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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인풋 디바이스 없이 손동작만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차세대 인터페이스인 에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였다. 이 시스템 구현을 위해 먼저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LED를 사용하였고, 또한 적외선의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획득된 적외선 영상은 다양한 영상처리 기술을 통해 손 영역을 분할, 검출하게

되고, 검출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메타포를 구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개별적인 제어

이벤트에 각각 맵핑되어 컴퓨터를 제어 및 동작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손 영역의 검출과 추적, 인식과정 등을 자세히 서술 하였으며, 다양한 메타포도 함께

소개가 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면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서론

현대사회에서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풋 디바이스도

함께 발전하고 점차 진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키보드, 마

우스 등이 전부였지만 요즘에는 새로운 입력방식의 개발

을 위한 노력과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

증하듯 터치스크린 기술이 2000년 초반에 선보였는데, 이

기술은 햅틱, 멀티 터치 기술 등과 결합되면서 보다 풍부

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구현 기법들의

등장으로 인해 낮은 단가로도 대형 LCD 패널 등에 구현

가능하게 되는 등 폭넓은 범용성을 가지고 기존의 인터페

이스 장치들을 대체하고 있다[1]. 하지만 이러한 획기적인

터치스크린 기술에도 한계는 분명 존재한다. 이는 직접적

인 터치를 통해서만 정보가 입력이 된다는 점인데, 원거리

에서 조작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중에서 아무

런 도구 없이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하는

에어 인터페이스(Air-Interface) 방식을 이용한다면 이러

한 터치스크린의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컴퓨

터 비전(Computer Vision)기술을 이용해서 구현이 가능한

데, 카메라를 통해 입력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이미지 프로

세싱(Image Processing)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컴

퓨터 과학의 최신 연구 분야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손의 움직임을 추적

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우스를 컨트롤 하며, 사용자의 손동

작을 통해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HCI(Human-Co

mputer Interaction) 시스템 환경을 구현 하였다.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2.1 하드웨어 구성

본 논문에서는 에어 인터페이스 시스템 환경을 구성하

기위해 적외선을 방출하는 IR LED와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IR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구성 방식은 IR LED가 사

용자를 향해 방출되면 사용자의 손부분에 전반사가 일어

나게 된다. 이때 가까운 부분은 밝고, 먼 부분은 적외선

빛이 잘 도달하지 못하여 어둡게 나타나는데, 이를 촬영하

게 되면 손부분과 그 외의 부분은 밝기의 차이를 통해 구

분할 수 있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프로세스 과정 구성도

이때 카메라의 개조가 필요한데, 일반 카메라는 적외선을



2012년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5권1호

- 23 -

차단하고 가시광선만 받아들이는 필터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를 제거한 후, 가시광선을 차단하고 적외선만 받아들이

는 가시광선 차단 필터를 사용하여 적외선 카메라를 제작

하였다[2]. 사용한 IR LED 및 IR 필터(가시광선 차단 필

터), 그리고 카메라의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카메라 및 IR LED, IR Filter 소개

이름 사진 세부사항

카메라
Microsoft Lifecam Cinema

720p Wide Screen / 30fps

IR

LED

Osram SFH485P - IRLED

100mA / 1.5V

Viewing Angle : 80°(±40°)

Peak wavelength : 880nm.

IR

Filter

View Run – IR Bandpass

BP 850nm

그리고 카메라와 IR LED를 심은 기판을 반드시 고정해

야했는데, 이는 삼각대와 아크릴을 이용하여 해결했다.

그림 2. 삼각대와 기판 조립 전 모습과 완성된 모습

2.2 소프트웨어 구성

본 논문에서 구현한 에어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입력된 영상의 이진화

를 통해 손 영역과 배경을 분리, 잡음 제거를 위한 모폴로

지, 그리고 레이블링 작업을 통해 ROI(Region of Interest)

를 구한 후, 각각의 ROI에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그리고 구해진 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구현했

다. 개발환경과 전체 소프트웨어 구성은 표 2와 그림 3으

로 나타냈다.

