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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검지 끝으로 모니터 스크린 평면상의 마우스 위치를 가리키고 이동시키는 새로운 3차원

물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PUI)을 제안한다. 스마트 TV와 같은 각종 스마트 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존의 3D PUI 방식에는 상대적 지시 방식과 절대적 지시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사람의

인식과정과 불일치하며, 후자는 과도한 몸의 이동이 필요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인

포인팅 방식과 절대적인 포인팅 방식을 결합하여 직관적이고 사용자 중심의 인간 친화적인 3D PUI 포인팅

방식을 개발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스크린영역 내에서의 포인팅을 위해서 주시안을 기준으로 사각뿔 모양의

가시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시영역을 실시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시안의 움직임에 따라 많은

계산량을 요구한다. 본 논문에서는 스크린 상의 검지 끝 투영 위치좌표의 내외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가시영

역 계산량을 최적화 하였다. 아울러 포인터 위치좌표 추적에 칼만필터를 적용하여 마우스 커서의 떨림을

안정화시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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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3D PUI(Physical User Interface) system in which the index fingertip

points and moves a mouse position on a given monitor screen. There are two 3D PUI schemes to control

smart devices like smart TVs remotely, the relative pointing one and the absolute pointing one. The

former has a problem in that it does not match the human perception process, and the latter requires

excessive movement of the body. We combined the relative one and the absolute one, and develop a

new intuitive and user-friendly pointing method, 3D PUI. It requires an establishment of a pyramid shape

visible area (view volume) to point a mouse position on a screen with the dominant eye. In order to

maintain the real-time view volume, however, it requires large computation depending on the movement

of the dominant eye. We optimized the computation of the view volume in which it determines the internal

and external position on the screen. In addition, Kalman filter is applied with tracing of the mouse pointer

position to stabilize the trembling of the pointer and offers the user ease of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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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컴퓨터와 사용자가 상호작

용하도록 돕는 물리적인 하드웨어로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이 있다. 각종 스마트 기기는 기존의 인터

페이스 기술에 3차원 영상기술과 동작인식이 통합되

어 있다[1]. 최근에는 기존의 물리적인 하드웨어 인

터페이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비접촉식

동작인식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개발되고 있고 단순

하고 직관적인 인터랙션 기술로 손을 이용한 제스처

방식이 연구되고 있다[2]. 보통 손 인식의 경우에는

피부영역 검출 방법을 사용하며 적외선 카메라를 이

용한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3,4]. 또한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 TV의 경우 기존의 일반 TV

리모컨으로는 스마트 TV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기

힘들어졌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손을 인식하여 손동

작을 이용하는 TV 제어 시스템이 제안되고 있다.

기존의 손동작을 인식하기 위한 연구들은 카메라

촬영 영역을 특정 부분으로 제한하고 손을 카메라에

가까운 곳에 위치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인체

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5]. 제안된 방식

은 사용자가 눈으로 주시한 곳을 손으로 지시하는

동작을 통해 인터랙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자세에 제한이 없다. 본 시스템은 가정용 스마트 TV

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은 자세와 일어선

자세 등 여러 자세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포인팅 방식은 상대적인 방식과 절대적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상대적인 포인팅 방식은 손

의 인식과 동시에 포인터를 화면 중앙이나 마우스의

이동처럼 기존의 위치를 초기 위치로 설정하고 손의

움직임에 따라 상대적인 위치로 포인터를 이동시킨

다[6]. 상대적인 포인팅 방식은 손의 이동과 포인터

이동이 1:1이나 1:N으로 고정적이거나 유동적이며

포인터의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손이

인식된 위치에서 포인터의 초기위치가 설정되기 때

문에 손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다[7]. 또한 사람은

보통 어떤 항목을 선택하기 위해 해당 항목에 시선을

고정하고 포인터를 이동한 후에 선택 동작을 수행하

기 때문에 포인터의 위치가 사람의 인식과정과 불일

치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포인터와 사람의 인식체

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절대적인 포인팅 방식은

태블릿과 모니터의 좌표를 1:1로 맵핑하는 것처럼 손

의 위치와 포인터의 위치가 1:1로 일치하므로 포인팅

이 직관적이고 사용이 편하다. 그러나 스크린의 크기

가 클수록 손의 움직임이 많아진다. 만약 스크린의

크기가 손의 이동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사용자가

몸을 이동시켜 포인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의 주시안과 검지 끝 점을

이어서 스크린 평면에 사영된 지점을 포인팅하는 새

로운 스마트 TV용 3차원 인터랙션 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상대적인 포인팅 방식과 절대적인 포인팅 방식

