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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Natural User Interface (NU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기존

에 존재하던 마우스나 키보드와 같은 부가적인 입력

장치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보다 편리하게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진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가상현실에 관련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은 점점 더 중요해졌다. 가상현실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몰입감이고 이는 시스템과 어

떠한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에 의해 결정되

기 때문이다.

결국 NUI는 가상현실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며 사

용자가 일상과 다르지 않은 자연스러운 행동을 기반

으로 진행되어야한다는 점 때문에 사용자의 신체적

인 구조에서 모티브를 따오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에

서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시에 사용하는 방법들

을 대표적인 예로 손꼽을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에는 말하

기, 손동작, 얼굴 표정, 몸짓 등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

하며 그중에서도 손동작은 NUI의 대표적인 방법이

다.

이제까지 손동작 인식은 사용자의 손가락 개수를 

인식하여 손가락 개수 변화에 따라 동작을 정의하거

나, 혹은 가벼운 궤적을 그리는 것으로 손동작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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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왔다[1]. 하지만 이는 사용자들에게 있어 동작 

자체에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용

함에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어 시스템에 대한 몰입감

이 깨져버린다. 손동작 자체에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주로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손동작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렇게 일상에서 사용빈

도가 높은 손동작들은 문화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와 인식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상 속 다양한 국적의 사

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다국적 손동작을 인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NUI

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시스템과 상호작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상호작

용 방식 중 하나인 손동작은 사용자가 실제로 일상 

속에서 주로 사용하는 동작을 위주로 인식이 되어야

하며 일상 속 손동작들 중에서도 여러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다국적 손동작을 중심으로 인식이 되어야 

사용자의 국적 차이가 없이, 편안한 상호작용이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이다.

손동작 인식 분야에서는 손동작의 종류를 정의하

고 이에 따라 인식 방법이 각기 다른데 손동작의 종

류는 기본적으로 3가지, 손 모양만으로 의미를 표현

하는 고정적 손동작, 손 중심점이 그리는 궤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동적 손동작, 마지막으로 모든 손동

작을 조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연속적인 손동작으

로 이루어져있으며 연속적인 손동작 인식에 대한 연

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1]. 본 논문에서 인식하고

자 하는 다국적 손동작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손 

모양과 손 중심점이 그리는 궤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손동작이라 정의하여 

고정적 손동작 인식 방법과 동적 손동작 인식 방법을 

조합 후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 인식을 진행하도록 

한다. 변화하는 손 모양인 고정적 손동작을 인식하는 

부분은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HOG) 알

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였고 손 중심점이 그리는 궤적

인 동적 손동작을 인식하는 부분은 Histogram of

Oriented Displacements (HOD) 알고리즘을 기반으

로 하여 최종적으로 실시간 다국적 손동작 인식을 

하도록 한다.

2장에서는 다국적 손동작에 대한 상세한 정의 후 

제안된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있는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HOG) 알고리즘과 Histogram

of Oriented Displacements (HOD) 알고리즘 각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다음 3장에서는 다국적 손동

작 인식을 위한 전체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4장에서는 해당 알고리즘을 이용한 실험 및 실험 결

과에 대해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맺

는다.

2. 이  론

2.1 다국적 손동작에 대한 정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기

회가 많아지고 서로 함께 사용해야하는 컴퓨터 시스

템의 종류도 많아지면서 무엇보다 필요해진 것은 서

로의 의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조율이

다. 그러므로 국가마다 다른 손동작 종류를 조사하고 

해당 손동작들을 어떻게 나누어야 인식이 효율적으

로 되는 가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여기서 말

하는 손동작의 종류가 다르다는 의미는 어떠한 경기

에서 승리하였을 경우 승리의 손동작으로써 브이 모

양을 만드는 단순하게 고정된 손동작에서 시작하여 

상대를 모욕하는 손동작으로 뿔 모양을 만들어 손목

을 흔드는 연속적인 동작까지 각기 다른 손동작 종류

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손동작 인식 분야에선 위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손동작들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 손동작 인

