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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touchless user interface system is proposed for real-time mobile devices in this work. The proposed 

system first recognizes the position of pattern to interact various applications based on the scene taken from mobile 

camera. Then, the proposed system traces the route of the pattern, which estimates the motion of pattern based on the 

mean-shift method. Based on this information, we control menu and keypad for the various applications. Differ from 

other user interface systems, the proposed system provides the new experience to even for the user of low-end mobile 

without additional hardware. Simulation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algorithm provides better interaction 

performances than the conventional method, while achieving real-time user interacting for mobil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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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통신  상 기술의 격한 발 에 따라, 기존의 

유선 통신 시장 주의 산업에서 휴  단말 기반의 무선 통

신 시장으로 환되었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휴  단말

은 차 기존의 단순 화 기능에서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PMP (portable multimedia 

player) 등과 같은 각종 멀티미디어 기능을 지원해주는 장비

로 발 하 다. 따라서 휴  단말은 음악 감상, 게임, 사진 

촬  등 다양한 기능 제공을 통하여 차 생활의 일부분으

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해

서 최근 부분의 휴  단말은 최소 VGA  이상의 고해상

도 디스 이, 고성능의 CPU, DSP (digital signal 

processor)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

기 해서는 보다 효과 인 유  인터페이스 시스템이 필요

하다.

 일반 으로 휴  단말에 사용되는 유  인터페이스 시스

템은 4×3 키패드를 기반으로 하는 문자 맵핑이 보편 이다 

[1]. 4×3 키패드 방식의 유  인터페이스는 간단한 숫자 입

력이나 메시지 송 등에서 사용되어지나, 다  입력 등의 

한계가 있다. 4×3 키패드와 달리 보다 효율 인 다  입력

을 하여 컴퓨터 입력에 주로 쓰이는 QWERTY 키패드 방

식의 유  인터페이스가 휴  단말에서 사용되었다. 하지만 

QWERTY 키패드 방식 한 문자 입력이나 메뉴 이동과 같

이 한정된 입력만 가능한 제약이 있다. 최근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서 휴  단말에 터치 패  기반의 하드웨어를 

추가한 터치 유  인터페이스가 리 보 되었다 [2]. 터치 

기반의 유  인터페이스 기법은 종래의 단일 입력만 가능하

던 한계에서 벗어나 멀티 터치 기능을 제공하는 등 기능  

발 과 함께 리 사용 되고 있다 [3]. 그 이외에도 음성 명

령 기능을 내장한 음성 입력 기반의 유  인터페이스[4], 진

동  틸트 등의 움직임을 측할 수 있는 센서 기반의 유

 인터페이스 등이 개발되었다 [5]. 음성 입력 기반의 유  

인터페이스는 이동성이 시되는 휴  단말의 특성상 한정

된 유  인터페이스 크기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해

서 검색어 등을 음성으로 간단히 입력할 수 있어, 최근 부

분의 휴 폰에서 사용되고 있다. 센서 기반의 유  인터페

이스 한 단말 회 에 따른 화면 피  기능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최근 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음성 

입력 기반의 유  인터페이스나 센서 기반의 유  인터페이

스는 기존의 다른 유  인터페이스를 보조하는 역할에 한정

되어 그 효용성에 제약이 있다. 한 터치 기반의 유  인

터페이스나 센서 기반의 유  인터페이스는 터치 스크린이

나 센서 등의 부가 인 하드웨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의 

휴  단말에 용하기 힘든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림 1과 같이 최근 휴  단말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활

용하여, 손동작을 검출하여 이를 유  인터페이스 제어에 활

용하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기반의 비  유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비  유  인터페이스 기법은 먼  사용자에 의

해 정의된 패턴을 등록하고, 기 등록된 패턴의 제어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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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안하는 비  제어 기법

Fig. 1 Proposed Touchless User Interface

추출하여, 이를 휴  단말에 용한다. 이 때, 휴  단말의 

이용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응하기 하여, 

정규화 상  계수 (normalized correlation coefficient) 기반

의 패턴 검출을 실시한다. 한 평균 이동 (mean-shift) 기

법을 사용하여, 패턴을 추 하여 다양한 어 리 이션을 제

어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기존의 HCI 

련 논문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제안하는 비  유  인

터페이스 시스템에 하여 도시하고. 제안하는 비  유  

인터페이스 시스템  다양한 어 리 이션 용에 하여 

살펴보고, IV장에서는 논문의 실험을 통하여 제안하는 시스

템의 성능을 검증한다. 최종 으로 V장에서는 논문을 결론

짓는다.