을 결합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사용자 중심의 인간

친화적인 포인팅 방식이다. 스크린영역 내에서만 마

우스 커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주시안을 기준으로

사각뿔 모양의 가시영역을 설정하여 해당 영역 내에

서의 손동작을 검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주시안

의 움직임에 따라 가시영역을 다시 설정하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아진다. 본 논문에서는 주시안의 가시영

역 내외부 판정 시에 스크린 평면에 사영된 포인터를

이용하여 계산량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사용자의 얼

굴에서 주시안과 검지를 포인팅에 이용하고 이를 칼

라영상과 깊이영상으로 검출하기 때문에 얼굴(주시

안) 또는 손 떨림은 불안정한 포인터 좌표를 생성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치좌표에 칼만필터를 적

용하여 마우스 포인터의 떨림을 안정화시켰다. 주시

안과 검지 끝 점을 이용하여 결정된 마우스 커서 좌

표의 떨림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주시안과 검지 끝

점이 정지된 상태와 검지 끝 점이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등 세 가지 실험을 하였다.

이하 2장에서는 시스템 설계에서 하드웨어 부분

과 소프트웨어 부분을 설명한 후 구현 과정에서 사용

된 주된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3장에서는 제안된 시

스템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과정을 보이고 4

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2. 연구내용

2.1 시스템 설계

본 논문에서 구현한 시스템은 그림 1처럼 영상을

받는 카메라와 TV로 구성된 하드웨어 부분과 포인

팅 객체인 주시안과 검지 끝 점을 검출하여 얻어진

픽셀좌표로 주시안과 검지 끝 점의 위치좌표를 계산

하여 마우스 커서 위치를 결정하는 소프트웨어 부분

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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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의 하드웨어 부분으로 칼라영상과 깊이영

상을 입력받기 위해서 사용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Kinect는 게임 콘솔인 XBOX360에서 게임을 위해

출시한 모션과 제스처를 인식하는 디바이스이다.

Kinect에 내장된 RGB 카메라를 통해서 칼라영상을

입력받고 IR 카메라와 IR 프로젝터를 통해서 깊이영

상을 입력받아서 3차원 좌표를 생성한다. 칼라영상

과 깊이영상은 640×480 크기이며, 11비트의 mm단위

깊이영상을 획득한다. OpenCV 라이브러리를 통해

칼라영상을 획득하였고, OpenNI 라이브러리를 이용

해서 깊이영상을 생성하였다. 50인치 PDP TV를 사

용하여 스크린이 큰 장치에서의 직관적인 포인팅을

테스트하였다. Kinect와 TV 상단과의 거리는 80mm

이며 TV의 해상도는 1360×768이다.

그림 2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본 논문

에서 제안하는 포인팅 방식인 주시안과 검지 끝의

3차원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

는 일련의 처리 과정을 나타낸다. 우선 Kinect 카메

라로부터 칼라영상과 깊이영상을 입력받아서 포인

팅에 필요한 객체인 주시안과 검지 끝 점의 픽셀좌표

를 결정한다. 그림 3처럼 칼라영상에서 깊이영상의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배경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2.5M 이상의 픽셀 값을 제거한 후 Haar-like feature

를 이용하여 얼굴 영역을 검출한다[8]. 검출된 얼굴

영역에서 오른쪽 눈을 주시안으로 하는 위치의 픽셀

좌표를 결정한다. 검출된 얼굴 영역을 기준으로 손의

이동 범위를 고려하여 이를 사용자 영역으로 설정한

다. 사용자 영역 내에서 검지 끝 점을 검출하여 그

위치의 픽셀좌표를 결정한다. 주시안과 검지 끝 점의 그림 2. 제안하는 시스템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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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우안을 기준으로 한 가시영역 설정 및 검지 끝 점의 내외부 포인팅

픽셀좌표는 영상에서 좌측상단을 원점으로 설정한

다. 사용자가 스크린의 어느 한 지점을 보고 그 곳을

검지로 가리킬 경우 검지 끝 점과 눈(주시안)을 직선

으로 연결하여 스크린 평면에 사영된 점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주시안과 검지 끝을 위치좌표로 변환할 필

요가 있다. 이때 주시안과 검지 끝 점의 위치좌표는

칼라영상과 깊이영상에서 결정한 픽셀좌표로 계산

하였기 때문에 떨림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칼만필터를 이용하였다. 스크린 평면 내에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기 위해 주시안을 기준으로

가시영역을 설정한다. 가시영역 내에서 검지 끝 점의

움직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

키며 주시안과 검지 끝 점의 미세한 움직임으로도

마우스 커서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칼만필터를 이

용하여 스크린 평면에 사영된 점의 위치좌표를 보정

하여 마우스 커서의 이동을 안정화시켰다.

