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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어를 위한 사용자

경험 기반 동작 인식 기술

김윤식†, 박상윤††, 옥수열†††, 이석환††††, 이응주†††††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매체의 제어 및 인터랙션을 위하여 별도의 입력장치 없이 사용자의

경험기반의 동작 인식을 통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어 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사용자 경험 기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어를 위한 휴먼 동작 인식 방법은 먼저, 카메라로부터 입력받은

영상을 조명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YCbCr컬러 영역으로 변환하여 피부색 추출과 모폴로지에

의한 잡음제거, Boundary Energy 및 Depth 영상을 이용하여 손 영역을 검출하였다. 검출된 손 영상에서

PCA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손 모양을 인식하고 차영상 및 모멘트 이론을 이용하여 손의 중심점 검출 및

궤적을 획득한 후, 손의 궤적을 시간을 기준으로 8분할하여 8방향 체인코드를 이용하여 심볼화하였다. 심볼화

된 정보로 부터 HMM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손동작을 인식, 사용자의 동작 인식을 통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
를 제어하도록 하였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실험에 적용한 결과 손 영역 검출은 94.25%, 손 모양 인식은

92.6% ,손 동작 인식은 85.86% , 얼굴 검출은 89.58%의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컴퓨터 환경에서

생성 구축된 영상, 음성, 동영상, MP3, e-book 등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동작인식만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Human Gesture Recognition Technology Based on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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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 series of algorithms are proposed for controlling different kinds of multimedia contents
and realizing interact between human and computer by using single input device. Human gesture
recognition based on NUI is presented firstly in my paper. Since the image information we get it from
camera is not sensitive for further processing, we transform it to YCbCr color space, and then
morphological processing algorithm is used to delete unuseful noise. Boundary Energy and depth
information is extracted for hand detection. After we receive the image of hand detection, PCA algorithm
is used to recognize hand posture, difference image and moment method are used to detect hand centroid
and extract trajectory of hand movement. 8 direction codes are defined for quantifying gesture trajectory,
so the symbol value will be affirmed. Furthermore, HMM algorithm is used for hand gesture recognition
based on the symbol value. According to series of methods we presented, we can control multimedia
contents by using human gesture recognition. Through large numbers of experiments, the algorithms
we presented have satisfying performance, hand detection rate is up to 94.25%, gesture recognition rate
exceed 92.6%, hand posture recognition rate can achieve 85.86%, and face detection rate is up to 89.58%.
According to these experiment results, we can control many kinds of multimedia contents on computer
effectively, such as video player, MP3, e-book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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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3DTV, IPTV,

스마트폰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들이 나타남에

따라 기존의 키보드, 마우스, 디스플레이와 같은 입

출력시스템들의 한계를 뛰어 넘어서 인간의 경험적

동작 행위들을 카메라나 센서 등을 통하여 직접 인식

하여 기기들을 동작, 제어하는 인간과 기기와의 상호

교감을 위한 쌍방향 인터페이스 수단으로 활용하고

자하는 HCI, NUI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8]. 특히,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 중에서 컴퓨

터, 스마트 기기, 디스플레이 매체, 게임분야, 재활복

지서비스 분야, 컨텐츠 등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인간의 신체 행위 동작과 같은 동작행위 정보를 검

출, 추적, 인식하여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인터페이

스 수단으로 하여 기기를 동작 제어하는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빠르게 확산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입력 방식에서 벗

어난 자유 형태의 인터페이스로서 휴먼 동작 인식을

분석해서 이를 컴퓨터와의 인터페이스로 활용, 사용

자와 컴퓨터 간의 인터랙션을 통해 멀티미디어 콘텐

츠제어 등에 활용하는 “NUI 기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어를 위한 휴먼 동작 인식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휴먼동작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크

게 5단계로 분류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YCbCr

컬러 모델과 Boundary Energy, Depth 영상을 이용

하여 손 영역을 검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검출

된 손 영역을 이용하여 PCA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손 모양을 인식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검출 된 손

