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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넥트를 이용한 사용자 맞춤형 손동작 히트 인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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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Customizable Hit Action Recognition Method using Ki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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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many prior studies for more natural Human-Computer Interaction. Until now, the efforts

is continued in order to recognize motions in various directions. In this paper, we suggest a user-specific

recognition by hit detection method using Kinect camera and human proportion. This algorithm extracts

the user-specific valid recognition rage after recognizing the user's body initially. And it corrects the

difference in horizontal position between the user and Kinect, so that we can estimate a action of user

by matching cursor to target using only one frame. Ensure that efficient hand recognition in the game

to take advantage of this method of sug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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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

을 인식하기 위해 진보하고 있다. 사용자가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움직임

을 인지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이다. 그러나 움직임이

라는 것은 시작 지점에서 끝 지점까지 동선, 시간,

모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시작 지

점부터 추적을 하여 끝 지점에 도달해야만 움직임을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사

용자의 동작에 반응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어

떤 것이 의도한 움직임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내는 것

도 어려움 중에 하나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여러 동작을 기계에 학습시킨 

후, 이후 사용자의 동작 일부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방법이 연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확도를 위해 논리적인 연산을 늘이는 것

은 동작 인식 속도를 느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신체 조건이 다른 사용자일 때는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인식의 오차 정도가 더 심해서 정확성마저 

보장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식 속

도를 향상시키고 사용자에 따른 오차를 보정하기 위

해 사용자 맞춤형 히트 동작 인식 방법을 제언한다.

2절에서는 키넥트의 각종 인식 방법에 대한 연구를 

설명하고, 3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언하는 손동작 

인식 방법과 보정하는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서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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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joint information of Kinect.

고 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요약 및 추후 연구 

방향을 기술하였다.

2. 관련연구

동작 인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서도 키넥트(Kinect)의 주요 인식 방법으로는 히트

(hit), 포즈(pose), 제스처(gesture) 인식이 있다. 히트

는 화면의 타겟과 스켈레톤의 좌표를 받아서 특정 

포인트가 일치하는지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이는 단

일 입력에는 강하지만 응용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특징이다. 포즈는 관절 간의 거리나 각도로 동작을 

판별하는 것인데 개념적으로 만들기는 쉬우나 사람

이나 키넥트-사람 간 각도에 따라 오차가 크고 포즈

가 늘어날수록 판별해야하는 것이 늘어나므로 수행 

시간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문제가 있다[1]. 제스처는 

특정 스켈레톤을 추적하여 이동방향, 속도 등으로 움

직임을 판별하는 것인데 앞서 제시한 방법들보다 정

확도 측면에서 강점이 있고 응용의 폭이 넓다는 장점

이 있다. 기본적으로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기 때문

에 다른 인식방법에 비해 구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

고, 포즈와 마찬가지로 인식하려는 동작이 늘어날수

록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결정적으로 여러 프

레임을 받아 판별하므로 인식 속도에 한계점이 있다

[2].

이처럼 위의 주요 인식 방법들은 인식 속도가 상

당히 느리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이동 속도나 거리가 다르다는 것도 사용자 입장에서 

큰 불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을 실제 게임에 적용하는 것은 많은 

제한 사항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게임을 하는데 최적화된 상호작용

을 제공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키넥트를 활

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키넥트는 색 영상뿐만 아니

라 적외선 패턴과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깊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화면상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색 영상과 손의 관절 정보만을 이용하

고, 화면 인식 범위를 제안하여 히트를 사용해 추적

하지 않고도 제스처 인식 기능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손동작을 인식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용자에 

따른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관절 정보에 인체 비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키넥트를 이용한 손동작 인식 방법

키넥트는 사용자의 얼굴과 동작을 인식하는 입력

장치로 사용자의 몸에서 48개의 점을 찾아 사용자의 

동작을 인지하고, 이 점들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골격

과 전신의 생김새에 따라 자동으로 전신 지도를 화면

에 보여주는 장비이다[3-4]. 또한 키넥트는 RGB 색 

영상과 함께 깊이 영상을 초당 30프레임씩 실시간으

로 획득할 수 있는 장비로써[1], 본 논문에서는 키넥

트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머리와 어깨, 손의 관절 정

보, 색 영상 및 깊이정보를 활용하여 사람에 따라 다

른 사용자 인식 유효 범위와 손동작 인식 유효 범위

를 제시하고 빠르게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1 손동작 인식 유효 범위(valid recognition range) 

계산을 위한 인체 비례 조사

먼저 사용자별 유효 범위를 판별하기 위해 관절 

정보를 이용하는데, Fig. 1은 키넥트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관절 정보를 도식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는 관절 정보 중 머리, 어깨중심, 손을 이용하였다.

