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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영상센서를 이용한 스마트 터치

프로젝터 시스템 기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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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의 많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센서 기술의 발전의 결합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기술들이 출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외선 영상을 이용한

스마트 터치 프로젝터 시스템 기술에 관한 연구와 그 결과를 소개한다.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빔

프로젝터를 사용할 때 적외선 펜을 이용하여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적외선 영상센서를 통하여 그 이벤트를

인식하여 마우스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기법을 제안한다. 입력되는 펜의 움직임 추출과 추적을 기반으로

움직임 이벤트 패턴을 설계하였으며, 입력 영상 화면과 실제 사용하는 하드웨어의 해상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화면 좌표보정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러한 기술은 빔 프로젝터에

간단한 프로세서만 장착이 된다면 다른 이동식 노트북 등이 필요 없이 언제든지 회의나 발표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차세대 휴먼-컴퓨터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 기술이다.

A Study on Smart Touch Projector System Technology
Using Infrared (IR) Imaging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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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very rapid development of computer and sensor technologies induces various kinds of user

interface (UI) technologies based on user experience (UX).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and develop

a smart touch projector system technology on the basis of IR sensor and image processing. In the proposed

system, a user can control computer by understanding the control events based on gesture of IR pen

as an input device. In the IR image, we extract the movement (or gesture) of the devised pen and track

it for recognizing gesture pattern. Also, to correct the error between the coordinate of input image sensor

and display device (projector), we propose a coordinate correction algorithm to improve the accuracy

of operation. Through this system technology as the next generation human-computer interaction, we

can control the events of the equipped computer on the projected image screen without manipulating

the computer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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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네트워크 인프라

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사용자가 컴퓨터를 의식하

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업무

를 처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도래하게 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하드웨어의 발전과는 달리

이와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 장치는 기계적인 장

치인 마우스와 키보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진정한 유비쿼터스 시대로 가기 위해서

는 인터페이스 장치 또한 유비쿼터스 환경에 걸맞은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을 제공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면서 현재 널리 상용화된 인

터페이스 장치로 터치스크린이 있다. 터치스크린 기

술은 햅틱, 멀티 터치 기술 등과 결합되면서 보다 풍

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구현 기

법들의 등장으로 인해 낮은 단가로도 대형 LCD 패널

등에 구현 가능하게 되는 등 폭넓은 범용성을 가지고

기존의 인터페이스 장치들을 대체하고 있다 [1].

터치스크린은 모니터 화면에 터치패널을 덧붙여

작동하는 것으로 손 끝 이나 기타 물체로 접촉 시

패널 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접

촉한 위치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를 즉시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 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하철, 박물관, 은행 등의 많은 장소에서 안

내용 소프트웨어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ipad같

은 소형 태블릿 PC를 통해 터치스크린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터치 패널위의 접촉 방식에서 벗어

나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공간 터치 개념이 기술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손 동작을 인식하여 제어하는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2]. 이러한 방법에서는 손 영역 추출 및 추적에 있어

서 큰 쟁점 중 하나는 손 영역을 추출하는데 필요한

계산량을 최소화시켜 실시간으로 동작 가능하게 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었다

[3,4,10].

또한 전반사(Frustrated Total Internal Reflec-

tion: FTIR) 방식을 사용하여 터치 지점에서 적외선

이 반사되는 신호를 영상 센서로 입력 받는 방식을

활용한 기술도 연구 및 개발되고 있다[1,8,11]. MCU

기반의 적외선 신호를 활용한 대형 터치 패널 기술을

위한 기술도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Otsu 영상 분할

기법으로 신호 획득을 향상시켰다[9].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설치된 패널을 손가락 또는 플라

스틱 펜 등으로 접촉을 통해 반사되는 적외선 신호를

감지하도록 설계된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터치 패널의 한계를 뛰어넘어 평면

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에서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터치 프로젝터 기술을 제안하고 시스템 기술에 대하

여 논하고자 한다. 빔 프로젝터의 스크린 위에서 적

외선 펜으로 적외선을 발생시키고 적외선 신호를 직

접 적외선 카메라로 인식하여 좌표 값을 계산한 후,

그 결과 값을 스크린으로 다시 출력하여 스마트 터치

프로젝터의 기능을 구현한다. 이 동작의 반복은 평면

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에서 터치스크린을 사용 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구조의 장점은 원거리에서도

