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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테이블 탑 디스 이는 사람에게 친숙한 상호작용의 매개체인 손을 입력장치로 이용하는 일종의 탁자형  

멀티 터치스크린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손가락 제스쳐를 활용하여 필기 숫자

를 인식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테이블 탑 디스 이에 합한 필기 숫자 인식 기술을 개발하 고, 이

로 인해 추후 진행될 연속 숫자 혹은 특수기호의 성공 인 인식 가능성을 확인하 다. 실험 과정은 테이블 

탑 디스 이의 표면을 통해 입력된 손가락 궤 을 잡음제거, 표  추출등의 처리 과정을 거쳐 16-방

향 체인코드로 변환하고, 변환된 체인코드의 학습  필기 숫자 인식에 확률․통계  모델인 은닉 마르코

 모델을 이용하 다. 학습에는 총 300개 필기 숫자 데이터를 이용하 고, 인식 실험에 사용한 별도의 100

개의 필기 숫자 데이터에 해 97%의 정인식율을 보 다.

1. 서론

   최근 컴퓨터를 심으로 한 기술 개발은 컴퓨터 사용

에 필수 인 입력 도구인 키보드나 마우스에서 벗어나려

는 시도가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다. 지난 2007년 5

월에 공개된 마이크로소 트사의 서피스 컴퓨터(Surface 

Computer)나 지난해 개발된 국내의 남 학교 CT연구소

의 테이블 탑 디스 이(Table Top Display)가 표 인 

로, 사용자의 양손(혹은 손가락)을 이용하여 마우스나 

키보드 없이 데이터를 조작하고, 무선으로 송하는 특징

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아닌 다  사용자의 사

용도 가능하다. 테이블 탑 디스 이의 주요 기술은 카메

라로부터 손가락의 치와 움직임 정보를 추출하고, 추출

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에 정의된 명령과 비교하여 사용

자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손가락 제스쳐를 통해 필기 숫

자의 입력을 받아들여 사용자가 입력한 필기체 숫자를 인

식하는 기술을 제안한다. 인식에는 확률․통계  모델인 

은닉 마르코  모델(Hidden Markov Model, HMM)을 이

용하 다. HMM을 이용한 필기 문자 인식의 경우 주식회

사 디오텍의 DioPen, KAIST의 BongNet, Microsoft의 인

식기 등이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터치스크린 상에 자펜으로 입력하는 환경에서 동작하는 

방식으로, 자펜같은 입력 장치가 존재하지 않은 테이블 

탑 디스 이 환경에는 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기존의 문자인식에 있어 필수

인 도구인 마우스나 자펜을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 제스

쳐만으로 입력이 이루어지는 테이블 탑 디스 이 환경

에 합한 필기 숫자 인식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2. 시스템 개요

  2.1 시스템 구성

  본 논문을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은 <그림 1>과 같다. 

사용자가 테이블 탑 디스 이의 표면에 손가락으로 숫

자를 필기하면, 먼  입력된 손가락 궤 을 좌표계로 변환

하여 처리 모듈로 송한다. 송된 좌표는 처리 모듈

을 통해 16-방향 체인코드로 변환되고, 마지막으로 변환

된 체인코드를 학습 과정을 통해 생성된 필기 숫자 0～9 

각각의 은닉 마르코  모델에 입력하여 확률을 계산하고, 

이  가장 높은 확률을 지닌 숫자 모델을 인식 결과로 

출력하게 된다.

  처리 단계는 잡음제거와 표  추출 과정을 거쳐 손

가락 궤 을 체인코드로의 변환하는 과정으로 체인코드는 

16-방향 체인코드를 사용한다. HMM의 학습 과정은 각 

숫자별로 테이블 탑 디스 이를 통해 수집한 체인코드

를 이용하여 숫자별 은닉 마르코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

으로, EM알고리즘의 하나인 Baum-Welch 알고리즘을 이

용한다. HMM의 인식 과정은 처리 모듈을 통해 변환된 

체인코드가 어느 숫자의 은닉마르코  모델에서 나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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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높은가를 단하는 과정으로, 각각의 숫자 모델에 

향(Forward) 알고리즘을 용하여 가장 높은 확률을 보

이는 숫자 모델을 최종 인식 결과로 출력한다.

그림 1. 시스템 구성

  2.2 테이블 탑 디스 이

  테이블 탑 디스 이의 사  의미는 여러 가지 형태

의 탁자 에 스크린을 부착하여, 컴퓨터의 처리 결과를 

으로 직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의미한다. 그

러나 최근 들어 이런 사  의미에서 벗어나 입력 센싱 

역할을 하는 표면과 출력 디스 이 역할을 하는 표면을 

서로 겹쳐놓은 직  멀티 터치(Direct multi-touch)나 다

 사용자 테이블 탑(Multi-user table top)의 개념으로 확

장되었다[1].