영역에서 Moment와 차영상을 이용하여 손 중심과

궤적을 검출하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손의 궤적을

8방향 체인코드로 심볼화하여 HMM 알고리즘에 적

용하여 손 모양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지

막 단계에서는 제안된 휴먼 동작 인식 기술을 멀티미

디어 콘텐츠 제어에 적용을 하였다. 본 논문의 마지

막에서는 다섯 가지의 손 모양 인식과 다섯 가지의

손동작을 인식하여 각각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적

용한 결과 및 인식성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어를 위한 휴먼 동작

인식 기술

본 논문에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어를 위해서

휴먼동작 인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피부색

후보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YCbCr 컬러 스페이스와

모폴로지를 이용하고, 검출된 피부영역에서 Depth

영상과 Boundary Energy를 이용하여 손 영역을 검

출하고 손 모양 인식과 손동작 인식을 수행한다. 손

모양 인식을 기존의 PCA 알고리즘으로 학습된 데이

터를 이용하여 5가지의 손모양(1-5)을 인식한다.

손동작 인식은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단계는

손의 중심점을 Moment를 이용하여 구하고, 차영상

을 이용하여 중심점의 궤적을 찾는다. 두번째 단계로

는 중심점의 궤적을 8방향 체인코드를 이용하여 심

볼화 시키고, 심볼된 코드값을 HMM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5가지의 손동작을 인식 하게 된다. 제안한 휴

먼동작 인식의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제안된 휴먼 동작 인식 알고리즘 흐름도

2.1 컬러기반 손 영역 검출

손 영역 검출은 손 모양 인식과 손 동작 인식을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정확하게 손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 영역과 배경을 정확히 분류함으로써 손

모양 및 동작 인식이라든지 기타 손의 특징요소를

정확 하게 검출 할 수 있다. 손 영역을 검출하기 위해

컬러영상을 RGB좌표계에서 YCbCr로 변환하여 피

부색이 될 수 있는 후보영역을 검출하고, 손 영역 검

출의 개선을 위한 잡음 제거로서 후보영역을 이진화

하여 Opening을 이용하여 기타 노이즈를 제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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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 제거 후 Labeling 하여 각각의 오브젝트를

분리하고, depth 데이터와 Boundary Energy를 이용

하여 손 검출을 하게 된다.

2.1.1 YCbCr정보를 이용한 피부색 검출

카메라로부터 입력받은 영상에서 YCbCr정보를

이용하여 피부색의 영역을 추출한다. YCbCr 컬러 모

델은 휘도(Y)와 색차신호(Cb, Cr)로 구성되어 있으

며, YCbCr 컬러 모델은 피부색 영역이 HSI 색공간

영역과 RGB 색공간의 피부색 영역보다 조밀하다는

것을 실험 영상으로부터 알 수 있었다.

다음과 같이 피부 영역을 검출한다.

if   
  
  
  

(1)

if≦  ≧
 ≧
 ≧
 ≧
 ≧
 ≧

(2)

식 (1)를 이용하여 임계값을 구하고 식 (2)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에 속하는 영역을 피부색 영역으로 추

출한다.

2.1.2 검출 개선을 위한 잡음 제거

YCbCr 컬러스페이스를 이용하여 검출된 피부영

역은 조명 및 배경등 잡음이 많기 때문에 컬러영상을

이진화 영상으로 전환하고, Opening 기법을 이용하

여 잡음을 제거한다. 레이블링 기법을 이용하여 손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오브젝트 추출을 한다.

2.1.3 Boundary Energy와 depth data를 이용한 손

영역 검출

물체의 면적과 둘레는 기하학적인 형태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속성만으로 기

하학적인 형태를 분류하는 것은 어렵다. 일반적으로

같은 면적을 가진 물체라도 둘레의 길이는 같지 않

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원형도’라는 기하학적인 형

태를 나타내는 특성을 사용한다. 만일 기하학적인 형

태가 원이라고 하면 ‘원형도’는 가장 작은 값을 가진

다. 그리고 물체가 복잡한 에지를 가진다면 그 값은

커질 것이다. ‘원형도’의 값은 에지의 복잡도를 나타

낸다. ‘원형도’의 일반적인 식은 아래 식(3)과 같다.

