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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Hand segmentation and tracking is essential to the development of a hand gesture

recognition system. This research features segementation and tracking of hand regions

based the hue component of color. We propose a method that employs HSI color model,

and segments and tracks hand regions using the hue component of color alone. In order

to track the segmented hand regions, we only apply Kalman filter to a region of interest

represented by a rectangle region. Initial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system

accurately segments and tracks hand regions although it only uses the hue compoent of

color. The system yields near real time throghput of 8 frames per second on a Pentium

II 233MHz PC.

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사람들은 의사 전달 방법으로 말을 사용하며 때로는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 또는 강

조하기 위하여 손짓과 얼굴 표정을 변하게 하는 제스처를 취한다 이러한 제스처를 인간과' ' .

컴퓨터의 상호작용 에 사용한다면 사람들은 기존의 물리(HCI: Human-Computer Interface)

적인 도구를 통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제스쳐를 통하여 컴퓨터와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이다 인간과 컴퓨터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제스쳐로서는 얼굴의 움직임이나 표정.

에 의한 제스쳐 보다는 손에 의하여 행해지는 제스처가 적합할 것이다 인간과 컴퓨터와의.

상호 작용을 위해 손에 의하여 행해지는 제스처를 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수행이 되어져할,

것은 인식의 대상이 되는 손 영역을 배경으로부터 분리하고 추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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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영역을 검출하여 추적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의 네가지 방법들로 대별된다 첫 번째 방법.

은 칼라 영상을 이용[1,2]하는 방법인데 정규화된 칼라 모델 등을 이용하여, HSI, YIQ, RGB

살색과 유사한 색을 영상에서 찾아 손 영상을 검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보통의 그.

레이 영상보다 배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처리량이 많아지게 된다 두 번째 방법은3 .

이나Optical flow [3] 차 영상, [4]과 같은 프레임간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그,

레이 영상만을 이용해 데이터량이 줄어든다는 점은 있으나 손 영역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손

영역을 검출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다 세 번째 방법은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
[5]
으로서 그,

레이 영상만으로 충분하고 손 영역이 움직이지 않아도 손 영역을 검출할 수 있으나 손모양,

에 따라 여러 가지 사용되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과 처리 시간이 길다는 것이 단점이 된

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위의 세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컬러 정보와 동. ,

영상을 복합해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6,7].

본 논문은 손 제스처 인식을 위한 실시간 손 영역검출 및 추적을 위한 알고리즘을 제안한

다 제안한 방법은 칼라 모델 기반의 칼라 정보를 이용하여 피부색에 해당하는 손 영역. HSI

을 얻어낸다는 점이 기존의 방법과는 동일하나 단지 영상만으로 손 영역을 검출한다, Hue

는 점이 와 을 모두 사용한 다른 방법과 구별된다 미리 얻어진 손 영역의Hue Saturation .

영상 의 빈도수를 정규화한 후 입력 영상에 재대입함으로써 살색에 해당하는Hue histogram ,

영역만을 그레이 영상으로 표현하게 된다 얻어진 손 영역은 필터를 사용하여 추적. Kalman

하게 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절에서는 손 영역 검출에 대하여 소개하며 절에서는 손. 2 , 3

영역 추적에 대하여 설명한다 절에서는 시스템 구현 및 실험 결과를 기술하였다. 4 .

손 영역 검출손 영역 검출손 영역 검출손 영역 검출2.2.2.2.

본 절에서는 복잡한 배경에서 손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칼라 정보를 이용하여 피부색에 해당하는 손영역을.

얻어낸다는 점이 기존의 방법과는 동일하나 개의 칼라 영역 모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3

오직 개의 칼라 영역만을 사용하게 된다1 .

손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검출하기 위하여 먼저 살색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 살색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정규화된 칼라 모델등 다양한. YIQ, RGB, HSI

칼라 모델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칼라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 칼라, HSI . HSI

모델은 색상 채도 명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와Hue( ), Saturation( ), Intensity( ) , Hue Saturation

은 인간의 지각과 관계되며 는 빛의 세기와 관계되어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Intensity

는데 유용하다.

본 논문이 제안한 방법은 미리 얻어진 손 영역의 영상 의 빈도수를 정규화한Hue histogram

후 입력 영상에 재대입함으로서 살색에 해당하는 영역을 그레이 영상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는 다음과 같다. pseudo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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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얻어진 손 영역의 영상의 은 그림 와 같으며 그것의 정규화된Hue histogram 1 ,

의 그림은 그림 와 같다histogram 2 .

그림 손 영역 영상의그림 손 영역 영상의그림 손 영역 영상의그림 손 영역 영상의1. Hue histogram1. Hue histogram1. Hue histogram1. Hue histogram

그림 손 영역 영상의 정규화된그림 손 영역 영상의 정규화된그림 손 영역 영상의 정규화된그림 손 영역 영상의 정규화된2. Hue histogram2. Hue histogram2. Hue histogram2. Hue histogram

그림 의 입력 영상으로부터 본 논문이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영상이 그림 에 나타나 있으3 4

며 그림 를 과 을 취한 후 이진화된 영상은 그림 에 나타나 있다 그림, 4 erosion dilation 5 . 6

은 살색과 유사한 색을 지닌 영역에서도 손 영역을 검출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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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입력 영상그림 입력 영상그림 입력 영상그림 입력 영상3.3.3.3.

