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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vision based system employing 

two cameras to provide effective touch screen function. The 
two main processes - determining touch (or no-touch) and 
contact location of screen plane - are essential for enabling 
touch screen function. First region of interest is found by using 
color characteristic and histogram for determining the contact 
mode. Second, if the hand touches the mirror, the fingertip 
point in image is found using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ased 
on the mirror attribute. Subsequently, the fingertip coordinate 
in image is transformed to the location in mirror plane by using 
four predefined points (termed as four-point method) and 
bilinear transform. Representativ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ystem is suited to touch screen. 

 

I. 서론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 방

식으로 터치스크린이 상용화 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터치스크린은 가격이 비싸며, 유지/보수/이동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유지/보수/이동이 용이한 터치 스크린 시

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비전 기반의 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터치 스크린은 접촉 여부 판단 및 접촉 위치 판

단의 2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를 비전 기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연구는 산업 자원부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의 다

중 생체기반 실감형 디바이스 개발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영상에서 관심 영역인 손을 찾는다. 

2. 손 끝이 스크린 면에 접촉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접촉된 상태면, 영상내의 손 끝점의 좌표를 찾는다. 

4. 손 끝점의 좌표를 스크린 면의 위치로 변환한다. 

위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 그림 1 과 같은 시스템이 

사용된다. 영상의 배경을 단순화를 위해 카메라는 아래

를 향하게 설정하였다. 그리고 손가락 좌표 값 추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카메라 2 를 사용하였으며, 접촉 

여부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스크린 면은 매직 

거울을 가정하였다. 

두카메라

거울면손끝위치

 

그림 1 카메라의 배치 

II. 본론  
2.1 관심 영역 찾기 

입력 영상을 YIQ 색 공간의 I 성분(hue image)만을 이

용하여 피부색 영역을 분리한다[1]. 얻은 이진 영상에서 

각 X, Y 축으로의 히스토그램 정보를 이용하여 손과 거

울에 비친 손의 ROI(Region Of Interest)을 찾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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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손가락 끝의 접촉 여부 판단 

거울이 손과 맞닿아 있다면, 손 영역과 거울에 비친 

손 영역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두 영역의 연결 여부를 

이용해서 손과 거울의 접촉 여부를 판단한다. 

2.3 손가락 끝의 좌표 찾기 

손끝이 접촉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ROI 에서 최 하단 

중심점으로 좌표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손가락 끝이 접

촉되어 있을 경우에는 거울의 성질에 따라 실제 물체와 

거울에 비친 물체는 동일한 Intensity 값을 가질 것임을 

가정한다. 따라서 그림 2 와 같이 Mask 를 씌워서 위 아

래로 이동시켜 가면서 최  상관 계수를 가지는 위치를 

찾아 낸다. 

영역1 영역2

최대 상관계수
좌표 찾기

잘못된 분할

재 분할

 

그림 2 거울과 접촉시의 손가락 끝 검출 
2.4 손 끝 좌표를 거울 면 위치로 변환 

일반적으로 영상좌표를 실제 위치로 변환하기 위해 

카메라의 매개변수를 구한다[2]. 그러나 위치 추정을 보

다 직관적이며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 four-point method

를 이용하였다[3]. 이 방법은 위치인식영역을 미리 지정

해 주는 것이다. 그림 3 과 같이 사각형 모양의 위치인

식영역을 4 개의 corner point 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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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our-Point Method 

그 후에 지정해둔 입력 영상에서 손 끝 좌표 ),( qp
를 스크린 면의 위치 ),( βα 로 변환한다. 그 위치로 

변환하기 위해서 bilinear transform 을 사용하였는데, 네 

corner point 좌표를 이용하여 bilinear transform 의 변환 계

수를 구할 수 있다. 

Ⅲ. 구현   
구현 환경은 AMD athlon 3000+ 1GB RAM PC, 

Windows XP, AlphaCam M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실험

을 위해 접촉된 손이 두 카메라 시야 각에 동시에 들어 

올 수 있는 카메라로부터 25cm 이상 떨어진 가로 

20cm, 세로 15cm 의 직사각형 영역을 정해 두었다. 이 

영역에서 1cm 간격으로 손을 접촉하여 카메라 당 336

개의 영상을 얻었다. 영상에서 수동으로 영상 내의 손 

끝의 좌표를 얻어 낸 후에 최 외각 네 점을 이용한 

four-point method 를 이용하여 좌표 변환을 하기 위한 

매개변수를 얻었다. 각각의 좌표에 대해서 bilinear 

transform 을 이용하여 좌표 변환을 한 후 실제 손 끝 

위치와의 오차 거리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표 1 과 같

이 위치검출성능이 평균 0.89cm, 표준편차 0.43cm 오

차거리를 보여주고 있어 터치 스크린에서 사용되는 너

비가 4cm 이상의 크기를 지닌 아이콘 인식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표 1. 위치검출성능 

카메라 평균오차거리 오차거리표준편차 
카메라 1 1.14 cm 0.59cm 
카메라 2 1.02 cm 0.56cm 

평균값 사용 0.89 cm 0.43cm 

 
IV.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물리적 방식의 터치 스크린 대

체 수단으로 비전 기반의 터치 스크린 시스템을 제안하

였다. 제안한 시스템의 제한된 영역 내에서 위치 검출 

성능은 터치스크린 기능에 적합하다. 향후에는 상용화 

하기 위해 좌표 검출 영역 확장 및 카메라 거리에 따른 

해상도 차이 보정 및 기존 터치 스크린과의 차별성을 

위해 손 모양을 인식하여 마우스와 같은 다양한 입력을 

줄 수 있도록 구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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