 ] (3)

P 는 물체 영역의 둘레 길이며 A는 면적을 나타낸

다. 만약 물체가 원이라면 4π가 된다. 그리고 물체가

더욱 복잡한 에지를 갖는다면 그 값은 더 커질 것이

다. 원형도(C)와 에지 복잡도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

를 갖는다. 이 원형도, 즉 에지 복잡도를 boundary

energy라고 한다. 물체의 둘레의 길이가 P 이고 시작

점에서 임의의 에지점까지의 거리를 p 라고 가정하

자. 어떤 점에서든지 에지는 곡률 반지름r(p) 을 갖는

다. 에지점에서의 탄젠트 값은 원의 반지름이다. 따

라서 p 점에서의 곡률 함수는 식(4)와 같다.

   (4)

K(p) 함수는 P 주기를 갖는 주기 함수이다. 식(5)

에 의해 boundary 길이의 average energy가 계산되

어 진다.

 






 (5)

원형의 경우는 가장 작은 boundary energy 값을

갖게 된다.

  

 


 (6)

R은 원의 반지름이며 boundary energy 값은 에지

복잡도를 사람이 인지하는 것과 유사하게 나타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사람의 손 영역은 영상의 많

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한 복잡한 에지를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식(7)을 이용하여 증강

시킬 수 있다.

   (7)

여기서 a 는 증강 계수이며, 그 결과 값을 조정

할 수 있다. 각각의 후보 영역에 적용하여 ω 값을

구한다. 그리고 큰 값을 갖는 2개의 영역을 추출한다.

Depth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MS사에서 개발하여

판매중인 kinect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였다. 이 센서

의 특징은 Color 영상과 Depth 영상 두 가지를 제공

한다. 아래 그림 2(a)은 Kinect 센서의 depth 영상이

다. 카메라에 가까운 객체일수록 Depth(깊이값)가

작고, 카메라에서의 먼 객체는 depth가 클 것이다.

depth 값의 표현은 8비트(0～255)로 구성 되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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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 depth 영상 결과; (a) depth 영상, (b) 후보 영역

추출, (c) depth 오브젝트 2개 추출 결과.

때문에 depth값이 작다면 검은색(0)에 가까우며,

depth 값이 크다면 흰색(255)에 가까울 것이다. 피부

색의 후보영역과 같은 depth 영상의 영역의 데이터

를 확인하여, depth값이 작은 2개영역을 추출한다.

Boundary Energy에서 2개의 오브젝트와 Depth

영상에서 2개의 오브젝트를 이용하여 2개의 오브젝

트가 같고, 또한 거리 차이가 거의 없을 경우 손이라

고 판단한다. 실험환경에서는 얼굴보다 손이 앞에 있

도록 실험을 하였다.

2.2 주성분 방법을 이용한 PCA 알고리즘

주성분 분석법(PCA, Principal Component Anal-

ysis)는 다차원의 값들을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운 것은 가까워 보이도

록 2차원이나 3차원, 혹은 다른 차원으로 투영하는

기법으로, 다차원 특징 벡터로 이루어진 데이터에 대

하여 높은 차원에서의 정보를 유지하면서 낮은 차원

으로 차원을 축소시키는 다변량 데이터 처리 방법

중의 하나이다. PCA의 또 다른 장점은 데이터의 패

턴을 찾고 그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다. PCA는 학습

및 인식의 두 단계로 분리 되어진다.

2.2.1 학습

인식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Database의 손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 되었을때 비교

를 하기 때문에 학습데이터가 필요하다.

 




  ×   
  ×   
  ×   
  ×   

···
  ×   






∈×

(8)

PCA는 공분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분산 matrix

를 만들어야 한다. 공분산 matrix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이미지들의 평균을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구한다.

 


  




  



 (9)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얻은 data에서 평균영상의

차를 구한다. 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    

···
 

  ×    






 ∈ × (10)

공분산 행렬을 구하기 위해 위의 수식과 그것의

전치행렬을 곱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차원이 10,000

개이기 때문에 공분산 행렬의 차원 또한 10,000개가

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10,000*10,000의 크기를 갖는 행렬을 얻을

수 있다.