그림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영상그림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영상그림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영상그림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영상4.4.4.4.

그림 이진 영상그림 이진 영상그림 이진 영상그림 이진 영상5.5.5.5.

그림 살색과 유사한 색을 지닌 영역에서 손 영역을 검출한 경우그림 살색과 유사한 색을 지닌 영역에서 손 영역을 검출한 경우그림 살색과 유사한 색을 지닌 영역에서 손 영역을 검출한 경우그림 살색과 유사한 색을 지닌 영역에서 손 영역을 검출한 경우6.6.6.6.

손 영역 추적손 영역 추적손 영역 추적손 영역 추적3.3.3.3.

입력 영상 전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인 특정 영역을 처리하도록 관심 영역

을 제안한다면 계산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Region Of Interest: ROI) .

관심의 대상이 되는 손영역을 추적하기 위하여 필터Kalman
[8,9]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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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는 다음 프레임에서 움직이는 특징점의 위치와 불확정성을 예측하는 재귀적인Kalman

알고리즘이다 필터는 필터의 구조가 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형 시스템에서. Kalman ,

모든 변수들의 분포가 가우시안이고 부가되는 들이 일 경우에는 그 특성이noise white noise

최적을 지닌다고 알려져 있다
[10]

필터는 모델과 모델로 구성. Kalman system measurement

되어있다 논 논문에서 사용되는 필터의 모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Kalman system

다.

여기서 xk와 yk는 위치를 나타내며, vk,x와 vk,y는 속도를 ωk는 시스템 잡음을 모델링하는 평

균이 인 가우시안 를 나타낸다0 random process .

또한 모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measurement .

여기서 ek는 를 모델링하는 평균이 인 가우시안 를 나measurement noise 0 random process

타낸다.

시스템 구현 및 실험 결과시스템 구현 및 실험 결과시스템 구현 및 실험 결과시스템 구현 및 실험 결과4.4.4.4.

삼성 칼라 카메라와 프레임 그래버가 장착된SAC-410ND Matrox Meteor Pentium II

컴퓨터를 사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입력 영상의 크기가 픽셀로 거의 실시233MHz . 640×480

간인 로 처리가 가능하였다8 fps .

필터를 사용하여 추적의 대상이 되는 특징점으로는 손 영역의 중점을 사용하였다Kalman .

그림 과 그림 은 결과 영상으로 연속된 프레임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큰 사7 8 .

각형 영역은 필터를 사용하여 얻어진 손 영역이 위치할 예상 영역 즉 이되며Kalman ( , ROI) ,

작은 사각형 영역은 실제로 얻어진 손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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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결과 영상그림 결과 영상그림 결과 영상그림 결과 영상7. (1)7. (1)7. (1)7. (1)

그림 결과 영상그림 결과 영상그림 결과 영상그림 결과 영상8. (2)8. (2)8. (2)8. (2)

그림 와 그림 은 프레임 동안의 좌표와 좌표 상에서의 필터를 사용하여9 10 100 x y Kalman

예상되는 특징점 손의 중심 과 실제로 얻어진 특징점의 위치를 나타낸다 두 그림에서 예상( ) .

되는 특징점과 실제로 얻어진 특징점 사이의 에러가 작음을 알수 있다.

그림 좌표상에서 예상된 위치와그림 좌표상에서 예상된 위치와그림 좌표상에서 예상된 위치와그림 좌표상에서 예상된 위치와9. x feature point9. x feature point9. x feature point9. x feature point

실제 얻어진 위치실제 얻어진 위치실제 얻어진 위치실제 얻어진 위치feaute pointfeaute pointfeaute pointfeaut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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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좌표상에서 예상된 위치와그림 좌표상에서 예상된 위치와그림 좌표상에서 예상된 위치와그림 좌표상에서 예상된 위치와10. y feature point10. y feature point10. y feature point10. y feature point

실제 얻어진 위치실제 얻어진 위치실제 얻어진 위치실제 얻어진 위치feaute pointfeaute pointfeaute pointfeaute point

결론결론결론결론5.5.5.5.

본 논문은 제스처 인식을 위한 손 영역 검출 및 추적을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손 영역을.

검출하기 위하여 칼라 모델의 영상으로도 충분히 손 영역이 검출 가능하다는 것HSI Hue

을 실험적으로 보여 주었다 개의 칼라 영역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보다 개의 칼라 영역.3 1

을 사용함으로서 계산량이 감소함을 확인 할수 있다 손 영역 추적 방법으로는 필. Kalman

터를 사용하였고 관심영역을 제안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손 영역 추적이 가능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비전에 기반한 인간과 컴퓨터와의 인터페이스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 문헌참고 문헌참고 문헌참고 문헌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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