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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에서는 테이블탑 디스 이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제작된 사용자 심의 실감형 상호작용 

자책에 하여 기술한다. 자책은 일반 종이 책이 아닌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의 책으로 사용자가 독서를 

하는 도  동 상 자료를 보거나 배경음악, 무비클립, 애니메이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이다. 한 제안하는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테이블탑 디스 이는 손가락의 터치 을 이용하여 다양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기존 입력장치에 비해 사용자가 보다 효과 으로 자책을 체험하는 것을 돕는

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자책과 차별화된 실감형 상호작용 자책에 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사용

자 심의 제스처 명령을 정의하여 앞으로 컴퓨터와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 중심어 :∣테이블탑 디스플레이∣상호작용∣제스처∣전자책∣전통문화∣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user-centric immersible and interactive electronic book based on the 

interface of tabletop display. Electronic book is usually used for users that want to read the text 

book with multimedia contents like video, audio, animation and etc. It is based on tabletop 

display platform then the conventional input device like keyboard and mouse is not essentially 

needed. Users can interact with the contents based on the gestures defined for the interface of 

tabletop display using hand finger touches then it gives superior and effective interface for users 

to use the electronic book interestingly. This interface supports multiple users then it gives more 

diverse effects on the conventional electronic contents just made for one user. In this paper our 

method gives new way for the conventional electronics book and it can define the user-centric 

gestures and help users to interact with the book easily. We expect our method can be utilized 

for many edutainmen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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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자책은 기존의 활자 심의 책이 아닌 컴퓨터 기술

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모든 디지털화된 새로운 개념의 

책으로서 애니메이션, 음악, 그림, 동 상 등 다양한 멀

티미디어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에게 많은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이 가능한 곳

이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  새로

운 콘텐츠들을 달 받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재의 자책들은 작권 련하여 약하고 창의 인 디

자이 의 부재,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인 컴퓨터와 사용

자간의 상호작용에서 사용자 심 이지 못한 단 이 존

재한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고 자책 콘텐츠의 원활

한 사용을 해서는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해야 한다.

자책의 상호작용에 한 문제 과 컴퓨터 조작이 미

숙한 유아  미취학 아동을 상으로 할 때 생기는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지능형 상호작용의 랫폼으로 등

장한 테이블탑 디스 이는 하나의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 테이블탑 디스 이는 직감 인 도구인 손

을 인터페이스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종의 수평의 탁자

형 터치스크린으로 입력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표면과 출

력신호를 재 하는 디스 이로 구성된다. 기존의 탁자

형 디스 이 장치는 오직 한명의 사용자만을 지원하

으나 재는 인식 기술의 발달로 멀티유 , 멀티터치를 

지원하고 업이 가능한 방향으로 발 되고 있다. 손은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상호작용 도구의 하나로, 손을 이

용한 제스처 인식 등의 연구와 테이블탑 디스 이 기

술이 결합되어 지능형 인터페이스 장치로 발 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와 사용자간의 상호작용 부족 문제와 오

직 마우스 이벤트로만 작동했던 기존 자책의 단 을 

보안하기 해 우리는 시스템을 손가락으로 직  터치를 

하고 상황에 맞는 핸드 제스처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자책을 실감나게 조작할 수 있게 구 하 다.

II. 관련연구 

1. 전자책
1.1 전자책의 개념

자책(Electronic Book)은 단어 자체의 의미인 자

인 책, 즉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모든 디지

털화된 새로운 개념의 책이다 [그림 1]. 한, 인터넷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  콘텐츠들을 다운받는 것은 물론 

용 뷰어를 통하여 PC나 자책 단말기로 볼 수 있다.

그림 1. Amazon의 "Kindle"(신문이 전자디바이스 속으로)

1.2 전자책의 특징
자책은 제작비용  유통비용, 매가격이 종이책보

다 상 으로 렴하며 수정  재가공이 쉽고 한번 제

작이 완료되면 언제든지 무한으로 제공이 가능하다. 재

고 도서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이 감되고 장기간 소지

해도 손상되지 않고 휴 가 편리할 뿐 아니라 언제 어디

서든 PC와 인터넷이 된다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이용하여 내용

의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 효과증 를 가질 수 있으며, 맹

인이나 문맹자 등 교육소외계층에 해서도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에서 열거했듯이 기존 종이책에 비해 많은 장 이 

존재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 들도 가지고 있다.