식 분야에서 정의하는 손동작의 세 가지 종류는 고정

적 손동작(Static Hand Gestures), 동적 손동작

(Dynamic Hand Gestures), 연속적인 손동작(Con-

tinuous Hand Gestures)이다. 먼저 고정적 손동작이

란 손 모양에 의미를 담고 있는 손동작으로 이를테면 

승리의 브이 자를 그리는 손동작 혹은 그만하라는 

의미로 손가락 다섯 개를 전부 편 채 멈춘 손동작 

등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 수 있다. 고정적 손동작은 

손동작 인식 분야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분야이며 다른 손동작 종류에 대한 인식 방법보다 

인식률이 비교적 좋은 편이다. 다음은 동적 손동작으

로, 이는 손 중심점이 그리는 궤적에 의미를 담고 있

는 손동작을 의미한다. 이는 궤적 자체가 명확하게 

문자나 어떠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의미가 해석되

는 동작이고 어떠한 행위 즉 물을 마시는 동작과 같

이 특정한 행위를 하는 동작에서 시작하여 가볍게 

궤적을 그려 하나의 손동작을 의미하는 경우까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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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마지막 연속적인 손동작의 경우는 위에서 서

술한 두 가지 손동작 종류를 전부 포괄하는 손동작이

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어떠한 시작 동작에서 끝 동

작까지 연속적으로 손동작이 존재하는 손동작이라

고 정의한다. 따라서 연속적인 동작은 세 가지 동작 

중에서도 가장 자연스럽고 포괄적으로 손동작 인식

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인식 목적으로 하는 

다국적 손동작의 경우는 연속적인 손동작 인식의 일

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국적 손동작 

인식 방법은 연속적인 손동작 인식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인 고정적 손동작과 동적 손동작 인식 두 가지를 

조합하여 최종적으로 연속적 손동작을 인식하는 방

(a)

(b)

(c)

(d)

(e)

Fig. 1. Examples of multi-cultural hand gestures (a) Affair (b) Hi (c) No (d) Come (e) 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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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구성될 수 있다.

고정적 손동작 인식 부분에서는 이미지의 밝기 방

향성을 기반으로 물체의 모양을 인식하는 알고리즘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HOG) 활용하며 

동적 손동작 인식 부분에서는 손 중심점의 이동 거리 

및 방향의 변화량을 기반으로 히스토그램을 추출하

여 궤적을 인식하는 Histogram of Oriented Dis-

placements (HOD)를 활용하도록 한다. 각 알고리즘

의 결과로써 히스토그램이 추출되면 각 히스토그램

에 대해 Support Vector Machine (SVM)을 적용하

여 인식 결과 값을 구한다. 다국적 손동작 인식을 위

해 활용된 각 알고리즘에 대하여 다음 절에서 자세하

게 서술하도록 한다.

2.2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s (HOG)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HOG 알고리즘은 대표적인 

물체 인식 알고리즘이며 주로 보행자를 인식하기 위

한 방법으로 사용된다[2]. HOG는 이미지 밝기를 기

반으로 물체의 모양을 인식하는데 [2]에서는 다음 그

림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보행자를 분

류한다.

이미지의 밝기 값을 계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식(1) 기반 Discrete derivative mask를 사용함으로

써 이웃한 픽셀과의 관계를 충분히 반영한 밝기 기울

기 값을 계산하는 것이다. 보통 3 × 3 Sobel mask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Sobel mask 외에도 다양한 

complex mask들을 사용하여 실험한 기존의 연구들

이 존재한다.

and   (1)

고정적 손동작에서는 손 모양이 중심이기 때문에 

물체의 모양을 인식하기 위한 HOG 알고리즘은 비교

적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준다[3].