 

 

 ∈  ×  (11)

PCA의 알고리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유

벡터 (또는 고유 손)를 찾는 과정이다. 손 영상의 각

픽셀이 손공간상에서 구성된다고 할 때, 고유 손이란

손 공간을 구성하는 기저벡터에 해당하여 모든 인식

후보 손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기저

벡터를 의미한다. 즉 ,고유 손은 모든 인식 후보 손

영상의 평균 손 영상과 각 후보 손 영상의 차 벡터로

공분산 행렬의 고유벡터에 해당한다. 공분산 행렬의

고유치는 평균 손 영상에 대한 분산의 정도를 나타내

기 때문에 가장 큰 고유치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로

이루어진 고유 손이 가장 비슷한 손이 되며, 고유치

가 작아질수록 손 특성이 작아진다.

이 단계까지가 손인식을 위한 PCA의 학습 단계가

끝나게 된다. 또한, 고유값과 고유 벡터 에 대한 공식

은 다음과 같다.

  
    ∀≠  ∈ ×   ∼ 

(12)

              (13)

      




   
   
⋮ ⋮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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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손 인식

고유 손은 다른 영상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기저벡

터가 된다. Database에 있는 사진들도 각각의 고유

손에 대한 weight vector를 갖고 있게 된다.

 
   ⋯  (15)

Database에 저장되어 있는 각각의 사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weight vector를 구한다.

     ⋯   (16)

새로운 입력 영상이 들어오게 되면 Database에 존

재하는 sample data의 차 영상과 고유벡터를 통해

weight vector 를 구한다. 입력된 weight vector 와

Database의 사진에 대한 weight vector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개 벡터의 차가 최소로 되는 것의 사진

을 선택하면 된다.

     ⋯   (17)

     ⋯   (18)

이때  과 의 벡터의 거리를 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Eucli-

dean distance 많이 쓴다. 두 점  과 

가 있다고 가정 할 때 식(19)와 같이 사용하여 벡터의

거리를 계산한다.

     (19)

2.3 HMM 기반 손동작 인식 알고리즘

제안한 알고리즘의 손 동작을 인식하는 과정은 다

음과 같이 수행된다. 첫 번째 검출 된 손 영역에서

모멘트를 이용하여 중심점을 검출하고, 현재 프레임

과 이전 프레임을 비교하여 중심점의 이동이 있을시

추적을 하게 된다. 추적이 끝난 후에 궤적을 시간의

기준으로 하여 8구간으로 분류하고, 8 방향 체인코드

를 이용하여 심볼값을 구한다. 심볼값을 HMM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손동작을 인식하게 된다.

2.3.1 Moment와 차영상을 이용한 손중심 궤적 추적

손바닥 영역은 상대적으로 크고 원과 비슷한 모양

을 가지며 손가락은 상대적으로 작고 긴 사각형 모양

의 형태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매우 유용하고

실용적인 형태를 기술하는 집합은 모멘트 이론을 기

반으로 한다. 손의 형태와 손바닥의 중심, 그리고 손

의 방향을 기술하는데 모멘트 이론을 적용 할 수 있

다[5]. Moment를 이용하여 손 중심점을 검출한 후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차영상을 이용하여 손

의 중심의 이동경로를 점검한다. 검출된 손 영역에서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 지점에서 발생된 지점

의 위치값을 기록하는 방식으로서 움직임이 발생하

지 않을 때까지 기록하게 된다.

2.3.2 8방향 체인코드를 이용한 궤적 심볼화

손의 궤적을 8방향 체인코드에 적용시키기 위해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8구간으로 양자화 하였다. 8구

간의 영역의 Start Point 와 End Point구한다.

손의 궤적을 8 구간으로 등분하고, 각각의 영역의

Start Point 와 End Point를 이용하면 두점 사이에서

의 기울기, 두점 사이의 거리, 각도를 구할수 있다.

