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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터치 제스처의 인식을 위해 시도된 여러 방법 중 테이블탑 디스플레이상에서 HMM을 이용
한 제스처의 학습과 사용에 대해 제안한다. 터치 제스처는 제스처의 획(stroke)에 따라 single stroke와 
multi stroke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스처의 입력은 영상프레임에서 터치 궤적에 따라 변하는 방향
벡터를 이용하여 방향코드로 분석될 수 있다. 그리고 분석된 방향코드를 기계학습을 통하여 학습시킨 후, 
인식실험에 사용한다. 제스처 인식 학습에는 총 10개의 제스처에 대하여 100개 방향코드 데이터를 이용
하였다.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제스처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제스처와 비교를 통하여 인식할 수 있다. (4 방
향 드래그 , 원, 삼각형, ㄱ ㄴ 모양 > , < ) 미리 정의되어 있는 제스처가 아닌 경우에는 기계학습을 통
하여 사용자가 의미를 부여한 후 제스처를 정의하여 원하는 제스처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테이블탑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사용자의 터치제스처를 인식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앞으로 
테이블탑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터치 제스처 인식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찾고 멀티터치 제스처를 인식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09년도 문화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습니다.

1. 서 론

  인간은 표현의 도구로 제스처를 사용한다. 인간이 비-
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인 제스처를 사용하면 좀 더 직관

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즉,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더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써 제스처를 사

용한다.
  응용프로그램에서 제스처를 활용하면 사용자에게 편리

함을 준다[1]. 사용자가 제스처를 사용하면서 편리하게

된 터치기기(device)는 레오파드 OS를 사용하는 애플의

맥북이나 아이팟 터치등이 있다. 이러한 기기는 터치패

드에서 제스처를 사용하여 다양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

다. 그러므로 터치제스처를 정의하면 사용자에게 편의를

줄 수 있다. 
  테이블탑 디스플레이의 입력은 맨손 인터페이스이므로

테이블탑 디스플레이에서는 직관적인 손의 터치제스처를

바로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테이블탑

디스플레이에서는 터치 제스처를 정의하지 않고 대부분

OS Value를 사용하거나 응용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영

역에 대한 입력으로 제스처를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테이블탑 디스플레이에서 제스처의 활용은 단

지 터치점의 개수를 이용하여 제스처를 표현하고 콘텐츠

에서는 제스처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터치제스처를 입력으로 사용하여 테이

블탑 디스플레이에서 활용이 가능한 범용적인 제스처를

정의하고 인식하는 과정에 대해 기술한다. 
2. 관련연구

  본 논문에서는 터치 제스처 인식을 위해 HMM을 사용

하고 있다. HMM은 제스처 인식 분야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 필기인식 등에서 뛰어난 인식률을 보이고 있다. 연
구[1]은 손의 제스처모델을 모수적 HMM을 이용하여 인

식하고 있다. 기본적인 HMM을 이용하면 제스처의 수에

따라 상태(state)의 개수가 늘어나므로 연산 속도가 오

래 걸리지만, PHMM은 상태수를 늘리지 않아도 인식 대

상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단일 터치 제스처에 대한 인식

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터치 surface의 영역구분에 의한

labeling을 사용하지 않는다. 차후 멀티터치 제스처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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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기 위해서는 HMM에서 모수적인 상태를 설정할 수

없다. 
  연구[2]는 MTS(Multi-touch surface)에서 구동되는

GI(Gestural Interface)를 구현하였다. 하지만 응용프로

그램을 위한 제스처만을 분류하므로, 다중출력을 기대할

수 없다.
  연구[5]는 single stroke 제스처를 HMM이외에도 som 
(self-organizing map)을 이용하여 인식하고 있다. 그리

고 제스처 심볼(symbol) 좌표의 움직임을 추적한다. 
  본 논문에서는 10개의 제스처에 대한 10개의 상태를

정의하고 학습한다. 학습 과정 이후의 인식과정에서는

터치제스처는 HMM에서 얻어진 확률의 결과만을 이용하

여 분류하므로 HMM만을 이용하여 인식이 가능하다.

3. 실험 내용

3.1 터치점 추출

  테이블탑 디스플레이에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얻은

적외선 영상은 그림[1]과 같다. (c),(d)는 (a),(b)에서

터치 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손끝의 터치점을 추출한

영상이다. 
  그림[2]에서 보는 것처럼 손가락의 터치점을 테이블탑

디스플레이에서 터치좌표로 추출할 수 있다.  적외선 영

상에서 터치 점의 좌표를 추출하는 과정은 그림[2]과 같

다. 터치점의 좌표는 영상의 프레임의 순서에 따라 추출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징정보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는 터치점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추출된 터치점

의 좌표를 이용하여 다음 터치점과의 거리이동 및 기울

기를 측정하여 8방향코드로 분석한다. 
  테이블탑 디스플레이에서 터치 제스처는 순차적인 특

징을 가진다. 터치제스처는 body, head, hand 제스처와

는 다르게 손가락에 의한 터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

나는 순간까지의 시퀀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흔히 온라인 필기 인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HMM을 이용하여 터치제스처를 인식할 수 있다.

