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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마트 TV의 Smart Interaction은 손의 모션 인식을 이

용하여 포인팅 기능, 항목 선택 기능, 뒤로 가기 기능 등

의 제스처 인식을 구현하고 있다. 모션 인식 동작은 손을

편 채로 상대적인 위치를 포인팅 한 후에 주먹을 쥐는 동

작으로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사용자의 손이 위치하는 곳에서 상대적인 위치에 포인팅

을 하는 방식이다[1,2].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눈에서 손

가락 끝 점을 잇는 지점을 포인팅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

안한다[3]. 또한 손가락 끝 점의 가시영역 내외부 판단 방

법의 계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눈의 꼭지점과 손가락

끝 점을 이어서 결정된 모니터상의 포인터 좌표로 내외부

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Kinect에 내장된

RGB 카메라, IR 카메라, IR Projector를 이용해서 이미지

의 3차원 깊이 정보를 사용한다.

2. 시선에 의한 가상 터치 스크린 시스템

기존의 상대위치에 의한 포인팅 방식은 포인터의 위치

가 사람의 인식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사람

은 보통 어떤 항목을 선택하기 위해 해당 항목에 시선을

고정한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트를 항목에 위치시킨 후 클

릭 동작을 수행한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눈에서 손가락

끝 점을 이어서 모니터 상에 위치하는 점을 포인팅하는

새로운 가상 터치 스크린 시스템을 구현한다[3].

3. 가시영역 설정 및 손가락 끝 점의 내외부 판정

방법

새 시스템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눈을 사각뿔의 꼭지점

으로 하고 모니터를 밑면으로 하는 사각뿔을 가시영역으

로 설정한다. 이때 4개의 빗면과 눈을 꼭지점으로 하고 모

니터의 각 꼭지점을 잇는 4개의 선분이 결정된다. 손가락

끝 점은 이 가시영역내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시

영역의 내외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눈의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4개의 빗면과 손가락 끝 점이 위치한 평면의 4개

선분을 계산해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많은 계산량이 요구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으로 가시영역 내외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눈으로부터 손가락 끝점에 이

르는 직선을 연장시켜 모니터를 확장시킨 평면에 사영한

다. 이때 사영된 위치가 모니터 안 쪽이면 손끝은 가시영

역 내부인 것으로 판정한다. 이로써 손가락 끝 점의 내외

부 판단을 위한 계산량를 감소시킬 수 있다.

< 그림 1 > 가시영역 및 손가락 끝 점의 내외부 표시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눈에서 손가락 끝 점을 잇는

지점을 포인팅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 손가락 끝 점

의 내외부 판단을 모니터상의 포인터 좌표로 대체하여 계

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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