표 2. 개발 환경

OS Using Tools Dependancy

Windows 7 Visual Studio 2005
MFC

OpenCV 2.0

그림 3. 소프트웨어 구성도

3. 손 영역 추출 및 추적

3.1 손 영역과 배경을 분리하기 위한 이진화

손 영역과 배경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임계

치값(Threshold)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나뉜다. 이를

기준으로 영상데이터 값을 0(흑) 과 255(백)로 표현 할 수

가 있는데, 이를 수식(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3.2 잡음 제거를 위한 모폴로지, 레이블링

잡음 제거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법이 존재 하겠지만 가

장 대표적인 방법이 모폴로지 기법이다. 여기에는 침식,

팽창, 열림, 닫힘 연산 등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미세한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오브젝트를 더욱 더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다[3].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OpenCV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함수

를 사용하였는데, 샘플 소스코드는 다음과 같다.

  
  

cvDilate()는 팽창연산, cvErode()는 침식연산이다. 이

연산을 통해서 미세한 잡음이 제거 되었다면 레이블링

(Labeling)을 통해서 덩치가 큰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다. 레이블링의 개념은 인접한 화소에 모두 같은 번

호(Label)를 붙이고 연결되지 않은 다른 성분에는 다른 번

호를 붙여서 구분하는 것[4] 인데, 이를 통해서 각 성분의

사이즈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불필

요한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원하는

손 영역만을 남길 수가 있다. 이후에 ROI 영역의 사이즈

로 손동작 인식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

4. 추출된 손 영역을 이용한 다양한 알고리즘

4.1 손 영역의 중심점 구하기

마우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포인트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손바닥의 중심이 기준점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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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중심점을 구하기로 했다. 방법

은 레이블링을 통해 구해진 각 영역의 윤곽선(Contours)

을 구한 후, 윤곽선 내부의 모든 픽셀과 윤곽선의 모든 점

과의 거리를 비교 하는데, 이때 거리가 가장 짧은 픽셀을

갱신한다. 그리고 모든 픽셀을 연산 후에는 그 거리가 가

장 긴 픽셀이 내접원의 중심점, 그 거리는 내접원의 반지

름이 된다. 하지만 이때 모든 픽셀을 검사하게 되면 프레

임의 저하가 발생해서 5픽셀씩 건너뛰어서 연산을 하였는

데, 그 이상 건너뛰면 중심점이 부정확해진다. 아래 그림

4 에서 손바닥의 중심점, 그리고 윤곽선에 접하는 가장 가

까운 점을 구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를 이용하면 손가락

에 상관없이 손바닥의 중심점을 잡을 수가 있다.

그림 4. 손바닥 중심과 내접원

4.2 손가락 카운팅

손가락 정보는 마우스 이벤트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핵심이 되는 정보다. 이유는 손가락의 개수로 클릭, 드래

그, 릴리즈 등의 이벤트를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으로 손가락을 카운팅 하기위해 4.1 에

서 구한 손바닥 중심점(내접원의 중심점)을 원점으로 내접

원의 반지름길이의 2배로 원을 그린다. 여기서 손목과 손

가락이 같이 검출이 되는데 이는 연속된 픽셀의 개수로

손가락과 손목을 구별 할 수가 있다. 이는 그림 5를 통해

서 확인 할 수가 있다.

그림 5. 손가락 검출

4.3 커서 좌표 매칭

커서 좌표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마우스처럼

가속도를 적용시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

은 문제점이 하나 발생한다. 손과 커서가 효율적으로 따라

오지 못한다는 점인데, 예를 들면 화면 밖으로 손이 나가

서 커서를 더 이상 이동시키지 못하고 커서는 원하는 곳

까지 다다르지 못했을 때 문제는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커서를 움직일 컨트롤 영역을 미리 화면에 지정하고

그 좌표와 현재 화면 사이즈를 1:1 비율로 매칭 시켜주면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된다. 그 방법은 컨트롤 사각형 영역

