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8, No. 10, October 2015(pp. 1149-1156)

http://dx.doi.org/10.9717/kmms.2015.18.10.1149

1. 서  론

영상에서 손 윤곽을 검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

제이다[1,2]. 손 윤곽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피부 

영역을 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3]. 하지만 피부 영

역이 검출되더라도 손 모양 자체의 복잡성 때문에 

윤곽을 정확히 검출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노이즈와 

신체의 다른 영역과의 겹침 등에 영향을 받는다[4].

기술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손 윤곽 추출 기술은 

위치 추적, 그리고 동작 추적 및 인식 등에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어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는 

영상에서 손의 윤곽을 케니 에지[6]로 검출한 후 모

폴로지 방식[7]으로 노이즈를 제거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손의 윤곽의 일부도 제거될 수 있어, 노이

즈가 발생할 경우 사용이 어렵다. [8]은 HSV 공간을 

사용해서 손을 검색 한 후, 손의 무게중심점을 이용

해서 손끝을 찾는 방식이다. 하지만, 손에 노이즈가 

발생할 경우 노이즈를 손끝으로 오검출 하는 단점이 

있다. [9]는 JSEG 영상분할을 활용하여 손의 후보군

들을 검색한다. 각 후보군들에 대해 내부에 곡선을 

그려 교점 5개가 있는 후보군을 최종 손 영역으로 

검출한다. 하지만 손에 방울 형태의 노이즈가 발생하

게 될 경우 곡선의 교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게 

되어 손 영역을 검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10]은 검출된 손 영역에 대해 피부색 검증을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피부색일 경우만 손으로 검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손에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거나 조

도로 인해 손 영역의 피부색이 제대로 검출되지 못할 

경우 손으로 검출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11]은 

컬러 공간을 통해 손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같은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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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얼굴 및 신체의 다른 부위가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12]는 Histogram of Orientation Gradient

–Support Vector Machine (HOG-SVM) 방식을 통

해 사용자의 어깨 머리 부분을 검출한 후, 검출 영역

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하의 피부 영역을 검출한다.

검출된 피부 영역에 HOG-SVM 방식을 통해 최종 

손을 검출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손을 검출하기 전

에 머리와 어깨 부분을 검출하는 단계에서 HOG-

SVM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향상되는 장점이 

있지만 수행 속도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13]은 

전처리 과정을 통해 손 영역을 분할한 후, Self

Organized Feature Map (SOFM) 방식을 통해 손을 

검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손 영역을 분할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에서 일정 시간의 영상 취득을 통한 배경

을 선정하기 때문에 실시간 손 검출이 불가능한 단점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식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노

이즈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손 윤곽을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케니 에지로 검출된 

윤곽에 대해서 윤곽선 검출 방식[14,15]을 적용한다.

윤곽선 검출을 통해 손 영역 안에 생기는 노이즈 영

상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손 윤곽 추출

의 임계값을 통해 손이 없는 영상의 노이즈에 대해서 

오검출을 낮추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윤곽

선 검출 방법을 적용하여 노이즈가 있는 상황에서 

손 윤곽을 검출하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

서는 실험을 통해 제안 방법의 성능을 검증한다. 4장

에서는 논문을 결론짓는다.

2. 노이즈에 강한 특징을 갖는 손 윤곽 검출 방법

Fig. 1은 제안하는 손 윤곽 검출 시스템의 순서도

를 보여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피부색 영역을 검

출하기 위한 마스크를 생성한다. 입력된 영상을 

HSV 변환[16]시키고 지정된 범위에 해당하는 픽셀 

값을 갖는 영역만을 추출하여 마스크를 만든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원본 영상에 마스크를 적용하여 피

부 영역만을 검출하여 피부색상 의외 노이즈를 제거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검출된 영역을 그레이스케

일 변환시킨 후, 케니 에지 검출과 윤곽선 검출을 차

례로 적용하여 피부 색상의 다양한 노이즈 속에서 

손 윤곽만을 찾아낸다.

피부 영역 검출에 사용되는 HSV 공간에 대해 간

략히 설명한다. HSV 공간은 RGB 색깔 공간의 형태

를 색상, 채도, 명도의 형태로 변형시킨 것이다[17].

색상은 빨강에서 보라색까지 ≤ 의 범

위로 구성된다. 채도는 각 색상의 진하기 정도를 

≤의 범위로 표현한 형태로 0에 가

까울수록 무채색에서 100에 가까울수록 진해진다.

명도는 색상의 밝기를 ≤ ≤의 범위로 표

현한 형태로 0을 검정으로 하여 100의 흰색에 이르기

까지의 밝기 정도를 나타낸다.