그림 3은 Start Point와 End Point 두 점 사이의 관계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Start Point 와 End Point

    (20)

    (21)

  


 (22)

시간에 따른 손 중심점의 이동 방향은 궤적의 의

미 해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체인

코드는 연속된 두 점 들간의 방향성을 표현하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며 방향을 몇 단계로 세분화하느냐

에 따라 4-방향 체인코드 8-방향 체인코드 12-방향

체인 코드 등으로 확대 가능하다. 4-방향 체인 코드

는 두 점간의 각도가 90도 이내로 변하지 않으면 같

은 코드를 할당하며, 8-방향 코드는 두 점간의 각도

가 45도 이내로 변하지 않으면 같은 코드를 할당한

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8-방향 체인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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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으며 방향에 따른 심볼값을 표 1에 정의

하였다.

표 1. 각도값 과 해당 심볼

θ(Angle) Symbol

 0

 1

 2

 3

  4

 5

 6

 7

손의 궤적을 시간으로 분배한 후, 각각의 영역의

Start Point 와 End Point를 이용하여 길이 값 및 각

도를 구하여 심볼값에 적용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b)

4 5 4 4 4 4 4 4

(c)(a)

그림 4. 궤적 분할 및 심볼값 (a) 손 중심 궤적, (b) 8분할, (c)

심볼 값.

2.3.3 HMM을 이용한 손 동작 인식

HMM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인식할 손동작은 그림

5와 같이 총 5개의 손 동작을 인식하게 된다. 5번째

손 동작은 depth 영상을 이용하여 손 중심점의 z값의

변화를 이용하여 HMM알고리즘에 적용시킨다[9].

front

Gesture1

(left)

Gesture2

(right)

Gesture3

(up)

Gesture4

(down)

Gesture5

(click)

그림 5. 인식할 손동작의 종류

3. 제안된 휴먼 동작 인식 기술 기반 멀티미디

어 콘텐츠 제어

3.1 멀티미디어 콘텐츠 구성 및 시스템 동작

본 논문에서 제안한 휴먼 동작 인식 기술을 이용

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어하는 것은 3가지 시

스템으로 구성되어 진다.

휴먼 동작 인식에서는 메인 프로그램에서 영상을

입력받아 양손의 검출과 얼굴검출 영상 및 휴먼동작

인식 데이터를 메인 프로그램으로 보내준다. 메인프

로그램에서는 휴먼 동작 인식으로부터 검출된 영상

및 데이터를 전송받아 현재 활성화된 콘텐츠를 확인

하여 콘텐츠에 명령 데이터를 전달하게 된다. 콘텐츠

에서는 현재 활성화된 데이터를 메인 프로그램에 전

달하며, 메인 프로그램으로부터 콘텐츠 제어 데이터

를 전송받아 각각의 콘텐츠를 실행하게 된다. 멀티

미디어 콘텐츠의 시스템도는 그림6과 같다.

그림 6. 멀티미디어 시스템도

3.2 메인 콘텐츠 프로그램

실험을 위한 메인 프로그램은 그림 7과 같이 4 단

계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는 카메라로부터 입력

받은 2D 영상과 Depth영상을 이용하여 얼굴 검출

및 양손 검출 그리고 손 중심점을 구하여 디스플레이

한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단계에서 검출된 영상을 이

용하여 손동작(1-5) 인식, 손모양 (up, down, right,

그림 7. 메인 콘텐츠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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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click)을 인식하여 디스플레이한다. 세 번째는

현재 멀티미디어 콘텐츠 종류를 보여주고 있다. 네

번째는 선택된 콘텐츠를 미리보기 한다.

3.3 휴먼 동작 인식 기반 콘텐츠 제어

이 장에서는 휴먼 동작을 인식 하여 콘텐츠를 제

어 하는 부분이다. 콘텐츠의 실행 및 종료 명령인

Click을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총 4개의 손동작 인식

을 이용하여 제어하게 된다.

4. 실험결과

4.1 손 검출 결과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손 검출 알고리즘의 효율성

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손의 위치에 따른 실험

영상을 사용하였다. 손 영역 검출 인식률 확인을 위

해 배경이 단순한 환경과 복잡한 환경 각각 200장의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실험을 하였다. 표 2는 손 영역

검출 결과이다.