2.3 동적 손동작 인식을 위한 Histogram of Oriented 

Displacements (HOD)

앞서 기술하였듯이 동적 손동작이란 손이 그리는 

궤적에 의미를 담고 있는 동작을 의미한다. 손동작 

인식 분야에서 동적 손동작 인식을 위해 주로 사용하

는 알고리즘은 Dynamic Time Warping (DTW),

Hidden Markov Model (HMM)가 대표적인데[9]

DTW의 경우에는 작은 데이터베이스로도 인식이 가

능하며 HMM의 경우에는 DTW 알고리즘의 경우보

다 데이터베이스의 크기가 방대해야하는 반면 비교

적 높은 정확도를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DTW와 

HMM의 경우는 손의 동작이 어디서 시작하는 지 제

한을 두는 것으로 동작 인식을 진행해야하며 정확도

가 고정적 손동작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이 아니기 때

문에 손 모양의 키 프레임을 뽑는 방법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한다[4]. 또한 손을 흔드는 동작

과 같이 단순한 궤적일수록 인식률이 떨어지기 때문

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Microsoft 사에서는 이전부터 사람의 신체가 그리

는 동작들을 인식하는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이에 대

한 3D 깊이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하고 있다[5]. 3D

깊이 데이터베이스는 사람의 공 던지기, 조깅, 물 마

시기, 박수치기 등의 다양한 액션 정보를 담고 있으

며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해당 액션들을 인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 Histogram of Oriented Dis-

placements (HOD)가 발표되었다[6].

HOD 알고리즘은 Kinect 카메라에서 제공하는 신

체 정보인 Skeleton point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20

개의 관절 점들을 기반으로 하여 사람의 동작을 인식

하는 알고리즘이다. 각 점들의 프레임마다 이동방향

과 이동거리 변화량 두 가지 데이터를 히스토그램으

로 추출하여 후에 벡터 화를 통해 동작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7]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손의 

궤적이 주된 중국의 수화를 인식하는 목적으로 사용

하였으며 DTW와 HMM보다 비교적 좋은 인식률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HOD 알고리즘의 흐름 도

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흐름 도는 기존의 HOD 알고

리즘과 다르게 손 중심점 기반으로 바꾸어 적용한 

알고리즘 흐름도이다.

Fig. 3에서 Temporal pyramid는 컴퓨터 비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Spatial pyramid 기법을 바탕으로 만

Fig. 2. Flowchart for person classifica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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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진 기법으로 이미지 픽셀 기반인 Spatial pyr-

amid와는 달리 시간 축을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서 차이가 존재한다. 사람의 동작들은 각각 다른 동

작이라고 하더라도 움직임의 유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전체 시간에 대해 한꺼번에 관절의 

움직임 이동방향과 이동거리 변화량을 계산하여 히

스토그램을 추출한다면 다른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유사성이 높아져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HOD 알고리즘에서는 이에 대해 Temporal Pyramid

를 적용하여 동작이 진행된 전체 시간을 여러 레벨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추출 후 피라미드 

화하여 동작 분류를 한다. 이 방식을 따르게 되면 동

작의 세세한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작의 분류에 있어서 인식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3. 다문화 손동작 인식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는 일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다문화 손동작 인식을 위해 HOG-HOD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다문화 손동작은 손동작 종류 중에서도 고

정적 손동작과 동적 손동작 모두를 포괄하는 복합적

인 손동작 즉 연속적인 손동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

며 대부분의 연속적인 손동작의 인식은 고정적 손동

작 인식과 동적 손동작 인식 결과의 조합으로 가능해

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정적 손동작 인식을 

위한 HOG 알고리즘과 동적 손동작 인식을 위한 

HOD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SVM을 통해 최종적으

로 다문화 손동작을 인식하도록 한다. 전체 알고리즘 

흐름 도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손이 영상에서 존재한

다면 인식이 시작되어 30 프레임동안의 데이터를 기

반으로 인식을 진행한다.