인식 유효 범위는 타겟과 손이 일치한 후, 손을 충분

히 뻗었을 때만 유효하게 처리하도록 판별하는데 사

용된다.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의 2011∼2013년도 연령대

별 표준체형 치수를 도식화한 것이다. 손-손가락 거

리를 임의로 1 Distance(이하 1D)로 가정하였을 때,

Table 1을 보면 팔을 쭉 뻗었을 때 어깨-손 간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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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2011 to 2013 Year 20s Korean arms proportion

Gender Body parts Length (mm) Proportion Rounding

Male

Palm 98.8 1.11 1

shoulder-Hand 767.7 8.62 9

Shoulder-Elbow 331.0 3.71 4

Elbow-Hand 436.7 4.90 5

Elbow-Wrist 248.9 2.79 3

Wrist-Hand 98.8 1.11 1

Hand-Fingers 89.0 1.00 1

Female

Palm 94.6 1.17 1

shoulder-Hand 712.7 8.87 9

Shoulder-Elbow 309.6 3.85 4

Elbow-Hand 403.1 5.01 5

Elbow-Wrist 228.2 2.84 3

Wrist-Hand 94.6 1.17 1

Hand-Fingers 80.3 1.00 1

L1 L2 L3

Fig. 2 Human Location.

Fig. 3 x, y, z of position.

리가 9D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사용자에게 인식 

유효 범위를 적용할 때는 매번 팔을 끝까지 뻗기 어

렵기 때문에 7D를 초기 유효 범위로 설정하였고, 최

초 인식 이후에는 5D를 인식 유효 범위로 정하였다.

이 유효 범위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람 모형을 화면에 

출력하여 올바른 위치를 유도한다. 그리고 최초로 사

용자가 인식이 된 순간 신체 크기 중 일부를 저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초기에 섰을 때 팔의 위치가 바

르다는 것을 보정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 인식 시에 

팔의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어깨중심

을 측정하고 이에 인체 비례를 적용해서 추출한 값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머리-어깨중심을 H라고 하고,

인체 비례로 계산한 결과 식 (1)를 사용하면 1D를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초기 유효 인식 범위

는 식 (2), 이후 유효 인식 범위는 식 (3)가 된다.

(Shoulder-Elbow) = 4D = 1.5 * H (1)

(Initial Valid Recognition Range)=H*1.5/4*7 (2)

(Later Valid Recognition Range)=H*1.5/4*5 (3)

3.2 좌우 위치에 따른 손동작 히트 오차 보정

Fig. 2와 같이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좌표 

값이 다르게 측정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키넥트에는 깊이 정보를 얻을 때 깊이영

상에서 추출할 수도 있고, 관절정보에서 position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Fig. 3과 같이 position 내부에는 

x, y, z 값을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키넥트의 상하 

위치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측정

할 경우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position값을 이용하기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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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x, y coordinates of each Human Location

Coordinate Number 1 2 3

x 160 320 480

y 240 240 240

Table 3. The difference between position.z according to Human Location

Human Location

Base Upward

difference
between Base

difference
between L2

difference
between Base

difference
between L2

L1
1.95 2.00

0 +0.10 +0.05 +0.10

L2
1.85 1.90

0 +0.05

L3
1.95 2.00

0 +0.10 +0.05 +0.10

Downward Leftward Rightward

difference
between Base

difference
between L2

difference
between Base

difference
between L2

difference
between Base

difference b
etween L2

2.05 1.95 2.10

+0.10 +0.05 0 0 +0.15

2.00 1.95 2.00

+0.15 +0.10 +0.15

2.05 2.10 2.00

+0.10 +0.05 +0.15 +0.15 +0.05

전체 화면 크기를 640*480픽셀로 하고 키넥트-사

람 간 position.y를 240으로 고정하고 화면을 이분할 

한 중간을 기준으로 다시 양쪽을 반씩 분할하여 측정

한 좌표는 Table 2와 같다. 그리고 각각의 좌표에서 

손을 움직였을 때 타겟에 따른 차이 값은 Table 3과 

같다.