표 2. 손 영역 검출 결과

배 경 영상 갯수 인식 오인식 인식률

단순한 배경 200 193 7 96.5%

복잡한 배경 200 182 18 92%

4.2 손 모양 인식 결과

PCA 학습으로 인해 DB 에는 훈련영상의 데이터

가 저장되어 있다. 검출된 양손의 영역중 오른쪽 손

을 이용하여 PCA에 알맞은 영상으로 정규화 시킨다.

정규화된 손의 영상은 유클리디언 거리를 계산하고,

제일 가까운 영역의 영상의 값을 읽어내어, 손 모양

인식을 하게 된다.

손 모양 인식을 손의 영역이 검출이 되었다는 가정

아래 실험을 하였다. 손 모양 인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손 모양 인식 결과

손 모양 영상 수 인식 오 인식 인식률

1 100 94 6 94%

2 100 96 4 96%

3 100 89 11 89%

4 100 93 7 93%

5 100 91 9 91%

4.3 손동작 인식 제어 결과

손동작을 인식하기 위해 손 중심을 통하여 손의

궤적을 인식하고, 그 궤적을 8방향 체인 코드를 이용

하여 심볼화 시키고 , 심볼값을 이용하여 HMM알고

리즘을 이용하여 손동작 인식을 하였다.

표 4. 체인코드 심볼값

손동작

인식

체인코드

심볼

right
4 4 4 4 5 4 4 4

left
0 0 0 0 0 0 0 7

up
1 2 2 2 2 2 2 1

down
5 6 6 6 6 6 6 6

표 5는 5종류의 손동작 인식 결과이다. 그리고 실

험에 사용한 영상은 손 검출 및 손 영역의 정확한

중심점이 검출되어진 영상을 이용하였다.

표 5. 손동작 인식 결과

손 모양 영상 수 인식 오 인식 인식률

Right 121 101 10 83.5%

Left 105 97 8 86.7%

Up 117 105 12 89.7%

Down 123 107 16 87.0%

Click 132 108 14 82.4.%

4.4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어 결과

표 6. 멀티미디어 콘텐츠 인식 결과 - 동영상 플레이어

손동작 영상수 인식 오인식 인식률

up 134 115 19 85.8%

down 108 91 17 84.3%

right 115 97 18 84.3%

left 129 105 24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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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멀티미디어 콘텐츠 인식 결과 - 이북

손동작 영상수 인식 오인식 인식률

up 122 104 18 85.2%

down 121 102 19 84.3%

right 119 101 18 84.9%

left 130 106 24 81.5%

표 8. 멀티미디어 콘텐츠 인식 결과 - MP3 플레이어

손동작 영상수 인식 오인식 인식률

up 123 106 17 86.1%

down 113 96 17 84.9%

right 121 101 20 83.5%

left 129 105 24 81.3%

5. 결 론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어 하는 방법

에는 스마트 TV에서는 리모콘, 컴퓨터에서는 마우

스 및 키보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양한 멀티미디

어 기기의 등장과 하드웨어적인 복잡성, 인간중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입력장

치 없이 손, 머리 동작과 같은 인간의 동작 정보를

인식하여 컴퓨터상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리모컨과 같은 버

튼은 대부분 한 버튼에 한가지의 기능을 넣을 수 있

고, 버튼이 무한정 많아지면 휴대성이나 복잡한 기능

에 의한 조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휴먼 동작

인식 방법은 동작을 정의하기에 따라 그 수가 무한으

로 늘어 날 수 있으므로 그 응용이 무한해 질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입력

휴먼 동작 영상을 인식하고 인식된 결과를 컴퓨터와

인터랙션 하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제안된 방

법을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 손영역 검출은 94.25%

손모양 인식 92.6% 손동작 인식 85.86% 인식을 보였

다.

마지막으로 휴먼 동작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오브

젝트의 검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컬러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빛의 세기나 배경색의

영향, 실험하는 시간대 등에 따라서, 색 영역이 변하

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피부색

과 유사한 배경이 겹치겨나 얼굴과 손이 겹치게 되

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들은 계속적인 연

구를 통하여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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