학습한다면, 사용자의 눈 위치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 관절 부분의 굽힘 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 손

목 위치 기반 카메라 방식([37, 24])에서는 손가락

끝 부분의 3차원 좌표만을 취득하여, 나머지 관절

에 대해선 역기구학을 사용하여 손 가락의 모든 자

세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발상이 사용자의 눈 위치 시점에도 적용 가능하리

라 보인다. 다시 말해, 현재 시점에서 보이는 손가

락 관절의 정보들을 통해 현재 보이지 않는 손가락

끝의 3차원 좌표를 추정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

다.

태스크 분석과 손 자세 추정의 연계 현재 수행중

인 작업(Task)의 맥락(Context) 정보를 활용하여

손 자세 추정의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방법 또한 유

망한 연구 방향으로 여겨진다. 기존 손 자세 추정

연구에서는 철저히 신호처리적인 입장에서, 영상정

보 만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하지

만, 사용자의 눈 위치 시점에서는 높은 자유도를 가

진 손가락 부분이 가려지는 경우가 많아 영상만으

로는 손 자세 추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수행중인 작업을 알고 그

맥락을 고려하여, 현재 작업의 문맥에서 실제 일어

날 법한 손가락 자세를 추론하면 손 자세를 적절히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조사된 연구 중에서 예를 들자면, 물리객

<그림 2> (왼쪽) 손이 공중에 있을 경우, 깊이 이미지에서 손이 명확히
구별되므로 손 자세 추정이 가능함. (오른쪽) 손이 물체와 접촉했을 시
손과 물체가 크게 구별되지 않아 손 자세 추정에 어려움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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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형태를 사전정보로 알고 있을 때, 손으로 이

객체를 잡을 경우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

자세를 추정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33]가

이와 가장 유사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센서 퓨전 방식 컴퓨터 비전 및 기계 학습에만

의존하여 손 자세를 추정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착용형 센서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착용형 센서가 발매되고 있

다. 이중에서도 전완부 착용형 근전도 센서[5]와 같

은 경우, 손목 근육의 근전도를 통해 손가락을 굽힌

정도를 알 수 있다. 이런 센서 장치는 장갑형 장치

에 비해 손 전체를 감싸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러한 착용형 센서에

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비전기반 손 자세 추정에 보

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만 하다.

즉, 개별 관절이 보이지 않는 경우나 설령 개별 관

절이 보이는 상황이라도 손 자세 추정 알고리즘의

초기 추정치로써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최

종적인 손 자세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계산 복잡

도를 낮추는 등의 장점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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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 1998년 : Univ. of Southern California (USC) Electrical Engineering-Systems (공학박사)
- 1991년 ~ 1992년 : 삼성종합기술원 연구원
- 1999년 ~ 2001년 : ATR MIC Lab. 초빙 연구원
- 2001년 ~ 2012년 : 광주과학기술원 정보기전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 2005년 ~ 2012년 : 광주과학기술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장
- 2012년 ~ 현재 :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 주관심분야 : 문화콘텐츠기술, 3D 컴퓨터 비전, 증강/혼합현실,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감정인식, 맥락 인식

컴퓨팅, 유비쿼터스 컴퓨팅 등

필 자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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