Table 3을 보면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갈 때 깊이 

값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가장

자리 쪽에서 키넥트 쪽으로 손을 뻗을 때,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그 이유는 첫째,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몸의 중점이지만 동작 인식

에는 오른손을 사용해서 실제 측정하는 관절 정보가 

중점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쳐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손을 움직일 때 사용자가 L1 위치에 있을 경우 

Rightward로 손동작을 하면 키넥트와 가까워지지

만, L3 위치에 있을 경우 Rightward로 손동작을 하

면 키넥트와 멀어지게 된다. 게다가 키넥트 측정 범

위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갈수록 사용자-키넥트 간 

각도가 커져서 이로 인해 측정되는 값의 차이가 달라

진다. 즉, 사용자-키넥트 위치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손동작을 하더라도 측정되는 수치에는 차이가 존재

한다.

특히, 관절의 방향도 중요한데 관절은 굽히는 방

향에 따라 꺾이는 각도가 다르다. 손목의 경우 안쪽

으로 굽히는 것을 배굴, 바깥쪽으로 굽히는 것을 장

굴이라 한다. 2009년 산재법 8조 2항의 별표 3의  신

체 각 관절에 대한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 및 운동가

능영역에 따르면 손목의 장굴은 70도, 배굴은 60도이

다. 이는 키넥트에서 손 인식에서 미세하긴 하지만 

좌표 값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Table 3에서 Base와의 차이 및 손목 각도

에 따른 차이를 천분율로 계산하여 Table 4과 같이 

보정을 하였다.

3.3 인식 유효 범위 계산 알고리즘

다음은 사람의 손 인식과 유효 판단을 하기 위한 

전체 흐름이다. 전처리 과정은 키넥트 센서에 의한 

사람 검출, 센서가 현재 촬영하는 색 영상을 출력,

현재 검출된 사람의 머리와 어깨의 깊이 정보를 추출 

후 유효한 인식 범위를 계산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색 영상과 깊이 정보 생성은 Microsoft 사에서 

제공하는 키넥트 SDK를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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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Customizable Hit Action Recognition Algorithm

1 running kinect sensor

2 while TRUE

3 human detect

4 if human detected then break

5 end while

6 setting screen, calculating valid recognition range

7 while TRUE

8 getting reached out hand

9 if console does not exist

10
if hand depth > init valid recognition range
then setting console

11 else correcting hand depth

12 if hand depth > later valid recognition range

13
if hand hits the console
then doing action

14 end if

15 end if

16 end if

17 end while

18 end User Customizable Hit Action Recognition

Fig. 4. User Customizable Hit Action Recognition Algorithm.

Table 4. The difference correcting between the Base

Human Location Base Range Upward Range

L1

Distance * 1.5 / 4.0 * 5.0

Base Range * 0.975

L2 Base Range * 0.975

L3 Base Range * 0.975

Downward Range Leftward Range Rightward Range

Base Range * 0.95 Base Range * 1 Base Range * 0.925

Base Range * 0.925 Base Range * 0.95 Base Range * 0.925

Base Range * 0.95 Base Range * 0.925 Base Range * 0.975

를 기준으로 유효 인식 범위 계산을 한다. 또한 사용

자가 원하는 위치에 콘솔을 위치시켜 편의성을 도모

하는 동시에 손의 위치를 보정하는데 활용한다. 유효 

인식 범위 계산 알고리즘은 Fig. 4와 같다.

최초에 사람 모형을 보여줘서 사용자가 올바른 위

치에 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인식이 될 경우 화면

에 게임을 할 수 있는 보드를 출력하면서 신체 크기 

중 머리-어깨 간 간격을 추출한다. 이 값을 이용하여 

유효 인식 범위를 계산한 후 사용자 손의 깊이 값과 

비교하여 인식 여부를 판별한다. 그러다 최초로 손을 

인식하면 화면의 해당 좌표에 콘솔을 생성한 후 유효 

인식 범위의 민감도를 낮추어 방향 판별 및 그에 따

른 동작을 수행한다.

위 Fig. 4의 6번째 줄에 있는 유효인식 범위 계산

(calculating valid recognition range)식은 식 (4)와 

같다.



 

 
   (4)

3.4 좌우 위치에 따른 오차 보정

본 논문에서 제언한 알고리즘은 키넥트에서 기본

적으로 제공하는 영상 이미지 중 가장 큰 화면인 

640*480픽셀을 가정하여 구성한 것이다. Fig. 4는 

Table 4에서 지정했던 L1과 L3에서 생기는 오차를 

보정하는 알고리즘이다.

화면의 중앙 위치인 L2의 x좌표와 현재 손의  x좌

표 값을 비교하여, 만약 L2의 x값보다 현재 손의 x값

이 작다면 왼쪽을 의미하고 L1이며, 반대로 L2의 x값

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L3에  해당된다.