2.2 주시안을 이용한 포인팅 기법

주시안이란 두 눈 중 주로 사용하는 눈을 말한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두 눈을 뜨고

손을 핀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의 끝을 연결하여 원을

만든다. 원을 통해서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보며 한

쪽 눈씩 감아본다. 두 눈으로 본 물체와 감지 않은

쪽으로 본 물체가 동일한 위치로 보이는 눈이 주시안

이다. 검지를 이용한 절대 포인터 위치 설정을 위해

서는 가시영역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가시영역은

주시안이 검지 끝으로 스크린 내부를 가리킬 수 있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프로그램의 초기 설정으로 사용자의 주시안이 좌

안인지 우안인지를 결정한다. 주시안의 가시영역 설

정은 검지 끝 점이 가시영역의 내부에 존재할 경우에

만 포인팅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주시안으로 결정된

눈을 기준으로 포인팅을 위한 가시영역을 설정한다.

그림 3처럼 결정된 주시안이 우안일 경우에 우안을

사각뿔의 꼭짓점으로 하고 스크린을 밑면으로 하여

사각뿔의 내부를 가시영역으로 설정한다. 이때 사각

뿔의 가시영역은 4개의 빗면과 우안을 꼭짓점으로

하여 스크린의 각 꼭짓점을 잇는 4개의 모서리가 결

정된다. 검지 끝 점의 움직임은 이 가시영역 내부에

서 움직이는 것으로 정의한다. 주시안으로부터 검지

가 최대로 멀어질 수 있는 일정거리 M cm를 설정하

고 이보다 멀어진 객체는 포인팅 객체 선택에서 배제

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손만을 인식하여 손이 인식

된 위치에서 상대적인 포인팅을 구현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주시안을 기준으로 결정된 가시영역 안에 존

재하는 검지 끝 점을 검출하여 주시안과 검지 끝 점

을 스크린 평면으로 사영시켜 포인팅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지목하고자 하는 객

체를 눈으로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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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검지 끝 점의 Y축 위치좌표 계산

새롭게 제안된 방식은 상대적인 포인팅과 절대적인

포인팅을 결합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사용

자 중심의 인간 친화적인 포인팅방식이다.

2.3 검지 끝 점의 가시영역 내외부 판정

주시안을 기준으로 설정된 가시영역은 주시안의

움직임에 따라 실시간으로 새로운 가시영역으로 재

정의 되어야 한다. 이때 그림 3처럼 주시안의 좌표

  와 스크린의 각 꼭짓점과의 선분  ,
 ,

 ,
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또한 검지 끝 점 위

치에서의 평면 □도 다시 계산하여 검지 끝

점의 내외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는 주시안의 움직임

에 따라 실시간으로 재정의 되기 때문에 매번 많은

계산량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효율적인 내외

부 판단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주시안으

로부터 검지 끝 점에 이르는 직선을 스크린으로 사영

시킨다. 스크린 평면으로 사영된 위치좌표가 이미 상

수값으로 계산된 스크린 평면 □ 내부에 있

을 경우 그림 3의 ‘내부포인팅’이 되고 검지 끝 점은

가시영역 내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매번 많은 계산량을 요구했던 가시영역 설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고 빠르게 스크린 평면상의 위치

좌표가 스크린의 내부인지 외부인지를 판별할 수 있

다. 사영된 위치좌표를 생성하기 위한 변환과정은 다

음과 같다.

2.4 포인팅 객체의 위치좌표 변환

칼라영상과 깊이영상을 통해서 검출된 주시안과

검지 끝 점은 획득 영상의 픽셀좌표이기 때문에 위치

좌표로 변환해야 한다. RGB 카메라를 원점으로 주

시안과 검지 끝 점의 실제 위치를 mm단위로 계산한

다. 주시안과 검지 끝 점의 픽셀좌표를 위치좌표로

변환하기 위해서 그림 4와 같이 좌측 상단에 위치한

영상의 원점좌표를 영상의 정중앙으로 옮긴다. 위치

값을 의미하는 깊이 값을 이용하여 2차원 픽셀좌표

X, Y를 위치좌표로 변환한다.