영상에서 손을 검출하는 것은 Kinect 카메라와 사

람 사이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손이라고 가정

하는 것으로 식(2) 와 같이 임계값을 주어 깊이 영상

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나머지 컬러영상과 적외선 

영상을 이용하여 깊이 영상에서의 손 부분에 대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방식은 손

목이 꺾이거나 주먹을 쥘 경우처럼 손 중심점의 깊이 

값이 임계값 범위를 급격하게 벗어나는 경우 중심점 

추적을 실패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이전 프레임

에서의 손 중심점 깊이 값과 이전 손 중심점 좌표의 

현재 프레임에서 깊이 값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Fig. 3. Flowchart for Histogram of Oriented Displacements for hand. 

Fig. 4. Flowchart for multi-cultural hand gesture recogni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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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프레임의 손 중심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최대

한 보완한다. Kinect 카메라에서 제공되는 손 인식 

라이브러리의 경우에는 손동작이 진행 중 Jittering

현상으로 인해 손동작 데이터 추출이 어려워 사용하

지 않는다. threshold 값의 경우, 적절한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손동작을 행할 때 카메라로부터의 거리가 

어느 정도가 좋은 지 값을 결정한다.

  (2)

     
 

3.1 고정적 손동작을 위한 HOG

단순한 손 모양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고정적 손

동작이라면 한 프레임만의 HOG 값을 추출하여 손동

작 분류를 진행하면 되지만 본 논문에서 인식하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 손동작으로 연속적인 손동작의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손동작이다. 그러므로 고정적 손

동작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프레임에 대한 데이터

들을 고려하여 인식을 진행해야한다. 게다가 HOG

알고리즘의 경우 물체의 모양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카메라의 시점이 변하면 같은 물체라도 인식률이 현

저히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하

나의 다문화 손동작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개의 

고정적 손동작이라고 정의한다.

위 그림과 같이 한 가지 다문화 손동작에 대하여 

급격하게 모양이 달라지는 부분 몇 가지를 해당 동작

의 구성요소로 정의한 후 일정 값 이상으로 영상에서 

모양을 찾게 된다면 해당 손동작을 다문화 손동작의 

고정적 손동작 부분을 의미하는 최종 결과 값으로 

도출한다.

3.2 동적 손동작을 위한 HOD

기존 HOD 알고리즘은 사람의 액션 인식을 위해 

적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손동작만을 인식하기 위

해 조건을 맞춰주어야 한다. 기존 HOD 알고리즘의 

경우 신체 중 대표적인 관절들을 의미하는 20개의 

점에 대해 20 프레임동안 점들의 이동방향 및 이동 

거리 변화량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을 추출한 후 해

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류를 한다. 본 논문에서 제

안하는 방법은 다문화 손동작을 인식하기 위한 방법

이며 이는 연속적인 손동작이므로 고정적 손동작 인

식 방법과 동적 손동작 인식 방법을 조합하여 최종 

손동작을 인식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그 중에서도 

동적 손동작 인식 방법을 위해 언급한 HOD 알고리

즘을 사용하도록 한다.

동적 손동작 인식을 위해 수정된 HOD 알고리즘

은 기존의 알고리즘이 20개의 점을 필요로 했던 것과

는 달리 오직 손 중심점 하나만을 이용한다. 정확도

를 높이기 위해 인식되는 손목 점까지 이용하여 손동

작 인식을 진행하였지만 이는 동작의 변화 중에서도 

손목이 접히는 동작일 경우 손의 중심점에 대한 추적

을 실패하거나 손목 점의 jittering 현상이 심해지는 

이유로 인해 손 중심점 하나만을 이용하여 인식을 

진행하도록 한다. 다문화 손동작의 평균 프레임이 최

대 30프레임이기 때문에 인식은 30프레임 단위로 진

행된다.

손동작을 위한 HOD 알고리즘은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 즉 손 중심점과 다음 프레임의 손 중심점 사이 

이동방향과 거리 변화량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을 

추출하는 것으로 동작 분류를 위한 데이터를 계산한

다. 이동 방향은 식(3)을 이용하여 구하며 두 점이 

서로 이루는 각도에 대한 라디안 값을 먼저 구하고 

Fig. 5. Static hand gestures recognition method for multi-cultural hand ges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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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역함수를 이용하여 각도 값으로 변환시킨다.