2. 기존의 연구

 기존 유  인터 페이스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 피부

색 검출  추  기술 [6]-[8] 기반의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HCI) 기반의 기법들이 제안되었다. 그 에서도 휴  단말

을 한 카메라 기반의 유  인터페이스 기법이 제안되었다 

[9]-[13]. Roh [9]는 블록 기반의 움직임 측을 기반으로 

휴  단말의 이동이나 회  등을 측하여 제어하는 알고리

즘을 제어하 다. [10]에서는 칼만 필터를 기반으로 피부색

을 추 하는 유  인터페이스 기법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스템은 높은 연산량을 요구하여, 다양한 어 리

이션에 용하기가 힘들다. [11]에서는 촬 된 장면의 특

성을 분석하여  복잡도 기반의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하지만 이 방식은 반복 인 패턴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정확

하지 않은 제어 정보를 추출하는 단 이 있다. [12]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추출하여 이를 유  인터페이스 정보로 활용

하는 기법이 제안되었고, [13]에서는 손가락 추  기반의 알

고리즘이 제안되었다. 이 기법들은 휴  단말 내에서 실시

그림 2 제안하는 비  유  인터페이스 구조도

Fig. 2 The structure of proposed user interface

간 연산이 가능하나, 화면에 하나의 객체가 있다는 가정하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다  객체가 장면 안에 존재할 경우, 정

확하지 않은 제어 정보를 추출하게 된다. 

3. 비  유  인터페이스

그림 2는 제안하는 비  유  인터페이스의 구조를 도

시하고 있다. 제안하는 비  유  인터페이스 기법은 3G 

휴  단말에 기본 으로 내장되어 있는 안쪽, 바깥쪽 카메라

를 통하여 취득된 상을 기본으로 한다. 취득된 상과 기 

등록된 패턴의 분석을 통하여 비  유  인터페이스 시스

템을 수행한다.

3.1 비  유  인터페이스 제어 시스템

 우선 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패턴을 휴  단말에 입력하

는 패턴 기화 단계를 수행한다. 사용하는 패턴은 사용자

의 손가락이나 얼굴 등 다양한 패턴을 사용할 수 있으나, 패

턴의 종류에 따라서 그 인식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RGB 세 가지 색상과 흰색 색상을 조합

한 패턴을 사용하 다. 제안하는 시스템에 기 등록된 패턴 

정보를 이용하여, 입력된 상에서 패턴의 기 치를 검출

한다. 입력된 상을 I, 기 등록된 패턴을 K라고 가정하

을 때, (x, y) 치 에 치하여 있는 입력 상 정보는 

I(x, y), K(x, y)가 된다. 이 때, 소벨 연산기를 이용하여, 

역만을 비교하여 측과 추 을 수행한다. 패턴을 휴  단

말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는 밝기 변화에 민감할 뿐만 아

니라, 이동 기기의 특성을 가지는 휴  단말의 사용 환경의 

변화가 민감함으로 다양한 밝기에서도 높은 정확도를 보이

는 평균 상  계수 기반의 패턴 검출 기법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Lewis가 제안한  복잡도 기반의 평균 상  계

수 기법을 기반으로 패턴 검출을 수행하 다 [14]. 입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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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평균 이동 기법 기반의 패턴 추

Fig. 3 The mean-shift based pattern tracking

상 I와 기 등록된 패턴 K일 때, 평균 상  계수 C는 다음

과 같이 정의된다.

 

 ′ ′
′ ′

 ′ ′
′ ′


 ′ ′
′ ′′ ′

,      (1)

이 때, 상  계수 C(x, y)는 -1부터 1까지 값을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최 의 검출이라고 단한다.