우선, 자책의 디바이스는 액정화면의 발 정도에 따

라 밝기가 달라지므로, 기존의 종이책에 비해 이 쉽게 

피로를 느낄 수 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의 심각한 질병

이 발생확률이 높다. 그리고 자책을 읽기 해 다른 디

바이스(개인PC나 자책 리더기, PDA나 휴 폰 단말

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 비용문제가 있다. 그리고 큰 

장 이자 큰 단 으로 떠오르고 있는 보안이 침해될 수 

있는데 이는 디지털로 자책이 제작된 만큼 무한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책 발달에 큰 걸림돌인 작권 보

호문제는 자책의 활성화에 있어서 시 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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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자책의 기술 동향
자책을 시 에 따른 기술 환경으로 보았을 때 개인 

리더 단말기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e-Mail, 유선통신, 

유선 인터넷 등을 환경에서 이용하는 기술을 eBook 

(Electronic Book)이라 한다면 mBook(Mobile Book)은 

무선통신, 무선 인터넷, 핸드폰, PDA를 사용하여 eBook

에 이동성을 가미한 기술의 자책이다. 한 기존의 휴

폰이나 PC에서만 볼 수 있는 일반 eBook과 mBook과

는 달리 유무선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u-Book(Ubiquitous Book)이라 한다. 그리고 최근 디지 

로그 북(Digilog-Book)이 등장하 는데 디지 로그 북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로서, 책 내용을 손으로 만

지고 냄새를 맡으며 소리로도 들을 수 있게 하며 가상

실, 증강 실, 혼합 실 기술을 융합한 신개념 기술이다

[7]. 다양한 멀티미디어 시나리오와 결합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에듀테인먼트 분야는 물론 고, 홍보, 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자책 기술이다. 

재 자책 기술은 e-Book시 를 지나, m-Book시

를 거쳐 u-Book시 와 Digilog-Book시 로 발 하고 

있다[그림 2]. 그리고 의 사용자들은 느끼길 원하고 

체험하길 원하기 때문에 단지 정보를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고, 만지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자책 개

발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등장한 기술로 

가상 실(Virtual Reality), 증강 실 [4] (Augmented 

Reality), 혼합 실(Mixed Reality) 기술과 직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터치에 한 기술이 발 되어 가고 있다.

그림 2. 전자책 최신 기술 동향

2. 테이블탑 디스플레이
2.1 테이블탑 디스플레이의 개요
테이블탑 디스 이는 일종의 수평의 탁자형 터치스

크린으로 입력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표면과 출력신호를 

재 하는 디스 이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의 터치스크

린에 비해 형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제작비용이 렴하

며 더 강건하다. 그리고 다  사용자의 다  입력(multi 

user and multi-touch)을 이용한 다양한 응용 로그램 

 콘텐츠를 통하여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의 특징을 지닌다.

테이블 탑 디스 이는 입력 터치 신호를 감지하는 

센서의 작동원리에 따라 비시각  방법을 사용하는 장치

와 시각 기반 방법을 사용하는 장치로 나 어 진다.

DiamondTouch[1]와 SmartSkin[2]과 같은 시스템들은 

비시각  방법을 사용하는 테이블 탑 디스 이들로서 

센싱을 한 특수한 안테나와 같은 장비를 사용한다. 그

리고 시각 기반 방법을 사용하는 뉴욕 의 멀티-터치 센

싱 패 [3]과 같은 장치는 컴퓨터 비  기술에 기반을 둔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테이블 탑 디스 이는 터치

을 비디오 카메라로 인식하는 시각기반 시스템으로 

FTIR (Frustrated Total Internal Reflection)이라는 원리

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그림 3].

그림 3. FTIR방식의 테이블탑 디스플레이

2.2 FTIR방식을 이용한 테이블탑 디스플레이의 원리
FTIR (Frustrated Total Internal Reflection)란 내부

반사 장애 상의 약자로 1960년  이후 지문 인식 시스

템 제작을 해 생체 정보 인식 커뮤니티에서 주로 사용

되던 기술이다. 반사는 임계각 이상의 입사각을 가진 

빛이 매질 경계면에서 모두 매질 내부로 반사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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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이때 매질 외부의 경계면에 산란성질을 가진 물체

를 갖다 면 그 부분에서 반사에 장애가 생겨 빛이 확

산된다. 매질의 표면에 손가락을 갖다 면 반사 장애

로 인해 빛이 산란되고 이 빛을 카메라로 추 하면 여러 

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다.