  결국 테이블 탑 디스 이는 <그림2>와 같이 사람에

게 친숙한 상호작용의 매개체인 손을 입력장치로 이용하

는 일종의 탁자형 멀티 터치스크린으로, 크게 입력신호를 

감지하는 센서표면과 출력신호를 재 하는 디스 이로 

구성된다[2].

그림 2. 테이블 탑 디스 이

  2.3 은닉 마르코  모델

  은닉 마르코  모델은 1960년  말에 Baum의 논문에서 

주식 시장 같은 여러 가지 측 문제들의 해결에 용되

면서 시작되었다. 1970년 에 들어와 IBM의 Jerinek과 

CMU의 Baker에 의하여 음성 처리 분야에서 용되어 뛰

어난 성능을 발휘하 고, 재 문자 인식을 비롯한 패턴인

식분야나, 계량 경제학 같은 응용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

다[4]. 은닉 마르코  모델은 a 행렬, b 행렬, ∏ 벡터로 

구성되는데, 이를 은닉 마르코  모델의 라미터(⋋)라고 

한다. a 행렬은 상태(state)들 간의 이 확률을 나타낸 행

렬이고, b 행렬은 각 상태에서 측된 심벌들의 확률 분

포이며, ∏는 각 상태들의 기 분포를 의미한다.

  2.4 처리

  사용자의 손가락 궤 이 좌표계로 변환되면, 잡음 제거

(Noise Reduction), 표  추출 등의 처리 과정을 거쳐,  

16-방향이나 32-방향  체인코드(Chain Code)로 표 해 내

게 된다. 이때 손가락 궤 이 테이블 탑 디스 이의 표

면에 그려지는 동안 외부의 빛이나 먼지등의 향으로 인

해 의도하지 않은 잡음이 포함되게 되는데, 이를 제거하는 

과정이 잡음 제거 과정이다.

  잡음 제거을 해 본 논문에서는 손가락 궤 이 순차

으로 좌표계로 변환되는 특징을 이용하여, 재 변환된 좌

표와 가장 가까운 시간에 변환된 좌표의 거리를 유클리디

언 거리 계산법을 통해 계산한 후, 좌표들 간의 평균 거리

보다 2배 이상 먼 좌표 을 제거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테이블 탑 디스 이의 표면에 손가락을 터치하면, 1

에 약 30개의 좌표가 변환된다. 이 좌표들을 모두 체인코

드로 변환하게 되면 동일한 체인코드가 수십 개씩 만들어

지는데, 이는 메모리의 낭비와 학습  인식 과정에서의 

언더 로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필요한 좌표

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해주어야 한다. 이 과정이 표

 추출과정으로 <그림 3>과 같이 유클리디언 거리 계산

법을 이용하여 일정한 거리이상의 좌표 만 남기고, 지나

치게 가까운 좌표 은 모두 제거한다.

그림 3. 표  추출 과 후

  표 이 추출되면 각각의 표 과 가장 가까운 표

 사이를 직선으로 고, <그림 4>의 16-방향 체인코드

와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기울기를 지니는 체인코드로 변

환하게 된다.

그림 4. 16-방향 체인코드

  

  2.5 HMM의 학습 과정

  은닉 마르코  모델을 이용한 방법의 학습은 은닉 마르



제28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4권 제2호 (2007. 11)

11

코  모델의 라미터(⋋)를 추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은닉 마르코  모델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렵고 요한 문제로, EM알고리즘으로 구 된 

Baum - Welch 재추정 알고리즘으로 해결한다[4]. 학습 

과정에서는 <그림 5>의 E-단계와, <그림 6>의 M-단계

를 추정된 은닉 마르코 모델의 라미터가 변화하지 않

을 때까지 반복한다.

    



  






  





               (식 1)

     



  






  











        (식 2)

                          (식 3)

그림 5. E - 단계

  E-단계에서 <식 1>의 

는 은닉 마르코  모델과 

사용자의 입력이 처리를 통해 변환된 체인코드가 주어

졌을 때, 시간 t에서의 상태 i에서 시간 t+1에서의 상태 j

로 이 할 확률이다. 이때 시간 t에서의 상태 i의 확률 



는 상태 i로부터 j로 이하는 모든 


 를 합하는 

것으로 구할 수 있다. <식 2>에서 시간 t에서의 상태 j에

서 학습 데이터로부터의 측된 심볼들의 개수인 

를 

모두 합한 것과, 시간 t=1에서 부터 t=T까지 상태 j에서 

심볼

가 측된 개수인 

  

 





를 이용하여 각 상태에

서 각각의 심볼들이 측될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

      



  ∀  

                                         (식 4)

    
     ∀

                                         (식 5)

     ∙  

          

            ≤ ≤             (식 6)

그림 6. M - 단계

 

  M-단계에서는 향 변수 

와 후향 변수 


를 먼

 정의하게 된다. 