패턴 검출을 통하여, 기 등록된 패턴 K가 입력된 상 I 

에서 치하는 정보를 추출하고, 그림 3과 같이 추출된 패

턴을 기반으로 계속 으로 입력받은 상에서 해당 패턴을 

추 한다. 이는 계속 인 패턴 측은 복잡도가 높기 때문

에, 계속 으로 패턴 측을 수행할 경우 높은 복잡도로 인

하여, 휴  단말과 같이 제한된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기기에 

합하지 않다. 따라서 측된 패턴의 치를 기반으로 추

후 임에서는 일정 추  범  내에서 해당 패턴의 치

를 찾는 패턴 추 을 실시한다. 연산량을 최소화하기 하

여, 복잡도가 높은 무차별 입 방식의 검색 (brute-force 

search) 방식이 아닌 평균 이동 기법 (mean-shift) 기반의 

추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추  기법을 제안한다 [15]. 일

반 으로 평균 이동 기법의 추  알고리즘은 반복 으로 칼

라 히스토그램을 비교하여 객체를 추 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비록 평균 이동 기법 최 의 추  결과를 도출할 수

는 없지만, 일정 블록을 기반으로 하는 객체의 검출에는  

복잡도, 고 정확도의 검출이 가능하다. 이 때, 평균 이동 기

법에서 반복 수행 시, 히스토그램의 유사도를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가 치 값 w을 조정한다. 

          

   (ㄱ)                          (ㄴ)

          

   (ㄷ)                         (ㄹ)

그림 4 어 리 이션:　(ㄱ) 어 리 이션 목록, (ㄴ) 그림 , 

(ㄷ) 가상 키패드, (ㄹ) 카메라

Fig. 4 Applications: (ㄱ) Application list, (ㄴ) Painting, (ㄷ) 

Virtual Keypad, (ㄹ) Camera

  

 
,              (2)

이 때, Hist(KlI)는 입력된 상 I 의 커  KlI의 히스토

그램 정보를 나타내며, Hist(KlK)는 업데이트 된 상 I 의 

커  KlK의 히스토그램 정보를 나타낸다. 가 치 함수 w[k]

를 기반으로, 이  패턴 커 의 치에서 평균 이동된 새로

운 패턴의 치 (Xcurr, Ycurr)을 추출한다. 

3.2 어 리 이션

  제안하는 제어 시스템을 통하여 추출된 제어 정보를 이

용하여, 사용자의 목 에 따라 어 리 이션의 제어가 가능

하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시스템의 합한 ‘그림 ,’ ‘가

상 키패드,’ ‘카메라’ 어 리 이션을 구 하 다.

 3.2.1 그림  어 리 이션  

 터치 기반의 유  인터페이스 기법을 제외한 많은 유  

인터페이스 기법은 드로잉 기능을 구 하기가 어렵다. 일례

로 키패드 기반의 유  인터페이스 기법의 경우 곡선 이동

이 어렵다. 한 센서나 음성 기반의 유  인터페이스 기법 

한 드로잉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와는 반 로 터치 기

반의 유  인터페이스는 자유로운 드로잉이 가능하다. 하지

만 재 리 보 되어 있는  사양 휴  단말의 경우에는 

소 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터치 기능을 제공할 수 없는 

단 이 있다. 하지만 제안하는 비  유  인터페이스 기

법은 소 트웨어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재 키패드 기반의 

 사양 유  인터페이스 기법에도 용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그림 4의 (ㄴ)과 같이 비  유  인터페

이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색상 선택, 드로잉, 지우기 기능 등

을 제공하는 그림  어 리 이션을 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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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카메라 어 리 이션  

3G 기반의 휴  단말은 화상 통화를 하여 기본 으로 

카메라가 내장되어있다. 그러므로 부분의 휴  단말은 카

메라를 통하여 사진 촬 , 편집 등의 카메라 어 리 이션을 

내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비  유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카메라 어 리 이

션을 구 하 다. 그림 4의 (ㄷ)와 같이 사진 촬   포토 

섬네일 기반의 사진 장  불러오기 기능을 구 하 다. 

한 포토 섬네일을 통하여 작은 상을 미리보기로 제공함

으로써 사용자가 제어 시스템을 통하여 선택하 을 때 편집

이 가능하도록 구 하 다.

 3.2.3 가상 키패드 어 리 이션  

휴  단말의 기본 기능은 다이얼링을 기반으로 하는 상 

통화 기능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상 키패드를 기반

으로 하는 3G 기반의 휴  단말의 화상 통화를 하여 기본 

입력 기능을 구 하 다. 본 제어 시스템은 키패드 기반의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휴  단말에 용 가능하도록 

화면에 가상 키패드를 구 함으로써 화상 통화와 같은 여러 

특정 상황에서도 효과 으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그림 4의 (ㄹ)과 같이 3차원 효과와 색상 변화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효과 으로 가상 키패드 어 리 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4. 실험결과

 4.1 실험 조건

 본 논문에서는 효과 인 성능 비교를 하여 PC와 휴  

단말을 이용하여 제안하는 유  인터페이스 기법의 성능을 

확인하 다. PC와는 달리 휴  단말은 소형기기 때문에, PC

와는 달리 다양한 하드웨어 인 제약이 존재한다. 한 이동 

기기로써 주변 배경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촬 하는 카메라 

기기 한 고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C 

기반의 시스템과 휴  단말 기반의 시스템 비교를 통하여 

휴  단말의 제약이 미치는 향에 해서 한 살펴본다.