인 C(x, y, width, height) 내부에 있는 손바닥 중심점의 좌표

H(x, y)를 0∼1사이의 값으로 정규화 시켜준 후, 실제 화면

사이즈 S(width, height)에 곱해주면 컨트롤 영역과 실제 화면

이 1:1로 매칭 된 좌표 H(x’, y’)이 된다. 이를 수식(3)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손바닥 좌표를 컨트롤 영역에서

매칭 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손바닥 중심점이 컨트롤

영역의 내부, 혹은 외부에 있는가에 대한 정보인데, 이를

위해서 매 프레임마다 H(x, y)가 C(x, y, width, height)의 내부에

있는지 체크하고 만약 외부에 있을 경우 커서를 컨트롤

하지 못하도록 제어 하였다. 그림 6에서는 손바닥의 중심

점이 컨트롤 영역 내부에 있을 때에는 녹색, 외부에 있을

때에는 빨간색으로 해당 정보를 표시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   

  

(3)

그림 6. 손바닥 중심점의 컨트롤 영역 내부, 외부에 존재

유무 체크

4.5 커서 보간

손바닥 중심이 정해진 사각형 영역 안에서 매 프레임마

다 수식(3)의 연산 식을 통해 움직이게 된다. 하지만 초당

30 fps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마우스 커서는 어느 정도

의 떨림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를 반드시 보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의 커서좌표를 비교하여 움직임의 양이 일정거리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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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만 좌표를 갱신, 이하일 때에는 그대로 두는 방식을 써

서 이를 보간 했다.

5. 손동작 및 핸드 메타포(Metaphor) 정의

본 논문에서는 양손을 이용하여 효과적이고 직관적인

손동작을 통해 필요한 이벤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동작하

게끔 구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간단하고 쉬운 메타포를

정의했다. 기본적인 마우스 이벤트(클릭, 드래그, 릴리즈),

그리고 다른 클라이언트와의 연동을 위한 좌우 방향회전,

확대축소, 메뉴 호출 등의 메타포를 정의하고 사용했다.

표 3. 제스처 구현 목록 및 인식조건

제스쳐 이벤트 인식조건

Mouse Move,

Mouse Release

Ctrl Rect 내부(한손)

손가락 : 1개 이상

Mouse Click,

Mouse Drag

Ctrl Rect 내부(한손)

손가락 : 1개 이하

시스템 메뉴 호출
ROI Size 100000 이

상일 때

카메라 줌인

Ctrl Rect 내부(양손)

양손의 ROI Size 차

이가 15000 미만

카메라 줌아웃

Ctrl Rect 내부(양손)

양손의 ROI Size 차

이가 15000 미만

지형 회전(오른쪽)

Ctrl Rect 내부(양손)

양손의 ROI Size 차

이가 20000이상

지형회전(왼쪽)

Ctrl Rect 내부(양손)

양손의 ROI Size 차

이가 20000이상

6. 연구결과와 진행방향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존에 있는 인풋 디바이스인 키보드와 마우

스를 대체하고, 다른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에어 인

터페이스 환경에서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HCI 시

스템 환경을 구현 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

행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은 부가적인 장비나 소모

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 시스템

의 처리속도는 초당 30 fps를 유지하고, 0.5∼1.5m 정도의

거리에서 안정적으로 손을 인식하여 그 결과를 처리 할

수가 있다. 그림 7은 실제 시스템의 화면이다. 클라이언트

와의 연동을 통해 게임을 플레이 하는 모습인데, 소켓 네

트워크를 이용하여 패킷을 주고받음으로 인해 현재 메타

포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처리하였다.

그림 7. 최종결과 - 클라이언트와의 연계 및 플레이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손바닥의 중심점

을 더욱 더 안정적이고 변함없이 잡는다는 게 가장 힘들

었다. 그리고 양손이 겹쳤을 경우에도 문제점은 발생하는

데, 이는 모노 카메라의 한계라 생각하고, 스테레오 카메

라를 이용하면 개선할 수 있는 요소라 생각한다. 이러한

기술을 조금 더 가다듬어서 안정화하고 발전시킨다면 머

지않은 미래에 터치기술에 버금가는 훌륭한 인풋 디바이

스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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