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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스크린을 터치를 하지 않고 한 스크린의 역의 크기에 상 없이 제스처를 이용하

여 인터랙션이 가능한 제스쳐 인식 모듈을 이용한 규모 멀티 인터랙티  디스 이 시스템을 제안

한다. IR laser를 이용하여 인터랙션 역을 생성하고 band pass filter를 장착한 외선 카메라를 이용하

여 인터랙션 역 안의 상을 획득한다. 획득되어진 상은 제안하는 상처리모듈을 이용하여 이진

화->블랍-라벨링 과정을 거쳐 잡음을 제거한 후 인터랙션 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랙션 좌표를 획

득한 후 Packet으로 장한다. 장 된 Packet은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Server로 보내어지고 

Server에서는 메타포분석모듈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결과를 메타포이벤트로 장한 후 콘텐츠에 보낸

다. 콘텐츠에서는 받은 메타포이벤트에 따라서 콘텐츠 결과를 보여 으로써 스크린을 터치 하지 않아

도 터치 인터랙션이 가능하며 스크린 역에 제한 없이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본 시스템은 향후 보다 다양한 인터랙션과 시스템 크기의 확장으로 보다 많

은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가능하며 다양한 인터랙션을 사용할 수 있는 인식 디바이스로써 활용이 가능

하다.

(그림 1-a) Microsoft사의 

Surface 
(그림 1-b) Apple사의 iPad  

1. 서론

   최근 컴퓨터 소 트웨어의 기술 발 과 하드웨어의 기

술 발 으로 인하여 컴퓨터와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을 

한 새로운 형태의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이 진행 이다

[1]. 새로운 형태의 인터페이스 개발 연구  하나로써 손

을 이용하여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하는 인터페이스 방식

인 터치 시스템을 로 들 수가 있다. 기존의 마우스나 키

보드와 같은 입력 장치를 이용하는 인터페이스 형태의 컴

퓨터 사용이 아닌 손을 이용하는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형

태의 개발이 진행  인데 이로 인하여 보다 쉽게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로 Microsoft사의 Surface

와 Apple사의 iPad를 로 들 수가 있다. (그림 1 참조)

  두 회사 시스템 모두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

치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손

을 이용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의 시스템이다. 손을 

이용하여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연령 에 상 없이 구

나 쉽게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직  으로 시

스템을 손으로 터치함으로써 보다 체감 인 시스템 사용

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 두 회사의 시스템은 멀티 터치

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멀티 터치를 이용함으로 인하여 

보다 다양한 인터랙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 회사

의 시스템은 스크린을 터치 하여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로 인하여 스크린에 터치가 인식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에 제한이 되며 스크린의 크기에 따른 인터랙

션 역의 한정이 있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R laser를 이용한 시스템을 통

하여 스크린을 터치 하지 않고도 인터랙션 역 안에서 

사용자의 손동작을 통하여 컴퓨터 시스템 사용이 가능하

고 이를 통하여 시스템을 보다 직 으로 사용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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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a)시스템 외부 (그림 3-b)모니터 

(그림 3-c) IR-laser (그림 3-d) 외선 카메라

(그림 3) 제스처 인식 시스템

시스템을 제안한다.[2] 한 스크린을 터치하지 않고 제스

처를 통하여 컴퓨터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스크린 역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인터랙션 역 한정 없이 보다 넓

은 역에서 컴퓨터 사용이 용이하다. 그리고 멀티 터치 

인터랙션을 이용하여 보다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 가

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먼  IR laser를 이용하여 인터

랙션 역을 형성 하도록 한다. 시스템 상단에 band pass 

filter를 장착한 외선 카메라를 통하여서 실시간으로 인

터랙션 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스처 상을 획득을 한

다. 획득 되어 지는 상은 제안하는 상처리모듈을 통하

여서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는 좌표 정보를 구하고 Packet

으로 장하여 Server측으로 보내어지게 한다. server측에

서는 메타포분석모듈을 통하여 Packet을 분석하고 메타포

이벤트로 생성하여 콘텐츠로 보낸다. 콘텐츠에서는 Server

측에서 보내어진 메타포이벤트에 따라 실시간으로 실행함

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제스처에 따른 결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2. 시스템 구성    

2.1 체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체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참조) 

(그림 2) 체 구성도

   먼  시스템은 크게 상처리 모듈과 메타포분석모듈, 

그리고 콘텐츠로 나 어 구성이 된다. 먼  상처리모듈

에서 사용자의 제스처 정보를 인식한다. band pass filter

를 장착한 외선 카메라를 이용 카메라 상을 실시간으

로 획득을 하며 획득되어 지는 상  실제로 상처리

가 이루어지는 역을 지정한다. 이 때 발생하는 상 왜

곡 상은 호모그래피 행렬을 이용하여 보정을 한다. 보정 

된 상은 이진화와 블랍-라벨링 과정을 통하여 잡음을 

제거하고 좌표 보정을 한다. 보정된 좌표 정보는 Packet으

로 장하여서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여 

Server로 보내어 진다.