주시안과 검지 끝 점의 픽셀좌표를 위치좌표로 변

환하는 변환식은 동일하다. RGB 카메라의 화각

(Field Of View)은 가로로 57°이고 세로로 43°이며

칼라영상은 640x480이기 때문에 한 픽셀 간격의 각

도는 가로와 세로 모두 대략 0.089°이다. 식(1)과 식

(2)처럼 한 픽셀 간격의 각도에 해당 픽셀(와 

는 검지 끝 점 픽셀좌표, 와 는 주시안 픽셀좌

표)만큼 곱한 후 라디안 단위로 변환한다. 와 는

깊이 값으로 Kinect 카메라와 포인팅 객체가 떨어진

실제 거리이며 mm 단위이다. 그림 4처럼 포인팅 객

체의 위치좌표(와 는 검지 끝 점 위치좌표, 와

는 주시안 위치좌표)를 구하기 위해 변환된 라디

안 값에 삼각비를 이용해서 식(3)과 (4)처럼 포인팅

객체인 주시안과 검지 끝 점의 위치좌표를 계산한다.

 × ×

,

 ××


(1)

 × ×

,

 ××


(2)

  ×tan ,   ×tan (3)

  ×tan ,   ×tan (4)

포인팅 객체인 주시안과 검지 끝 점의 위치좌표는

3차원 위치좌표로 이를 이용하여 그림 5처럼 스크린

상의 마우스 커서 좌표를 계산한다. 주시안

   과 검지 끝 점    을 이용하여 좌

표공간에서의 주시안 위치좌표와 검지 끝 점의 위치

좌표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식(5)와 같으며 스크

린 상의 위치좌표   를 구할 수 있다. 스크린

상의 위치좌표   에서 z 값은 0이므로 값과

값은 식 (6)처럼 구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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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시안과 검지 끝 점으로 스크린 좌표 계산

0. 초기값 선정
  , 

측정값



추정값
 

1. 추정값과 오차 공분산 예측

 
  

 



2. 칼만 이득 계산

 


 

3. 추정값 계산

  

   

 
 

4. 오차 공분산 계산

 




그림 6. 칼만필터 알고리즘

 

 
,  

 
(6)

스크린 상의 위치좌표   로 화면상의 마우

스 포인터   을 식(7)과 같이 계산한다.

는 스크린에서 1mm 당 픽셀 수를 나타내

며 스크린의 초기설정에 의해 상수값으로 결정된다.

의 계산에서 마우스 포인터의 원점 좌표는 스크

린의 좌측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앙으로 좌표를

이동시켜준다. 따라서 은 스크린의 가

로 픽셀수로 이를 2로 나눈 수를 더해준다.

 × ,

 × (7)

2.5 칼만필터를 이용한 변환된 위치좌표의 보정

본 시스템의 경우 주시안과 검지 끝 점의 위치좌

표를 이용하여 스크린 상의 위치좌표를 계산하기 때

문에 주시안과 검지 끝 점의 위치좌표의 미세한 떨림

도 스크린 상의 위치좌표를 크게 떨게 한다. 이를 안

정화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주시안과 검지 끝

점의 위치좌표에 칼만 필터를 적용하였다. 칼만 필터

는 새로운 관측치를 수용하여 초기치에 상관없이 참

값으로 빠르게 수렴한다. 또한 이동평균과 다르게 이

전 데이터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고 축차계산에 의해

최적해가 구해진다. 그림 6은 기존의 칼만 필터를 나

타낸다[9]. 기존 칼만 필터 알고리즘에서 시스템 모

델인 A, Q, H는 1로 단순화 하였고, 잡음 공분산 행렬

인 R은 설계인자로 보고 실험을 통해 잡음이 최소화

되는 값을 적용하였다[10]. 잡음이 최소화되는 R값

을 적용한 칼만필터를 주시안과 검지 끝 점의 위치좌

표, 스크린 상의 위치좌표 등에 적용하였다.

3. 실 험

주시안과 검지 끝 점의 위치좌표의 미세한 떨림도

스크린 상의 위치좌표를 크게 떨게 한다. 스크린 상

의 위치좌표로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

에 마우스 커서의 떨림은 정확한 포인팅을 어렵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안과 검지 끝 점,

스크린 상의 위치좌표, 마우스 커서에 칼만필터를 적

용하였으며 검지 끝 점의 이동에 따라 설계인자 R을

변화시켜서 정지상태에서는 안정도를 높이고 이동

상태에서는 검지의 이동과 동일하게 이동하도록 하

였다.