2.3 터치 인식을 위한 알고리즘
본 논문에서 제안한 터치인식 알고리즘의 흐름은 그림 

4와 같이 크게 외선 카메라로부터 상을 입력 받는 

부분, 세그먼테이션 하는 부분, 터치된 손가락의 개수를 

세는 부분, 각 손가락들의 치를 추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 정보와 개수 정보를 혼합하여 손 제스

처를 인식하는 부분으로 나 어진다. 그리고 이 시스템

은 배경으로부터 잡음제거  모폴로지 필터링을 통해 

된 손가락 역만을 추출한다. 사용자가 테이블과 

상호작용하는 동안에 손가락의 개수를 셀 수 있고 손가

락들의 움직임을 추 할 수 있다. 그리고 추출된 터치

의 치 변화 값과 손가락의 개수 정보를 이 라인 단

계를 통해 명령어를 인식하기 한 정보로 이용한다[3].

그림 4. 터치 인식을 위한 알고리즘

III. 실감형 상호작용 전자책 구현

1. 실감형 상호작용 전자책의 정의
사용자 심의 실감형 상호작용 자책이란 단순한 

자책이 아닌 자책과 사용자간에 상호작용 요소를 더하

고 사용자가 좀 더 자책을 실감나게 조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책이다. 이 자책은 변화가능(스토리텔링 

요소), 동( 업)작업, 몰입강화라는 특징을 지닌다. 변

화는 독서  사용자의 스토리 선택, 내부 축  정보에 

의한 시나리오 자동변화를 포함하여 상호작용에 의해 캐

릭터의 외향  요소와 내부 성격이 변하는 것 등 모든 가

변 요소를 포함한다. 종래의 자책에 비해 다양한 변화

가 개입함으로써 고도의 몰입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동( 업)의 특징은 자책 감상에 있어서 단일 사용자 

뿐만 아니라 복수의 독자가 하나의 작업을 공동으로 해

결하는 작업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독자간의 

ON/OFF-LINE의 커뮤니 이션이 가능하고 화에 의

한 감성 달이 가능하게 된다. 몰입은 실시간 그래픽 기

술, 스테 오 멀티 사운드. 실물도구 등을 자책 시스템

에 도입하여 기존의 시스템보다 강화된 리얼리티를 제공

할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그리고, 단순히 단방향으로 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간에 방향으로 사용자의 반응에 응하고 서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실감“이라 한다[6]. 본 논문은 이러

한 통문화 계승의 부재를 해결하기 하여 좀 더 사용

자가 쉽고 재미있고 몰입할 수 있는 사용자 심의 실감

형 상호작용 자책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려한다.

2. 터치 제스처
2.1 터치 제스처의 분석
일상생활에서 인간은 제스처와 한 계를 맺고 있

다. 비언어 수단의 하나인 제스처는 인간이 의사소통할 

때 언어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제스처를 동반하여 

소통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주 사용하는 제스처는 

화 시의 정보 달 뿐 아니라 행동의 의미를 해석하는 

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하지만 터치스크린에서 가장 우

선되어야 할 제스처는 터치정보이고, 그에 따라 터치 제

스처에 한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터치 제스처는 같은 형태라도 상과 장소, 그

리고 응용 로그램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

로, 어떤 제스처가 상황에 합한 제스처인지를 구분하

는 것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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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터치 제스처의 획득
본 에서는 외선 카메라로부터 상을 입력받아 어

떻게 터치 포인트를 인식하는지에 하여 상세히 설명하

겠다. 먼 , 외선 카메라로 당 30 임의 속도로 

320*240의 상을 입력을 받는다. 이 때 입력받은 RGB

상을 식(1)을 이용하여 그 이 상으로 변환한다.