L1

Up : lastHandPoint.z *= 0.975

Down : lastHandPoint.z *= 0.95

Left : lastHandPoint.z *= 1

Right : lastHandPoint.z *= 0.925

L3

Up : lastHandPoint.z *= 0.975

Down : lastHandPoint.z *= 0.95

Left : lastHandPoint.z *= 0.925

Right : lastHandPoint.z *= 0.975

비교를 통해 위치를 구한 다음에는 손이 현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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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Capture of Game 2048.

Fig. 6 Display of Game 2048.

Table 5. Recognition rate before and after correction                                                   (Unit: %)

Human Location

Base Upward

previous

recognition rate

recognition rate

after correction

previous

recognition rate

recognition rate

after correction

L1 100 88 96

L3 100 86 94

Downward Leftward Rightward

previous

recognition rate

recognition rate

after correction

previous

recognition rate

recognition rate

after correction

previous

recognition rate

recognition rate

after correction

74 92 98 60 90

76 92 62 88 84 94

치하는 방향을 구하여 각각 위치에 해당하는 수치만

큼 값을 보정한다.

3.5 실험 및 분석

Fig. 5는 본 연구의 테스트를 위해 결과물을 2048

게임에 적용한 것이다. Fig. 5의 (b)와 같이 색 영상 

위에 사람 모형을 그려 올바른 위치에 서도록 한다.

그 후 사용자가 화면을 향해 손을 뻗어서 이것이 초

기 유효 범위로 인정되면 해당 위치에 Fig. 5의 (a)의 

화살표와 같은 콘솔과 손 모양의 커서가 생성된다.

최초 입력으로 콘솔이 생성되면 이후 커서가 콘솔

의 특정 타겟과 일치하는지, 인식 유효 범위인지를 

판단한 후 두 가지 다 유효하다면 해당 기능을 수행

한다. 현재는 타겟이 각각 상하좌우의 기능을 수행하

도록 구현하였다. 만약 타겟과 커서가 히트이더라도 

인식 유효 범위가 아니면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Fig. 6은 본 기술을 적용한 게임 환경 및 전시 장면

이다. 사용자의 위치가 키넥트와 정면에 있지 않고 

각각 L1, L3에 있지만 보정을 통해 인식이 가능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가 상하좌우의 입력을 통해 타일을 움

직이고 타일끼리 값을 더해서 2048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이다. 그래서 상하좌우 이외의 다른 

동작을 필요로 하지 않기에 본 논문의 기술을 적용하

여 테스트하기에 적합하였다.

Table 5는 각 방향에 따른 기본 인식률과 이를 보

정한 후의 인식률을 측정한 것이다. 손동작 히트 응

용 방식으로 구현한 2048 게임을 사용하고, 앞의 테

스트 환경과 동일하게 Table 2에서 제시한 위치에서 

각각 방향별로 50회씩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Base의 

경우는 해당 위치에 콘솔을 생성하기 때문에 보정을 

진행하지 않고도 높은 인식률을 보장할 수 있다. 전

체적으로 90%에 가까운 인식률을 확보할 수 있었으

며, 특히 오차율이 심한 방향에서는 20% 이상으로 

인식률이 향상되었다.

이러한 콘솔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제스처 자체를 

이용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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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콘솔의 왼쪽 화살표 타겟과 히트한다면 왼쪽

의 기능이 수행되는 등 움직임 자체를 인식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현재는 좌우 

중 아무 위치나 좌표별로 비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

라 사용자 유도를 통해 일정한 좌표를 보장하여 보정

해야하는 값을 줄여놓았다.

하지만 인식을 위해 최소 5프레임 이상의 포인트

와 속도 감지, 제스처 모델과의 비교를 수행해야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별도의 스레드나 모델 간 비교 없

이 단일 프레임으로 동작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키넥트의 경우 1초당 30프레임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는 1프레임으로 처리가 가

능하다면 실시간에 가까운 반응 속도를 보여줄 수 

있게 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키넥트 센서를 이용하여 제스처 방

식을 사용하지 않고 손동작을 인식하는 히트 인식 

방법을 제안하였다. 히트 방법을 기본적으로 이용하

여 인식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1프레임으로 손동작 

인식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고, 무조건 히트가 되면 

기능을 수행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인식 유효 

범위를 지정하였다. 또한 키넥트-사람 간 좌우 위치 

차이에 따른 오차를 보상하는 방법을 제언하여 게임

에 실제로 HCI를 적용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 한편,

히트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 다양한 동작을 인식하

기에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스처 방식과 혼용하여 정확성은 높이면서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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