 본 논문에서는 PC 기기 기반의 유  인터페이스의 성능

을 확인하기 하여 펜티엄 2.4GHz 로세서와 4GB 메모리

를 가지는 PC 기기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휴  단

말의 경우 LG GM750 휴  단말을 활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LG GM750 단말의 경우 ARM 로세서 기반의 컴 

MSM7201A 528MHz 로세서  240x400 해상도의 디스

이, 256MB 메모리, 500만 화소의 카메라를 내장하고 있

다. LG GM750의 경우 도우 모바일 6.5을 통하여 구동된

다.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 을 하여 PC 버 에서는 C++

를 통하여 구 되었고, 휴  단말에서는 C#을 통하여 구

되었다. PC 버 과 휴  단말 버 의 정확한 성능 비교를 

하여, 두 시스템에서 동일한 QVGA (320x240) 해상도를 

통하여 구동하 으며, 임률은 당 30 임으로 고정하

다. 

 4.2 제어 성능 비교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비  유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제어 성능을 비교하기 하여, 피부색 인식 기반의 유  인

터페이스 기법과 비교하 다 [16]. 제어 성능 비교를 하여, 

앞장에서 구 한 가상 키패드 어 리 이션과 그림  어

리 이션을 통하여, 제어 성능을 비교하 다. 가상 키패드 

어 리 이션은 임의의 숫자를 15번 시도하여 그 성공률을 

통하여 에러율을 측정하 다. 그림  어 리 이션의 경우 

제공된 임의의 문양의 루트에 선을 그렸을 경우, 발생되는 

오류를 RMSE를 통하여 측정하 다. 

가상 키패드 입력 실험 결과는 표 1과 같다. 실험 결과에

서 볼 수 있듯이, 휴  단말의 경우 제한된 하드웨어 성능에 

따라서 PC버 에 비하여 성능이 하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제안하는 시스템의 기존 기법에 비하여, 20%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기법에서 

하나의 객체 이상이 촬 되는 장면 에 존재할 경우 제어 

성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표 1 가상 키패드 어 리 이션 기반의 정확도 비교

Table 1 Accuracy rate of virtual keypad application

     기법

환경  
기존 기법[16] 제안하는 기법

PC 73.33% 93.33%

휴  단말 60.00% 86.67%

표 2 그림  어 리 이션 기반의 정확도 비교

Table 2 RMSE of painting application

환경 기법 에러율

PC
기존 기법[16] 4.302

제안하는 기법 3.247

휴  단말
기존 기법[16] 5.120

제안하는 기법 3.792

그림  어 리 이션을 통한 RMSE 오류 측정 결과는 표 

2와 같다. 앞선 가상 키패드 입력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휴

 단말과 PC 버 의 성능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 제안하는 기법의 RMSE 성능이 기존의 기법에 비

하여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복잡도 성능 비교

 휴  단말을 한 유  인터페이스 기법은 제한 인 하

드웨어에서 동작을 수행함으로, 최소한의 복잡도로 동작하여

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유  인터페이스 

기법의 복잡도 성능 비교를 통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성

능을 확인한다. 제안하는 유  인터페이스 기법은 당 30

임의 복잡도를 나타낸다. 반면 기존 기법의 경우, 당 

17 임의 성능을 보이고 있어서 복잡도가 제안하는 시스

템에 비해서 높은 복잡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안하는 

시스템이 휴  단말과 같이 제한 인 하드웨어 동작에 보다 

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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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 기반의 비  유  인터페이스 기

법을 제안하 다. 제안하는 비  유  인터페이스 기법은 

기 등록된 패턴을 통하여 상에서의 사용자의 제어 정보를 

측  추 한다. 이 때, 특징 을 추출하여, 최소한의 복잡

도와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 다양한 어 리 이션을 통하여,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휴  단말에 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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