본 논문에서는 칼만필터의 적용에 따라 마우스 커

서의 떨림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세 가지 실험을

하였다. 세 가지 실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험 1-a]와 [실험 1-b]는 주시안과 검지 끝 점이

정지된 상태에서의 마우스 커서의 x 픽셀좌표의 편

차와 y 픽셀좌표의 편차를 비교하였다. [실험 1-a]는

칼만필터를 적용하지 않았고 [실험 1-b]는 칼만필터

를 적용하였다. 실험 1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실험

2-a]와 [실험 2-b]는 마우스 커서가 스크린의 상단

끝에서 하단 끝까지 도달하는데 4초 정도의 속도로

느리게 움직이면서 측정하였다. 이는 보통 사람이 마

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는데 걸리는 속도로 가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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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지 상태에서의 떨림 편차로 본 안정도

x 픽셀좌표의

편차(Pixel)

y 픽셀좌표의

편차(Pixel)

실험 1-a. 11.7286 15.4665

실험 1-b 0.7101 1.0118

표 2. y축 이동 상태에서의 떨림 편차로 본 안정도

x 픽셀좌표의 편차(Pixel)

실험 2-a 17.9887

실험 2-b 8.8814

표 3. x축 이동 상태에서의 떨림 편차로 본 안정도

y 픽셀좌표의 편차(Pixel)

실험 3-a 23.8926

실험 3-b 16.8662

그림 7. 정지 상태 x좌표 떨림 편차 그래프

그림 8 정지 상태 y좌표 떨림 편차 그래프

다. [실험 2-a]와 [실험 2-b]는 y축으로 움직이기 때

문에 x축의 떨림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실험 2-a]

는 칼만필터를 적용하지 않았고 [실험 2-b]는 칼만필

터를 적용하였다. 실험 2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실험

3-a]와 [실험 3-b]는 마우스 커서가 스크린의 좌측

끝에서 우측 끝까지 도달하는데 5초 정도의 속도로

느리게 움직이면서 측정하였다. [실험 3-a]와 [실험

3-b]는 x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y축의 떨림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실험 3-a]는 칼만필터를 적용하지

않았고 [실험 3-b]는 칼만필터를 적용하였다. 실험

3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실험 결과는 표 1처럼 칼만필터를 적용하여 정지

상태에서는 10배 이상의 떨림 정도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또한 표 2와 표 3처럼 칼만필터를 적용

하여 마우스 커서를 통상적인 속도로 이동시키는

경우 x축과 y축으로 1.5∼2배 가량 떨림 정도를 안

정화시킬 수 있었다. 그림 7과 그림 8과 같이 칼만

필터를 적용하였을 때 정지 상태에서 x, y 좌표의

떨림이 보정된 것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림 9

와 그림 10처럼 이동 상태에서도 x, y 좌표의 떨림

이 보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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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이동 상태 x축 떨림 편차 그래프

그림 10. 이동 상태 y축 떨림 편차 그래프

4. 결 론

기존에 출시된 스마트 TV의 스마트 인터랙션은

상대적인 포인팅 방식으로 손이 인식된 위치에서 상

대적인 위치로 포인팅을 한다. 이는 손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람의 인식과정과 불일치하는 문

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Kinect를 이용해서 3차원

좌표를 생성하여 상대적인 포인팅 방식과 절대적인

포인팅 방식을 결합하여 사용자의 주시안과 검지 끝

점을 이어서 스크린 평면에 사영된 지점을 포인팅하

는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 TV용 3D PUI 방식을 제안

하였다[11]. 또한 주시안을 기준으로 포인팅하기 위

한 가시영역의 설정에서 검지 끝 점의 내외부 판단시

에 발생하는 많은 계산을 스크린 평면과 스크린 평면

에 사영된 위치좌표의 내외부 판정 계산 한번으로

감소시켰다. 주시안과 검지 끝 점의 미세한 움직임으

로 발생되는 마우스 커서의 떨림을 안정화시키기 위

해서 칼만 필터를 적용하였고, 필터의 시스템 모델은

1로 단순화 하고 잡음 공분산 행렬인 R을 설계인자

로 설정한 후 실험을 통해 잡음을 최소화하였다.

현재 제안된 시스템은 얼굴의 일정 부분이 가려진

상태에서 주시안이 검출되지 않는 문제와 가시영역

내에 외부 물체가 존재할 경우 검지 끝 점을 오인식

하는 문제가 있다. 향후에 보다 강건하게 주시안을

검출하고 검지 끝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새로운 포인팅

방식을 이용하여 Click Action, Swipe Action 등 다

양한 동작(제스처)을 인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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