Intensity = 0.299 × R + 0.587 × G + 0.114 × B (1)

이 때 넓은 스크린 역을 찰하기 해 촬  각도가 

큰 외선 카메라를 사용하 으므로 입력받은 상에 

barrel distortion이 일어난다. 식(2)을 이용하여 이러한 

왜곡을 보정한다.

       x = f(r)(-c),

       f(r)=1+ +

+


+


(2)

여기서   =    

 는 왜곡된 이미지 좌표를 나

타내고   = ∥  ∥  ,         는 디
스토션의 심, f(r)는 디스토션 보정인수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배경에서 물체, 즉 손가락 터치 역을 추출

하는 것을 뜻하는 세그멘테이션을 실시한다. 원본 상

의 밝기 값이 0∼255사이의 값이므로 임의의 상수 기  

값을 하나 잡아서 이 값보다 밝기 값이 낮은 값은 0으로, 

큰 값은 255로 바꾸어주는 작업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획득한 이진 상 내에는 터치된 

손가락 역 뿐만 아니라 노이즈 성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잡음 성분을 제거하기 하여 간단한 모폴

로지 필터링을 수행한다. 먼  식(3)과 같이 침식연산을 

수행 후 팽창 연산을 수행하 다.

이진 상 침식  A⊗B = {x : B+x < A}

이진 상 팽창  A⊕B = [(Ac-B)]c (3)

[그림 5]는 잡음 제거  한 모폴로지 기법이 수행

된 후 손가락 역만 세그먼테이션 한 로그램 결과 화

면을 보여 다[그림 5].

그림 5. 손가락 영역만 세그먼테이션한 결과

2.3 전자책 관점의 제스처 정의
기존 제스처는 콘텐츠에 한 제스처를 따로 정의 되

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를 조작함에 있어 상

호작용 측면이나 사용자간 제스처가 오히려 불편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의 상황에 맞는 제스처를 이

용하여 사용자가 좀 더 몰입을 하고 사용하는데 편리하

게끔 자책 에서의 제스처를 재정의 할 필요가 있

다. 실감형 상호작용 자책의 제스처를 정의해보면 다

음과 같다[그림 6].

그림 6. 전자책 관점 제스처 정의

3. 콘텐츠 구현
본 시스템은 사용자의 연령에 계없이 사용자가 자

책을 이용함에 있어서 구나 쉽게 만지고, 따라하고, 조

작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목 을 두고 있다. 기본 인 메

뉴의 구성은 터치를 이용하여 구 하 고 그 외에 제스

처의 사용에 련된 부분은 미리 도움말을 이용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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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제스처 사용이 불편함이 없게 하 다.

체 메뉴는 크게 소리 이론 , 소리 체험 , 북장

단 체험 으로 나뉘게 되고, 사용자가 아이콘을 이용하

여 직  ‘드래그 앤 드롭 제스처’ 를 입력하면 세부메뉴

를 실행시킬 수 있다.

3.1 판소리 이론관
소리 이론 은 소리에 한 이론, 역사, 장단의 종

류 등을 텍스트, 정지 상과 동 상으로 보면서 학습하

고, 시스템 안의 가상의 책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이 좀 더 

역동 인 자책을 체험할 수 있다.

그림 7. 실제 책을 넘기는 효과를 가진 전자책

사용자가 종이책을 보는 것 같은 효과를 주기 해 책

장을 넘기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구성하 고[그림 7], 책

속에 내용이 단지 이나 그림이 아닌 동 상, 애니메이

션, 소리를 삽입하여 사용자의 정보 이해에 도움을  수 

있게 하 다. 그리고 한 화면 환함에 있어서 단순한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화면을 넘기는 상황에 맞는 제스

처를 이용하여 화면 환을 한다. 이 제스처는 터치를 한 

후 오른쪽 방향으로 끌어주면 이벤트가 방생한다.

그림 8. 제스처를 이용한 상호작용 전자책

사용자가 도움말을 제스처를 따라하게 되면 그에 맞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부가설명에 한 창이 나타나게 된

다[그림 8]. 이 때 사용되는 제스처는 두 손가락이 터치

되어진 상황에서 두 터치 이 멀어지면 부가 설명창이 

팝업 된다.

3.2 판소리 체험관
소리 체험 은 가상의 악보를 보고 일반 인 노래방

처럼 장단에 따른 소리를 직  듣고, 따라 부를 수 있

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체험 의 음악은 안

숙선1 명창님의 쑥 머리로서, 소리 다섯마당 의 하

나인 춘향가 가운데 한 목이다. 쓰이는 음원은 실제 명

창 안숙선 선생님의 목소리를 이용하 고 노래가 이 

도 에 건 뛰기 기능을 가지고 있다[그림 9].