빔프로젝터와 연결된 서버 컴퓨터를 제어 가능하고

빔프로젝터가 투영하는 화면 크기에 따라 스마트 터

치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적외선 영상은 열영상(thermal imag-

ing) 형태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열은 빛과는 다른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외선 발생과

감지는 지금처럼 비접촉인 경우 많은 오차를 내포할

수 있다. 열은 직진성이 없고 특히 열이 많이 발생하

는 빔프로젝터를 사용할 경우 그 효율이 크게 저하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원거리에서 측

정이 가능한 고품질 적외선 센서보다는 기본적으로

근 적외선 파장을 추출하는 기술을 구현하여 발열에

의한 잡음 영향을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 기술 및 알고리즘은 하드웨어 제작

과 영상 신호처리, 화면 좌표보정으로 이루어진다.

하드웨어 제작은 적외선 차단 필터를 가시광 차단

필터로 대체하여 적외선 카메라를 제작하고 고출력

적외선(IR) LED 를 사용하여 적외선 펜을 제작한다.

제반 영상처리 과정은 임계값 설정을 통해 이진화를

한 후 그 영상을 레이블링하여 좌표를 추출한다 [5].

화면 좌표보정은 카메라의 입력 영상과 프로젝터 스

크린의 출력 영상 사이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

으로, 영상회전, X-Y축 좌표 값 이동, 화면 비율 보정

으로 구성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시스

템 구성을 소개하고, 적외선 영상처리 및 좌표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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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화면 초기 상태

기법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실험 및 결과에 대해

서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제4

장에서 도출한다..

2. 제안된 적외선 영상처리 기반 스마트 프로

젝터 시스템

본 연구에서 스마트 터치 프로젝터 시스템을 구현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IR Power LED (940nm)와

적외선(IR) 카메라를 사용하였다. 사용자가 적외선

펜(IR Pen)을 사용해 적외선을 방출하면 이를 적외

선 카메라에서 입력받은 후 서버 측 영상처리 및 제

어 신호 생성부에서 인지 후 서버에서 동작 제어를

하게 된다. 처리된 출력 영상은 빔프로젝터를 통하여

스크린으로 화면 출력되는 방식이다. 전체 시스템 구

성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적외선 카메라의 연속된 프레임에서 적외선의 좌표

를 점(point)형태로 추출 후 추적하고 이를 이동보정,

회전보정, 비율 보정의 3단계 보정을 통해 이벤트 신

호를 인식하고 하드웨어를 제어하게 된다.

그림 2는 보정 전 화면으로 적외선 펜 (IR Pen)과

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보정 알고

리즘을 적용하면 그림 3과 같이 펜의 위치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 기술인 좌표보정 알

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한 후 보정과정에 대해 구체적

으로 설명한다.

2.1 제안된 화면 좌표보정 알고리즘

- 터치 스크린 (Touch Screen) Collaboration

일반적으로 카메라 또는 웹캠으로 인식한 프로젝

터 스크린의 영상을 컴퓨터와 동기화가 되어야만 터

그림 2. 보정 전

그림 3. 보정 후

치스크린의 기능이 제대로 동작한다. 프로젝터 스크

린은 카메라를 통해 컴퓨터로 전송될 때 그림 4와

같이 인식된다. 터치스크린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프

로젝터 스크린이 모니터 화면과 동일하게 동기화

(크기와 좌표 측면에서)가 필요하다. 이 과정을 위해

서는 회전, x-y축에 대한 불일치와 비율 불일치를

보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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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x-y축 불일치 보정 그림 8. 보정 좌표 추출

먼저 회전 보정은 그림 5와 같이 프로젝터가 올바

르게 설치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회전을 고려

해주기 위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식이 사용된다.

회전 보정 후의 좌표는 X, Y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변환이 가능하다[7].

X = (x * cosA + y * sinA)

Y = (x * sinA * (-1) + y * cosA) (1)

위 식은 입력 좌표 값이 x, y 일 때 A  ̊만큼 시계방

향으로 회전하여 좌표를 보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5 회전 보정 과정

그림 6과 같이 x, y축에 대한 변이에 의한 불일치

는 프로젝터 스크린의 원점 좌표(0, 0)와 모니터의

원점 좌표 (0,0)가 다르기 때문에 보정이 필요하다.

