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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가상공간 내에서 다 사용자 간에 NUI를 기반으로 상호작용하기 한 기반 기술로 사용자 식별 연구

가 활발이 수행되고 있다. 이 때 단일 센서만을 이용할 경우 센싱 범 의 한계와 가림  겹침으로 인

해 사용자의 정확한 특징데이터를 인식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멀티 센서를 이

용한 사용자 식별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을 설계  구 한 결과, 다  사용자 개개인에 

한 식별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1. 서론

   NUI(Natural User Interface)/NUX(Natural User 

Experience)란 음성, 동작, 얼굴 인식 등의 신체를 활용하

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NUI/NUX기술을 실내 

공간에 목하여 인터랙티  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랙티  공간 내에서 조명의 향을 최소

화하며, 가림  겹침으로 인해 다 사용자의 특징 데이터

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와 센싱 범 의 한계를 

멀티센서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련연구

   인터랙티  공간 내에서 각각의 사용자가 상호작용하

여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기반기술로 다

사용자의 식별 연구가 꾸 히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 식별

을 해 단일 센서를 사용하는 연구는 부분 색상과 패

턴을 함께 특징으로 사용한다 [1][2]. 이는 색상 특징만 사

용할 경우 조명의 변화에 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

만 단일 센서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 간에 겹침이나 가림

으로 인해 필요한 사용자 특징 데이터를 정확하게 추출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3][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멀티 센

서를 이용하여 사용자를 식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사용자 식별 시스템 설계

   사용자 식별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별로 각각의 

역할을 분리한다. 클라이언트에서는 다 사용자 각각의 특

징을 추출한다. 사용자 특징으로 색상과 패턴, 그리고 사

용자의 신장을 특징으로 사용한다. 

   서버에서는 각 클라이언트에서 송받은 사용자의 특

징정보를 서버 내에 장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와 재 

식별된 다 사용자와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수치를 계산한

다. 유사도 계산 결과가 가장 높은 사용자의 특징정보와 

사용자의 ID를 클라이언트로 송하여 다 사용자 식별을 

수행한다. (그림 1)은 다 사용자 식별 시스템의 구조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다 사용자 식별 시스템의 구조도

4. 구   실험

   멀티 센서를 이용한 다  사용자  동일인 식별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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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은 마이크로소 트사의 Kinect for window V1 2 를 

연결하여 실험하 다. 다 사용자가 멀티 센서의 센싱 범

 내에 진입하고, 각각의 사용자를 식별한 결과를 클라이

언트 PC에서 가시화하여 확인한다. (그림 2)는 다 사용

자 식별 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사용자를 식별한 결과화면

이다.

(그림 2) 다 사용자의 식별 결과화면

5. 결론

   인터랙티  공간에서 다 사용자의 NUI/NUX기술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해 이에 한 기반 기술로 사용자 

식별 시스템을 설계  구 하 다. 실험 수행 결과, 멀티 

센서의 인식범 를 벗어난 후 다시 범  재진입한 경우와 

겹침  가림 후에도 다 사용자 개개인을 정확하게 식별

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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