   Server에서는 메타포분석모듈을 이용하여 입력받은 

Packet을 분석하며 분석된 메타포데이터를 메타포이벤트

로 지정하여 콘텐츠로 보내게 된다. 콘텐츠에서는 입력된 

메타포이벤트를 콘텐츠에 용함으로서 사용자의 제스처

에 따른 결과를 콘텐츠 상에서 실행하게 된다.

2.2 제스처 인식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제스처 인식 시스템 구성은 다

음과 같다. (그림 3 참조)  

   20 X 20 알루미늄 로 일을 이용하여 시스템 외부 

를 제작(그림 3-a)하고 시스템 앙에 모니터(그림 3-b)를 

치를 시킨다. 시스템 외부 상단 모서리 부분에 IR 

laser(그림 3-c)를 장착하고 양쪽 하단 각선 방향으로 

laser 빛이 향하도록 하여 IR laser 빛으로 인한 인터랙션 

역이 형성이 되도록 한다. 모니터 상단 30Cm 부근에 

band pass filter를 장착한 외선 카메라(그림 3-d)를 장

착하고 사용자가 인터랙션 역에서 행하는 제스처 상

을 실시간으로 획득 할 수 있도록 한다.

2.3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구성   

    본 논문에서는 차후  시스템을 확장하여 한 Server

에서 동시에 여러 콘텐츠를 실행 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

을 하여 각각 모듈간의 데이터 통신 방신을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 방식으로 구성한다. 각각의 모듈들을 분산하

고 분산된 모듈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들을 네트워크 통

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달하고 분석함으로 인해서 시스

템 속도가 하되는 상을 보안하며 한 그로 인하여 

보다 다양한 멀티 터치 기능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시스템 내부 알고리즘

3.1 상 보정 알고리즘

 사용자가 보는 뷰는 일반 상 역과 동일한 직사각

형의 모양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선 카메라가 보는 뷰는 

직사각형이 아닌 마름모 모양으로 보이게 된다. 이 게 사

용자가 보는 뷰와 외선 카메라가 보는 뷰의 모양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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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실제 스크린의 형태 (b)왜곡된 입력 상 

(그림 4) 카메라로 인하여 발생한 상 왜곡

(a) 카메라 입력 상 (b) 보정된 입력 상

(그림 5). 호모그래피 행렬 왜곡 상 보정

이가 나는 것을 상 왜곡이라고 한다. (그림 4 참조) 이

런 상 왜곡을 보정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호모그래

피 행렬(Homography Matrix)을 이용한다.

호모그래피 행렬은 어느 평면에 해 그 평면에 있는 

과 다른 평면의 응 을 3 X 3 행렬로 표 이 가능하

다. 이 때 3 X 3 행렬은 두 평면 사이의 시 례를 나타

내는 것인데 호모그래피(Homography)라고 한다. 호모그

래피 행렬을 사 식으로 배열한 9 x 1 벡터를 평면 에 

있는 과 다른 한 평면의 응 을 조합한 n x 9 행렬에 

곱하면 값이 0이 된다. 이 과정에서 호모그래피 행렬을 사

식으로 배열한 9 x 1 벡터는 SVD(SIngular Value 

Decomposition)를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평면 에 

있는 과 다른 한명의 응 을 조합한 n x 9 행렬은 정

방 행렬이 아니기 때문에 SVD를 바로 용 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하여 유사역원을 이용한다.[3]

수식(1)과 같이  에서 는 행렬을 사 식으로 

배열한 ×   벡터이며, 는 와  ′를 조합한 

×  ≥   행렬이다. 여기서 는 SVD를 통하여  계

산을 하며, 호모그래피 행렬인 는 의 가장 작은 고

유 값에 해당하는 고유벡터들로 구성된다. 와 같이 호모

그래피 행렬을 사용하여 상의 왜곡을 보정하고, 인터랙

션 역 안에서 사용자의 제스처에 따른 입력 좌표로 

용을 한다. (그림 5 참조)

3.2 마우스 좌표 보정 알고리즘

   상 왜곡 보정을 한 좌표를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좌표로 사용하기 해서는 도우 범 에서의 마우스 좌

표로 보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이유는 호모그래픽 행

렬을 통하여서 보정한 좌표는 카메라가 보는 뷰의 좌표 

보정일 뿐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도우 좌표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마우스 좌표 범 를 API 

벨에서 계산하여 실제 도우 마우스 범 로 변환이 되

도록 보정을 하 다. 도우 마우스 범 는 해상도와 계

없이 0~65535 역의 범 를 가진다. 이 범 를  해상도

로 나 고 그 값을 호모그래픽 계산 결과로 나온 좌표로 

곱하여 주면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좌표로 보정이 된다. 