이는 각각의 축에 대해서 적절한 길이만큼 이동함으

로써 보정해 줄 수 있다. 그림 6은 그 과정을 간단히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화면과 빔프로젝터 화

면의 해상도 사이즈가 다름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율의 불일치 문제는 그림 7에서 보여 주고 있다.위

의 두 과정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터 스크린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모니터의 해상도와 현재 화면의

크기를 동일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러한 세 가지 과정 후에 정확한 터치스크린의

좌표 보정이 완료되며 이 후 제어 이벤트를 구현하여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

그림 7. 비율 보정

2.2 세부 좌표보정 및 동작 제어 과정

1) 사용자가 적외선 펜과 웹캠을 이용하여 좌표

보정을 한다.

1-1) 적외선 펜의 버튼을 클릭하여 빔 프로젝터

스크린 화면의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중

심점을 정한 후 보정한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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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개발된 스마트 터치 프로젝터 시스템의 동작 절차

2) 적외선 펜 (IR Pen)의 버튼을 클릭하여 이벤트

를 발생시킨다.

3) 적외선 웹캠에서 인식하는 적외선의 중심 좌표

를 추출하여 추적한다 (그림 9).

4) 버튼의 클릭/더블클릭에 따라 제어 이벤트를

인식하여 하드웨어를 제어 한다 (마우스 클릭,

드래그, 더블클릭 이벤트).

그림 9. 적외선 추출 및 중심 좌표 추출

그림 10은 개발된 시스템의 전체적인 동작 절차를

보여 주고 있다. 먼저 카메라, 프로젝터, 스크린, 컴퓨

터 등의 하드웨어를 설치 후,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

행한 후 'c'키를 눌러 화면 보정을 시작 한다 (총 3회

반복). 이 후 스크린 위에서 적외선 펜을 작동시킨다.

설치된 카메라로 적외선을 인식하고 모니터 상에 출

력한다. 내부적으로 컴퓨터에서 영상처리를 하여 사

용자를 위한 마우스 제어 이벤트를 발생시킨다. 더블

클릭, 드래그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3. 실험 및 결과 고찰

3.1 하드웨어 시스템 구현

하드웨어 구성에서 사용되는 적외선 카메라는

PS3 Eye라는 웹캠을 개조하여 제작하였다. 제작과

정은 웹캠에 있는 적외선 차단 필터를 제거한 후 적

외선 필터(가시광선 차단 필터)를 사용하였으며, 구

성은 그림 11과 같이 제작된다.

그림 11. 적외선 (IR) 카메라 구조

적외선 펜 (IR Pen)은 IR Power LED (940nm)와

Microsoft의 마우스 사이드버튼을 활용하였다. 우선

사이드버튼 전면에 IR Power LED(940nm)를 부착

시킨 후 측면에 건전지를 부착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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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하드웨어 시스템 구성도

항목

측정값
클릭 더블클릭 드래그 닫기

인 식 률 99.2 98.2 99.0 98.7

표 1. 기본 동작 제어 인식률 결과 (단위: %)

다. 그리고 마우스 회로 기판을 통하여 버튼을 클릭

하면 적외선을 방출하도록 제작했다. 실제 본 연구에

서 제작된 적외선 펜 (IR Pen)의 구조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제작된 적외선 펜 (IR Pen) 구조도

3.2 실험 환경

본 연구에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용된 카메라

등의 하드웨어와 개발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환경은

다음과 같다. 그림 13은 실제 구축된 하드웨어 구조

도를 보여 주고 있다.

- Windows 7 (×64, ×86), Windows XP (×86)

- Visual Stdio 2010

- Library : OpenCV 2.3.1

- Camera : PS3 Eye (SCEK PlayStation Eye)

그림 14는 실제 개발된 시스템 환경을 보여 주고

있다. 스크린, 프로젝터, 카메라, 노트북 컴퓨터 등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리에 상관없이 일체형으로 개

발이 가능하다. 실제 소형 프로젝터들이 일체형으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쉽게 해결될 것이

라 생각한다.