∠    





×÷

(3)

먼저 이동방향의 경우 동작의 잡음을 막기 위해 

이동방향 값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간략화 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3차원 공간 상 손 중심점 기반

이며 HOD는 2차원을 위한 Descriptor이므로 3차원 

공간을 2차원 기반 3가지 평면으로 투사시키는 방법

을 사용해야한다. XYZ 3차원 평면을 X-Y, Y-Z,

X-Z 2차원 평면으로 나누고 손 중심점을 해당 평면

으로 투사시킨다. 동작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X-Y 평면은 8가지 공간으로 나누어 이동방향 데이

터 값을 간략화하며 Y-Z평면은 6가지 공간으로 나

누고 마지막 X-Z 평면은 5가지 공간으로 나누도록 

한다. 이렇게 나눈 공간 개수는 결과 값으로 사용되

는 히스토그램의 bin 값이 된다. 프레임 간 손 중심점

의 이동거리 변화량 역시 이동 방향을 처리하는 방식

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3차원 평면을 3가지 2차원 평

면으로 투사시켜 각각 프레임 간의 점과 점 사이 거

리 값을 계산한다. 이동방향 처리 방식과는 공간을 

나누어 데이터를 간략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

가 존재한다. 다음 유클리디안 거리를 구하는 식(4)

를 이용하여 손 중심점 이동거리 변화량을 계산한다.

    


 


 (4)

이동방향과 이동거리 변화량 두 가지 데이터를 계

산한 후 해당하는 이동방향 공간에 속하는 bin 값에 

이동거리 변화량 값을 더해준다. 이 과정을 30프레임

에 대해 반복하여 진행한다.

Fig. 6과 같이 세 가지 평면에 대해 각각 세 가지 

히스토그램이 추출되면 19차원 벡터로 만들어 인식

하기 위한 데이터로 처리하며 해당 벡터를 고정적 손

동작을 인식했던 과정과 마찬가지로 Support Vector

Machine (SVM)을 통해 이전에 훈련시킨 데이터들

과 비교하여 인식된 손동작을 분류한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실험 환경을 다음과 같이 Kinect V2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훈련시킨 모든 데이터는 깊이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배경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인식

률을 확보할 수 있다. 실험은 intel(R) Core(TM) i7-

4770K CPU @ 3.50GHz, Windows 8 환경에서 진행

되었다.

기존의 손동작 인식을 위해 제공되는 데이터베이

스는 대체로 수화를 위한 데이터들이며 자율주행 자

동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운전 주행 중 편리한 

손동작에 대한 데이터처럼 특정한 상황을 위한 데이

터베이스가 주로 공개되어있다[8]. 따라서 본 논문에

Fig. 6. Dynamic hand gestures recognition method for multi-cultural hand ges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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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실험을 위해 다문화 손동작을 조사하여 해당 

데이터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

행했다. 다양한 연령대 및 성별을 기반으로 총 8명의 

사용자에 대한 5가지의 손동작을 각각 3가지 다른 

조건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때 데이터베이

스의 구성은 고정적 손동작 인식을 위한 손 모양 데

이터와 동적 손동작 인식을 위한 손 궤적 데이터로,

30프레임 단위로 구성된다.

4.1 다문화 손동작 인식 결과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 손동작에 대해 연속적인 손

동작의 일종으로 정의하였으며 연속적인 손동작은 

고정적 손동작과 동적 손동작의 조합으로써 단순히 

각각 한 가지 종류의 손동작만으로 의사소통을 진행

하는 것 역시 포함한다. 앞서 예시로써 언급했던 손

동작들은 고정적 손동작과 동적 손동작 전부를 포괄

하는 동작이었지만 다문화 손동작에는 그 외에도 고

정적 손동작만을 사용하는 손동작 역시 존재하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인식도 가능해야한다.