는 향(Forward) 알고리즘을 통

해 구할 수 있는데, 향 변수는 모델 ⋋가 주어져 있을 

때, 시간 t=1에서 시간 T까지의 각 상태(

)에서 처리를 

통해 생성된 체인코드가 나타날 확률을 의미한다. 한편 후

향 변수 

는 후향(Backward) 알고리즘을 통해 구할 

수 있다. 후향 알고리즘은 향 알고리즘의 역순으로 진행

되는데, 

는 모델 ⋋와 시간 T에서의 상태 


가 주어

져 있을 때, T에서부터 시간 t=1까지 체인코드가 측될 

확률로 나타낸다.

  2.6 HMM의 인식 과정

  학습과정을 통해 0～9의 숫자에 해 각각의 은닉 마르

코  모델의 라미터(⋋)가 만들어지게 된다. 인식은 

측된 체인코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숫자의 은닉 

마르코  모델을 찾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입력된 자의 

체인코드가 각각의 숫자 모델로부터 발생할 확률을 계산

하고 가장 높은 확률을 지니는 모델을 찾는 것이 인식 과

정이라는 것이다. 확률계산을 해서 각각의 모델에 향 

알고리즘을 용하 다. 향 알고리즘은 향 변수 



를 구하는 과정으로 <그림 7>과 같다. 향 변수 

는 

모델 ⋋가 주어졌을 때, 시간 t에서 측된 체인코드 

, 



, ..., 


,와 상태 i의 확률을 뜻한다.

 1.  기화 단계

                     ≤  ≤  .

 2.  유도 단계

     
 



   

                 ≤ ≤     ≤  ≤  .

 3.  확률 계산 단계

    
 





.

그림 7. 향(Forward) 알고리즘

3. 실험 환경  실험 결과

  실험은 테이블 탑 디스 이에서 이루어 졌다. 은닉 마

르코  모델의 훈련 데이터는 테이블 탑 디스 이에서 

0부터 9까지를 숫자를 30번씩 필기하여 총 300개의 체인

코드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화하 고, 이 데이터를 이용하

여 학습을 수행하 다. 이 때 은닉 마르코  모델에서의 

상태(state)수는 10개로 하 고, 체인코드는 16-방향 체인

코드를 사용하 다. 인식 실험은 1명의 사용자가 테이블 

탑 디스 이에 손가락으로 숫자별로 10회씩, 총 100회 

필기하여 정인식율을 계산하 다.

  실험 결과는 <표 1>과 같이 97%의 정인식율을 보 다. 

오인식의 경우는 ‘0’을 필기하 는데 ‘3’으로 인식하 거나, 

‘1’을 필기 하 는데 ‘5’나 ‘8’로 인식한 경우 다. 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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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필기하 을 때 나타난 오인식의 경우, 테이블 탑 디스

이의 변환 좌표는 테이블 탑 디스 이 표면에 닿는 

손가락 면 의 간 을 의미하는데, 필기 도  표면에 닿

는 손가락의 면 은 수시로 변화하므로, 손가락을 일직선

으로 움직 으나 변환된 좌표는 일직선상이 아닌 사선으

로 나타난 것이 원인으로 악된다.

표 1. 실험 결과

숫자
실험데이터

개 수
정인식
개 수

정확율(%)

0 10 9 90%

1 10 8 80%

2 10 10 100%

3 10 10 100%

4 10 10 100%

5 10 10 100%

6 10 10 100%

 7 10 10 100%

8 10 10 100%

9 10 10 100%

체 100 97 97%

4. 결론  향후연구

  본 논문에서는 테이블 탑 디스 이 환경에서 숫자를 

필기하 을 때,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필기한 숫자를 인식

하는 시스템을 구 하 다. 학습은 숫자별로 30개씩 총 

300개의 데이터로 수행하 고, 100개의 데이터로 실험한 

결과 97% 정확률을 보 다. 이는 추후 진행 될 테이블 탑 

디스 이 환경에서의 연속 숫자․특수기호의 인식의 기

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테이블 탑 디스 이 환경에서의 필기 궤  샘

의 수는 아직 많이 부족한 수 으로, 다양한 사용자의 

필기 궤  샘 의 수집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은닉 마르코  모델의 훈련과

정에서 상태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랜덤(random)으로 

각각의 상태를 할당하 기 때문에, 학습을 수행할 때마다 

정인식율에 있어 2～3%가량의 오차가 생겼다. 따라서 테

이블 탑 디스 이 환경에 합한 은닉 마르코  모델의 

상태를 정의하는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은닉 마르코  모델뿐만 아니라, 문자 인식에 흔히 

사용하는 신경망등의 알고리즘과 성능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테이블 탑 디스 이 환경에서 문자 인식에 가장 

합한 알고리즘을 찾는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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