HSV 공간을 사용하면 영상에서 원하는 색만을 검

출할 수 있다. 또한, 단일 색이 아닌 범위 안에 포함되

는 색을 검색해 주기 때문에 조도 및 노이즈 환경에

서도 높은 검출 율을 나타낸다. 또한,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붉은색 계열의 색을 포함하기 때문에 황

인, 백인, 흑인의 피부색에 상관없이 피부를 검출할 

수 있다[18]. 이 때문에 기존 RGB 색깔 공간보다 색

상 정보를 활용 가능한 HSV[19], YCgCb[20,21] 방

식을 사용하는 것이 피부 영역 검출에 유리하다.

영상 내 곡선을 나타내는 점들의 리스트인 외곽선

은 Fig. 2와 같이 4가지 방식 중 하나로 저장된다.

가장 바깥쪽에 나타나는 외곽선만을 저장하거나(i),

모든 외곽선에 대해서 계층 구조로 저장하거나(ii),

외곽선을 두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 저장하거나(iii),

Fig. 1. Flowchart of hand contour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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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선을 리스트로 구성하여 저장하는 방식(iv)으로 

나눌 수 있다. Fig. 2(a)는 검출된 외곽선을 보여주고,

Fig. 2(b)는 해당하는 4가지 저장 방식을 나타낸다.

Fig. 3은 전체 윤곽선들 중 손의 윤곽선을 검출하

는 과정의 순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바깥쪽에 

나타나는 외곽선만을 사용하여 손 윤곽을 검출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손 영역 내부에 있는 외곽선들이 

검출되어 노이즈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

에 있는 노이즈 자체가 외곽선으로 오검출 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손 윤곽이 

오검출 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계값을 사용

한다.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한 실험은 다양한 방법으

로 수행되었다.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손의 모양에 따른 윤곽선의 픽셀 개수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곽 윤곽선의 길이가 임계값 

 픽셀 이상일 경우에만 손 윤곽으로 추출한다.

임계값은 손의 모양의 기준에 근거하여 설정되었

다. 손의 모양이 가장 큰 경우는 손가락 및 손바닥이 

겹치지 않았을 때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로 가장 작

은 경우는 최대한 겹치게 할 때이다. 따라서 주먹 모

양일 때의 윤곽선 픽셀 데이터의 통계 수치에 기반을 

두어 임계값을 설정하였다.

Fig. 4는 손 윤곽 검출 과정 수행에 따른 중간 결과

들을 순서대로 보여준다. Fig. 4(a)에서 Fig. 4(c)는 

손의 윤곽선을 검출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피부

를 검출하기 위한 마스크 영상을 생성한다. Fig. 4(d)

는 두 번째 단계로 첫 번째 단계에서 생성된 마스크 

영상을 통해 피부를 검출한다. E-G는 마지막 세 번

째 단계로 피부 검출된 영역을 통해 손의 윤곽을 검

출하게 된다.

주어진 Fig. 4(a)에 대해, HSV 변환을 적용하면 

Fig. 4(b)를 얻는다. Fig. 4(c)는 피부 영역 검출을 위

한 HSV 픽셀 값을 이용한 마스크이다. 마스크는 

HSV 공간으로 변형된 영상에서 피부 범위로 설정된 

값에 해당하는 픽셀을 제외한 나머지 픽셀을 0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검게 표시된 부분이 피부 영역을 

나타낸다. Fig. 4(d)는 원본 영상에 마스크를 적용하

여 얻을 수 있으며, 피부 영역만이 검출된다. 이를 

위해 원본 영상에 마스크를 논리 AND 비트 연산자

로 적용시키면 피부로 인식된 영역만 남게 되고, 나

머지 부분은 모두 검은색이 된다.

피부 영역만을 추출한 Fig. 4(d)로부터 손 윤곽을 

(a)

(b)

Fig. 2. (a) Contour line mark and (b) data storage format 

of contour line.

Fig. 3. Flowchart of detecting hand contour in total 

cont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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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Fig. 4(e)는 Fig. 4(d)

를 그레이 스케일 변환한 결과이고, Fig. 4(f)는 이로

부터 케니 에지를 찾아낸 결과이다. 케니 에지로 검

출된 Fig. 4(f)에 윤곽선 검출 방법을 통해 많은 윤곽

선을 찾게 되지만 그중에서 특정 임계값 조건을 만족

시키는 윤곽선을 손 윤곽으로 판별하며 결과는 Fig.

4(g)이다.

3. 실험 및 결과 분석

본 장에서는 제안한 손 윤곽선 검출 시스템을 구

현하여,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한다. Fig.