그림 14. 실제 개발 시스템 환경

3.3 결과 고찰

3.3.1 기본 동작 인식률 및 정확도 측정

다양한 컴퓨터를 제어하는 실험은 일반적인 환경

에서 별도로 훈련되지 않은 일반 사용자 6명을 통하

여 클릭이나 더블 클릭, 드래그 등의 동작을 일정 수

만큼 반복하게 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성공률을 인식

률로 측정하였다. 표 1은 다양한 제어 동작에 대한

인식률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제어 동작에 대한 인식

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닫기 동작에서 조금 낮

은 동작 인식률이 보인 것은 펜이 반응하는 영상 평

면에서 터치 지점 감지가 아주 작은 단기 버튼일 경

우는 오류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영상 처리를

통해 펜의 지점을 인식 시 그 정밀도를 더 향상시켜

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제안된 기술의 정확도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단순 작업(원 그리기, 직선 긋기)에 의한 적외선

처리에 의한 화면 상의 터치 지점에 대한 정밀도를

측정하였다. 원 그리기와 직선 긋기 각각 10회 씩 반

복하여 각각의 회 차에 대한 화소 단위의 오차를 평

균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원 그리기는 평균 15%정도

의 오차 화소가 발생하였으며 직선 긋기는 원 그리기

보다는 좀 더 나은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곡선

부분에서 앞에서 언급한 획득된 적외선 터치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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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항목

측정값
원 그리기 직선 긋기

오 차 율 0.15 0.11

표 2. 정확도 측정 결과 (단위: %)

그림 15. 드래그 이벤트(창 크기 조절)

그림 16. 프레젠테이션 동작 테스트 그림 18. 플래쉬 게임 제어 장면

(touch point)의 정밀도가 곡선 부분에서 오류로 반

영이 많이 됨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발생한 오류

부분은 정확한 실제 위치와 오차 범위가 단위 화소

정도로 측정 되었다. 그러나 실제 시스템을 사용하기

에는 충분히 안정된 성능을 보여 주고 있으며, 좀 더

정밀한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언급한 적외선

터치지점 (touch point) 획득의 정밀도를 학습 알고

리즘 등을 통하여서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3.3.2 컴퓨터 제어 실험

컴퓨터 제어는 마우스의 기본동작인 클릭, 더블클

릭, 드래그를 이용하여 그림판, 파워포인터 프로그램

등에서 동작 테스트를 하였다. 그림 15는 프로젝터

화면에서 적외선 펜을 이용하여 창 크기 조절, 그림

16은 파워포인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발표 자료에 대

한 동작 이벤트 실험, 그림 17은 그림판에서 정밀도

실험을 하는 장면이다. 각각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이 기본 제어 이벤트가 매우 양호하게 동작함을 알

수 있으며, 실제 프로젝터에 연결된 컴퓨터를 원격으

로 제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기존의 빔프로젝터 기반의 회의 시

스템에서 단순 레이져 포인터와 컴퓨터를 직접 제어

하며 수행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비접촉식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빔프로젝터의 화

면을 띄울 수 있는 곳이면 사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

지고 있다.

그림 17. 그림판 동작 테스트

3.3.3 게임 제어(Game control) 실험

기존의 플래쉬 게임(Flash Game)을 통해서도 개

발된 스마트 스크린 터치 시스템의 정밀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

게임을 할 때도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이 기술

의 활용 폭이 넓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실

험용으로 사용된 게임은 Angry Birds Rio이다[6]. 현

재는 기본 마우스 버튼 이벤트에 기반한 제어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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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였으나 적외선 펜의 다양한 동작 패턴을 추가

하면 매우 다양한 동작이나 섬세한 제어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 기술의 한계점은 첫 번째로 적외선 카메라와

프로젝터 설치구조에 따른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이 문제는 프로젝터와 카메라가 일체화 될

경우 해결될 것이라 생각된다. 만약 일체화되지 않은

경우는 설치 구조에 따라서 실제 동작과의 오차가

정확도 측면에서 조금 증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자연광에 섞여 있는 적외선에 의해서

야외 또는 자연광이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에서는 사

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컴퓨터와

적외선 카메라의 처리 및 데이터 전송속도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반응오차이다. 이러한 대부분의 문

제는 하드웨어적으로 모두 해결이 가능하며, 임베디

드형 스마트 프로젝터 개발로 가능할 것이라 고려

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빔프로젝터의 기능을 사용

자 측면에서 향상시킨 스마트 터치 프로젝터(smart

touch projector)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에 요구

되는 구조와 기술을 제안하였다. 적외선 펜을 사용하

여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처리를

통하여 제어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실제 다양한 실제

동작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추후 과제로는 여러 가지 예외 처리(제어 객체가

이미지의 영역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 카

메라가 움직임과 동시에 객체도 움직이는 경우 등)

를 해결하여 동작의 정확도를 높여야 하며, 일체형

시스템 설계에 대한 부분도 더욱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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