그림 1 (a),(b) 적외선 영상, (c),(d) 터치점 추

출 영상

그림 2 터치 인식 과정

chain code

(55555533333)

그림 3 8방향 코드에 따른 체인코드

3.2 HMM을 이용한 제스처 인식 방법

  HMM은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정보의 구조를 모델

링 하는데 뛰어난 모델이다. 음성인식에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인식 모델이고, Simple Markov Model만으로 모델

링하기 힘든 실세계의 문제를 통계적 매개변수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상태 전이 매개 변수는 순차적인 일련

의 사건 발생을 모델링한다. 그리고 관측 심볼 확률 분

포는 각 사건의 특징을 유한개의 심볼로 대응시킨다.
  HMM은 이러한 두 가지 확률 과정의 결합으로 이루어

져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생성된다. 생성된 HMM은 학습

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을 통해 적절한 제스처 모델을 구

성한다. 
  인식과정에서는 인식하고자 하는 제스처와 학습이 끝

난 후 생성된 모든 HMM의 제스처 모델을 비교한다. 그
리하여,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제스처 모델을 선택

하고 결과를 확률로 나타낸다. 
  상태전이확률을 이용하여 각 샘플들을 이용한 전처리

단계는 잡음제거와 대표점 추출 과정을 거쳐 손가락 궤

적을 체인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8방향 체인코드를

사용한다. 
  학습은 각 제스처별로 이루어지며, 해당 제스처의

HMM 모델에 학습결과를 적용한다. HMM의 학습 과정

은 각 숫자별로 테이블탑 디스플레이를 통해 수집한 체

인코드를 이용하여 숫자별 은닉 마르코프 모델을 구성하

는 과정으로, EM알고리즘의 하나인 Baum-Welch 알고

리즘을 이용한다. HMM의 인식 과정은 전처리 모듈을

통해 변환된 체인코드가 어느 숫자의 은닉마르코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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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은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각각

의 숫자 모델에 전향(Forward)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가

장 높은 확률을 보이는 숫자 모델을 최종 인식 결과로

출력한다.
  HMM은 아래와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   상태의 수

     상태의 집합

  시간 의 상태
□   관측 심볼의 수

    관측 심볼의 집합
□    상태 전이 확률 분포

           ≤  ≤ 
 상태 에서 상태 로 전이할 확률□     관측 심볼 확률 분포

       ≤  ≤   ≤ ≤ 
 에서 심볼 를 관측할 확률

       

  □     초기 상태 확률 분포

     ≤  ≤   초기 상태가 일 확률
  일반적으로 하나의 HMM은    로 표시된다. 
주어진 모델과 관측열   에 대해 생성확

률은 아래와 같다.

    for  



 

  



 





   (수식 1)

  HMM의 응용에는 세 가지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

다. 즉, 평가, 해석, 그리고 학습에 있으며 이들은 각기

Forward-Backward 알고리즘, Viterbi 알고리즘 그리고

Baum-Welch 알고리즘으로 해결된다. 다음 그림은 본

논문에서 사용된 일반적인 Left-Right HMM의 형태를

보여준다. 

그림 4 Left-Right HMM 모델

그림 5 제스처 학습 과정

그림 6 제스처 인식 과정

  그림 [5]은 제스처 학습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6]는 HMM을 사용한 제스처 인식 과정을 보여준다. 

4. 실험 결과

  실험에서는 10개의 제스처마다 각각 10개의 샘플을

이용하여 각각의 체인코드를 학습하였다. 각 제스처의

특징점이 되는 터치점은 테이블탑 디스플레이를 이용하

여 추출하였다. 
  HMM의 학습 데이터는 테이블탑 디스플레이에서 10
개의 제스처를 10번 행동하여 총 100개의 체인코드를

만들어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HMM에서의 상태수는

제스처에 따라 10개로 하였고, 8방향 코드를 사용하였

다. 
  본 실험에서는 범용적인 제스처를 사용하여 제스처의

사용이 응용프로그램에 제한받지 않도록 하였다. 응용프

로그램에 제한되는 제스처는 제스처를 인식하지 않더라

도 응용프로그램의 요구를 피드백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범용적인 제스처는 인식 결과에 따라 수행결과를 보여주

므로 제스처의 인식에 대한 장점을 나타낼 수 있다. 
  학습에 사용한 제스처는 그림[7]과 같다. 
  테이블탑 디스플레이에서 그림[7]과 같은 제스처를 인

식시킨 결과는 표[1]과 같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제스

처는 방향벡터가 중복되는 부분이 적고, 그 수가 많지

않으므로 표[1]과 같은 인식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림 7 학습 제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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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테이블탑 디스플레이에서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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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0%

9 10 8 80%

전체 100 93 93%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테이블탑 디스플레이상에서 HMM을 이

용한 터치제스처 학습과 인식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실
험데이터는 테이블탑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수집하였지

만, 터치 제스처 학습은 사용자가 어떤 제스처를 요구하

고 사용하는가에 대해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

양한 사용자의 터치 제스처가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테이블탑 디스플레이의 스크린에 터치되는 터

치점들을 유클리디언 거리에 의해 터치점의 좌표를 획득

하고, 체인코드를 생성하였으므로 프로그램의 성능에 영

향을 받는다. (카메라의 프레임 속도에 의존한다)
  따라서 테이블탑 디스플레이 환경에 적합한 HMM의

상태를 정의하는 연구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자

인식에 사용하는 인공신경망 등의 알고리즘과 비교를 통

해 터치제스처 인식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에 대한 연

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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