5는 실험을 위한 환경을 보여준다. PC에 웹캠을 설치

하여  이내의 거리에서 실험하였다. 하드웨어적으

로 HD 해상도()의 웹캠과 Linux 기반 PC로 

구성되며, 소프트웨어는 OpenCV 3.0 BETA[22] 라

이브러리를 사용하여 C++ 언어로 작성되었다.

Table 1은 본 실험에서 적용된 인자 값들을 나타

내고 있다. 피부 영역 추출에 사용한 HSV 인자 값들

  은 붉은색 계열의 범위(빨강, 주황, 노랑, 연

두)에 적합하게 설정하였으며, 노이즈 제거에 사용되

는 임계값은 수집된 실험 데이터의 통계치를 근

거로 하여 설정하였다.

Fig. 6은 Idiap[23] 연구 기관에서 제공하는 손 데

Fig. 4. Sequence of hand contour detector, (a) Original image, (b) HSV image, (c) Mask image, (d) Skin detection 

image, (e) Gray image, (f) Canny-edge image, (g) Hand contour detection image.

Fig. 5. Experiment environment.

Table 1. Set parameters of experiment

Parameter Range

Hue ( ) ≤

Saturation ( ) ≤ 

Value ( ) ≤

Threshold ( )    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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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통해 실험하였으며 손 윤곽 

검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Idiap는 인간과 의학 관

련 컴퓨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스위스에 위치하고 

있다.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노이즈는 많이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손 모양이 존재하며 정확하

게 검출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 7은 다양한 손동작 영상에 대해 제안 방법을 

사용해 윤곽을 검출한 결과를 보여준다. 실험자는 웹 

카메라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네 가지 서로 다른 

손 모양을 제시하였다. 손을 검출하는 시간은 약 

로 초당 의 수행 속도를 나타낸다. 또

한 실험 영상에는 손 이외에도 유사한 색상의 물체,

즉 실험자의 얼굴 등 오검출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

한 노이즈가 존재한다. 노이즈를 제거하는 임계값 처

리를 이용하여 손이 아닌 다른 피부 영역을 필터링할 

수 있었다. 또한 임계값은 다양한 손동작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8은 임의의 노이즈를 생성시킨 환경에서도 

제안 방법이 기존 논문들의 방법보다 손 검출에 있어 

우수함을 보여준다. 의도적인 노이즈 생성을 위해 손

바닥의 여러 부분에 피부색과 다른 색깔의 테이프를 

부착하였다. 이 경우 손바닥 영역 안에 부가적인 윤

곽선이 검출되어 손바닥 전체를 인식하는데 어려움

이 생긴다. 에지와 모폴로지를 사용한 기존 방식[5]

은 Fig. 8(b)처럼 손의 윤곽 이외에도 얼굴 형태 및 

손안의 노이즈에 대한 윤곽도 구성되었으며 윤곽선

을 검출할 경우 다른 큰 윤곽선의 오검출 및 손의 

윤곽선 검출에 대한 낮은 정확도를 나타냈다.

또한, 무게중심을 이용하여 손 영역을 추출하는 

방식[8]은 전체적인 노이즈로 인해 전체적인 손 윤곽

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손의 무게중심을 

찾는 단계부터 오검출이 많이 발생했으며, 원  레이

Fig. 6. The results of hand contour detection using static hand posture databases.

Fig. 7. The results of hand contour detection in real-time video strea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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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 작업을 통해 손끝 특성을 검출하는 단계에서도 

노이즈가 손끝 특성으로 검출됐다. 또한, JSEG를 이

용한 방식[9]은 손 영역의 노이즈로 인해 생성한 곡

선으로부터 다섯 개의 교점을 얻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 손을 검출하지 못한다. 반면 제안 방식은 Fig.

8(c)처럼 손의 윤곽만 검출하였다. 이를 통해 제안 

시스템이 노이즈에 강인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영상처리를 이용한 손 윤곽 검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기존 방식은 에지만을 검출하

거나 손의 무게중심으로부터 손끝을 검출하기 때문

에 노이즈가 발생할 경우 손 검출 정확도가 낮다. 따

라서 동작 인식 및 추적 등의 다양한 알고리즘에 응

용하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손의 윤곽만을 검출하

기 때문에 노이즈에 대해 기존 방법보다 장점을 보인

다. 따라서 손을 통한 다양한 알고리즘에서 사용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복수 개의 

손 검출에 관한 연구와 검출된 손 윤곽에 PCA(주성

분 분석), ANN(인공신경망), 패턴 매칭, 특징점 매칭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동작 인식 및 추적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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