그림 9. 노래방처럼 따라 부를 수 있는 체험관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볼륨조 과 스테 오 기능을 추

가하여 소리가 익숙해지면 배경음악을 이고 자신의 

음성을 높이는 등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 다.

3.3 북장단 체험관
북장단 체험 은 사용자가 다섯 개로 이루어진 북장단

을 선택하여 그에 해당하는 북장단에 한 명창의 음성, 

1 안숙선(安淑善) : 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  산조  병창 능 보

유자이며 소리 명창이다. 1949년 9월 15일, 라북도 남원에서 태어

나 어릴 때부터 술 인 집안 분 기 속에서 자라났다.  산조 인

간문화재인 강백천이 어머니의 사 이며, 외삼 이 동편제 소리 인

간문화재 강도근, 이모는 가야  명인인 강순 이다. 그리고 명창 故김

소희 선생님의 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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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을 동 상으로 체험할 수 있고[그림 10], 스크린 상

의 가상의 북을 직  두드려서 박자를 맞추며, 장단을 만

들어가는 게임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림 10. 동영상으로 배울 수 있는 체험관

사용자가 북채를 직  잡고 치는 것은 아니지만 명창

에게 배웠던 내용을 단지 머리 안에서 연습하는 것이 아

니라, 가상의 북을 이용하여 북을 장단에 맞춰 북을 칠 

수 있게 유도하 다[그림 11]. 이로 인해 북을 쳤을 때 어

떤 소리가 나오는지 직  들어 볼 수 있고, 자신이 직  

장단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림 11. 직접 북장단을 칠 수 있는 체험관

IV. 실험결과

제스처 인식 결과 단순히 터치  멀티 터치 인식은 

100%에 가까웠으나 드래그  제스처를 이용함에 있어 

터치 이 오래 있는 제스처는 인식률이 80∼90% 다.  

그 이유는 터치 포인트는 잘 인식하나 연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터치의 경로 정보를 한 번씩 상실하는 것 때문

이었다.

표 1. 제스처 인식 실험 결과

시스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해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 다. 설문조사 결과, 부분의 응답자들이 정  반

응을 보 고 기존의 자책과는 차별화되고 이러한 실감

형 상호작용 자책과 테이블탑 디스 이 인터페이스 

기술의 결합이 교육 인 면과 흥미면을 좀 더 충족 시켜

주었다고 하 다[8]. 그리고 통문화를 소재로 제작되

었기 때문에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유익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앞으로 도서 이나 체험 , 공공 

기  시설물에 사용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V. 결론

최근 우리 주변에서 통문화에 한 심이  

어지고 있다. 특히 유아  유소년 층에게는 우리나라 문

화에 한 인식  학습기회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테이블탑 디스 이와 상호작용 기능을 사

용한 사용자 심의 실감형 자책을 제안하고 그 에 

통문화 학습 콘텐츠를 구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우리 

문화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하 다. 재 제

작된 실감형 상호작용 자책은 테이블탑 디스 이 인

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멀티터치와 손가락 제스처를 사용

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와 자책 간에 상호작용을 구

하 고 실감나게 자책을 읽고 체험할 수 있다. 

재 자책은 시각, 청각 요소만이 아닌 감, 가상

실, 증강 실, 혼합 실 등 다양한 기술이 용되어 발

하고 있다. 실감형 상호작용 자책에도 증강 실  혼

합 실 등 다양한 방법의 근이 필요 할 것이고 다양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09 Vol. 9 No. 6124

통문화를 더욱 쉽고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할 것이다.

한 다양한 자책을 상으로 하 을 때 그 상황에 

맞는 합한 상호작용 체계와 그 표 화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제스처가 등장인물, 장면, 상황에 따라 

달리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장면 속성에 잘 맞추어 한 

제스처 정의[6]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책과 테이블 탑 디스 이를 결합

한 미래 지향 인 실감형 상호작용 자책 시스템에 

해 기술하 다. 제안된 시스템은 아직 완벽한 개발상태

가 아니라서 미숙한 이 많으나 앞으로 강건한 알고리

즘 개발과 다양한 통 문화 련 시피 추가와 상호작

용 요소를 추가한다면 그 유용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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