다문화 손동작 중에서도 검지와 중지를 펴고 원을 

그리는 동작이 있는데, 상대에게 죽으라고 욕을 하는 

동작이며 Fig. 10에서 단계적인 인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손동작 전체 프레임 수는 30 프레임이

며 프레임 간 이동 방향과 이동 거리 변화량을 가지

고 계산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손동작을 행하든 

인식이 가능하다. Fig. 11은 다문화 손동작 중 연속적

인 손동작들의 인식 결과로 (a) 안녕 동작, (b) 죽으라

는 동작, (c) 부정하는 동작, (d) 남편이나 아내가 바

람났다는 동작, (e) 이리로 오라는 동작을 차례로 확

인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은 실시간으로 손동작을 

인식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a)~(e)의 경우 실시간

으로 30프레임동안 행해지는 손동작을 표현한 것이

Fig. 7. Camera setup for multi-cultural hand gestures recognition.

 Fig. 8. Only static hand gestures recognition results in different background.

Fig. 9. Only static hand gestures recognition results for multi-cultural hand gestures.



1195다문화 손동작 인식을 위한 HOG-HOD 알고리즘

고 마지막 (f)는 (a)~(e)까지의 손동작이 끝난 후 인

식된 결과를 보여준다. (f)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동

작을 진행하는 영역에 일일이 제한을 두는 방식이었

던 DTW나 HMM과는 다르게 HOD 알고리즘은 어

떤 영역에서 동작을 진행하더라도 인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하게 손을 흔드는 동작에 있어

서도 키 프레임을 뽑아 인식하지 않으면 50%이하의 

인식률을 보이던 DTW와는 다르게 HOD는 키 프레

임을 뽑아 인식하지 않더라도 70%의 인식률을 보여

준다.

그러나 손동작을 빠르게 진행할 경우 깊이 영상에

서 잡음이 생기기 때문에 손 중심점 추적을 실패하는 

문제로 인식률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행하

는 손동작이 고정적 손동작만을 사용하는 손동작인

지 연속적인 손동작인지 고려하지 않고 30 프레임동

안 인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정적 손동작만을 인식

할 경우 프레임 낭비가 존재하게 되며 고정된 프레임

단위로 인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손동작을 

인식하는 경우 손동작이 평균보다 빠르게 종료된다

면 프레임 낭비가 생기게 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손동작 중에서도 문화권마다 다양

하게 사용되는 다문화 손동작 인식 방법을 제안하였

다. 손동작 인식 분야에서는 손동작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정의하고 이에 따라 다른 인식 방법들

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세 가지 종류란 손 모양으

로 손동작을 인식하는 고정적 손동작, 손이 그리는 

궤적으로 손동작을 인식하는 동적 손동작, 시작 동작

과 끝 동작이 존재하며 고정적 손동작과 동적 손동작

의 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연속적인 손동작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다문화 손동작을 연속적인 손동작의 일종이라고 정

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정적 손동작과 동적 손동작 

인식 방법을 조합하여 인식하도록 한다. 고정적 손동

작 인식을 위해서 이미지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물체

의 모양을 인식하는 Histogram of Oriented Gradi-

ents (HOG) 알고리즘과 동적 손동작 인식을 위해서 

손 중심점이 그리는 궤적을 인식하는 Histogram of

Oriented Displacements (HOD) 알고리즘을 조합하

는 방법을 사용한다. 실험은 Kinect v2를 이용한 PC

용 프로그램에서 진행되었으나 모바일에서 깊이 이

미지를 얻을 수만 있다면 모바일 기반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다. 이는 좀 더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며 HCI 분야에

서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는 인식률 향상을 위해 다문화 손동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Fig. 10. Multi-cultural hand gesture“Kill”recognition result.



1196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0권 제8호(2017. 8)

REFERENCE

(a)

(b)

Fig. 11. Final results for multi-cultural hand gestures (depth and color) (a) Hi (b) Kill (c) No (d) Affair (e) Come 

(f) Color image results.



(c)

(d)

            Fig. 1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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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ig. 1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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