(수식 2 참조)

   ×


(2)

   ×


3.3 멀티 터치 인터랙션 구

   멀티 터치 인터랙션을 구 함으로 인하여 보다 다양한 

인터랙션이 가능하며 보다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의 컴퓨터 시스템은 한 시스템에서 하

나의 인터랙션만이 가능한 형태 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인터랙션에 하여 제한이 되며 한명의 사용자만이 사용

하여야 하는 문제 이 있었다. 이런 문제 을 멀티 터치 

인터랙션을 구 함으로 인하여 보완하도록 한다. 멀티 터

치 인터랙션이란 기존의 한 시스템에서 하나의 인터랙션

만을 하는 것이 아닌 동시에 여러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처리모듈을 이용하여서 구 하도

록 한다. band fass filler -> 이진화 -> 블랍 처리과정을 

거쳐 상의 잡음을 제거 하고 각각의 블랍을  라벨링 과

정을 거쳐 좌표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멀티 터치 인터랙션

이 가능하도록 한다.[4]  

  

3.4 메타포 분석 알고리즘

   보다 다양한 인터랙션 정보를 구하기 하여 메타포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상처리모듈을 통하여 구한 

멀티 터치 인터랙션 정보는 Packet으로 장되어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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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낸다. Server에서는 입력된 Packet을 지정해 놓은 메

타포 분석 모듈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메타포이벤트로 

장하여 콘텐츠에 보내게 한다. 이로 인한 메타포 분석 알

고리즘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한

다. Packet 데이터를 구분하는 기 은 인터랙션이 일어나

는 시간을 기 으로 분석 한다. 인터랙션 역 안에서 사

용자가 최 로 제스처를 취하는 기 시간과 좌표를 장 

한 후 제스처 변화의 유무와 상 없이 지속 시간을 체크

하여 분석한다. 제스처 인터랙션 기에 발생한 좌표를 

“Base Move”로 지정하고 0.3  시간을 두어 제스처 인터

랙션이 지속이 되면 “Mouse Moving”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제스처 인터랙션이 종료가 되면 “Mouse Up”으로 인

식을 하여 모든 인터랙션을 종료 하도록 한다. 한 당 

25~30 임의 속도 캡쳐 되는 상에서 이  임의 

상좌표에서 일정 역이상으로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좌표로 인식하도록 한다. 

4. 구   실험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IR laser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제

스처 인식 시스템을 제작하 다. 20 X 20 알루미늄 로

일을 이용하여서 체 인 시스템을 제작하 다. 시스템 

면 상단 끝에 제안하는 IR laser를 부착하고 laser 빛이 

양쪽 하단 각선 방향으로 엇갈리게 향하도록 하 다. 그

로 인하여 사용자가 제스처를 취할 인터랙션 공간에 외

선 인터랙션 역이 생성이 되도록 하 다. 시스템 앙에 

모니터를 치하고 모니터 상단 30Cm에 band pass filter

를 장착한 외선 카메라를 장착하여 사용자가 실시간으

로 인터랙션 역에서 제스처를 취하는 상을 획득 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6 참조)

(그림 6). 호모그래피 행렬 왜곡 상 보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상처리모듈을 이용하여 실시간

으로 외선 카메라를 통하여 획득하여 지는 상을 분석

하여 제스처에 따는 인터랙션 좌표 정보를 획득하도록 하

다. 상처리모듈을 통하여 알아낸 제스처 인터랙션 좌

표 정보는 Packet으로 장하여 Server측으로 보내어 지

며 Server에서는 메타포 모듈을 통하여 Packet을 분석하

도록 하 다. 메타포 모듈을 통하여 분석된 정보는 메타포 

이벤트로 장하여 콘텐츠로 보내어 지며 콘텐츠에서 실

시간으로 보여 짐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제스처를 통한 결

과를 콘텐츠를 통하여 보여 지게 됨으로 인하여 보다 체

감 인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

5. 결론  향후과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컴퓨터 스크린

을 직  터치 하지 않고 인터랙션 역 안에서 사용자의 

제스처을 통하여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작하

다. 한 스크린의 역에 제한 없이 보다 많은 사용자

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작하 다. IR laser

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제스처를 할 수 있는 인터랙션 

역을 형성하고 상처리 모듈을 통하여 제스처 좌표 정보

를 획득 할 수 있게 되었다. 획득된 제스처 좌표 정보는 

네트워크 통신을 통하여 Server측으로 보내어 분석하여 

콘텐츠로 보내어 진다. 메타포 분석 모듈을 통하여 멀티 

터치 인터랙션 기능을 구 하여 다양한 인터랙션이 동시

에 가능하게 되었다. 한 메타포 분석 모듈을 이용하여 

분석한 메타포 이벤트를 콘텐츠에 실행함으로써 사용자가 

다양한 인터랙션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시스템은 향후 시스템의 크기를 확장하여 더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가능하며 다양한 메타포를 추가하여 

사용자의 인터랙션에 따른 결과를 직  체감할 수 있는 

인식 디바이스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한 입체 상 

특성상 스크린과 일정 거리 떨어져서 사용하여야 하는 입

체 상에 터치 인터랙션을 구  할 수 있는 인식 디바이

스로써 활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년도 문화기술 공동연구

센터 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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