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17, No. 12, December 2014(pp. 1430-1436)

http://dx.doi.org/10.9717/kmms.2014.17.12.1430

일반벽 터치 스크린의 손가락 터치 판별을

위한 그림자 정보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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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General Wall Touch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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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opose an algorithm which detects the touch of the fingertip on a general wall using the shadow

information. Nowadays, there is a demand for presentation systems which can perceive the presenter's

action so that the presenter can use natural movements without extra interface hardware. One of the

most fundamental techniques in this area is the detection of the fingertip and the recognition of the touch

of the fingertip on the screen. The proposed algorithm recognizes the touch of the fingertip without using

the depth information, and therefore needs no depth or touch sensing devices. The proposed method

computes the convex hull points of both the fingertip and the shadow of the fingertip, and then computes

the distance between those points to decide whether a touch event has occured. Using the proposed method,

it is possible to develop a new projector device which can perceive a fingertip touch on a general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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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교실이나 발표장에서 스크린을 손으로 직접

터치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다 [1-9]. 특히, 센서를 부착하지 않은 일

반적인 벽을 터치 스크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

이 개발되고 있다. 이는 센서를 부착한 스크린이 달

린 장소뿐만 아니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액티

브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펜이나 마우스를 이용하지 않고 사

람의 손이나 손가락을 인식하여 인터액티브한 프레

젠테이션을 수행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커짐에 따

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4,5]. 손을 인식하는 인터액티브 기술은 크게 손을

검출하는 기술, 손을 추적하는 기술, 그리고 손의 스

크린 터치를 판단하는 기술로 구분될 수 있다. 손의

스크린 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은 스크린 자체를 터치 센싱이 가능한 하드웨어로

구성하는 방법이다[6]. 그러나 이 경우, 하드웨어적

으로 특별히 제작된 스크린이 아니면 터치를 센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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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neral wall touch system screen using Kinect 

sensor (adopted from www.ubi-interactive.com).

(a) (b)

Fig. 2. Showing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point of 

interest of the IR pen touch screen (a) point re-

gion lightened by the IR pen (b) Obtaining the 

center point of the point region shown in (a). The 

center point is obtained by taking the center of 

the top, bottom, left, and right point of the point 

region in (a). 

수 없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일반

벽에 빔프로젝터로 스크린에 화면을 투사하더라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스크린에 대한 영상정보를 취득

하고 취득된 영상정보에 대해 영상처리를 수행하여

손의 검출, 추적, 터치여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손의 검출과 추적은 2차원적인 영상정보

를 가지고도 가능하나, 손의 터치여부의 판단은 손의

깊이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영상정보만 가지고

손의 터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

다. 이 때문에 손의 스크린 터치여부를 판단하는 문

제는 난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

soft)사가 개발한 키넥트로 얻은 RGB영상과 깊이영

상으로부터 손을 검출하고 터치를 인식하는 터치스

크린 기술을 사용한다[7,8]. 이러한 기술은 키넥트를

이용해 오차 없이 입력이 가능하다. 기존에 활용하던

빔 프로젝트와 키넥트만 있다면 벽이든 천장이든 원

하는 곳을 터치스크린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로 각광

받고 있다(Fig. 1).

키넥트를 이용한 방법 외에, 즉 영상의 깊이 값을

계산해주는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 없이, 적외선 장치

만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벽을 터치스크린으로 만드

는 방법이 있다. 이중에서 가시광선 조명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외선(IR)을 이용하는 방식이 많

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사용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적외선광을 내는 적외선

펜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외선 펜이 발생시키는 적

외선광을 적외선센서가 인식하여 적외선펜의 위치

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적외선펜이 발생시키는 적외

선광은 적외선센서에 의해 취득된 영상에서 하나의

점 영역으로 나타나고 Fig. 2(a), 이 점 영역의 중심점

을 펜의 핀 포인트로 결정한다[10].

그런데 적외선펜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적외선

펜의 발광점은 검출이 가능하나 그 발광점에 대한

깊이정보가 없기 때문에 벽면을 터치하는 여부를 판

단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방식은 적외선 투광기를

통해 적외선 광을 스크린에 투사하는 방식으로 적외

선 반사광을 적외선 센서가 인식하고 적외선 영상을

구성한 후 이 적외선 영상에 영상처리 기법을 사용하

여 움직임이나 터치의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벽터치 스크린을 구

현하였으며, 이때 상대적으로 어려운 터치의 판별이

가능하기 위해 그림자 정보를 사용하였다.

2. 그림자 정보를 이용한 벽터치 스크린

손가락이 벽을 터치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가락을 추출해야 한다. 손가락영역을 추출한

후에는 손가락끝 부분이 벽을 터치했는지를 판단하

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터치여부를 판단한다.

2.1 시스템 구성

전체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은 적외선 투광기,

적외선 카메라, 빔프로젝터로 이루어진다(Fig. 3(a)).

빔프로젝터로 벽면에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띄우는

데,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취득된 적외선 영상에는

프레젠테이션 등은 보이지 않고 손과 그림자만 보이

게 된다(Fig. 3(b)). 이때 그림자 영역이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벽에 빔 프로젝트의 광선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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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Proposed wall touch system (a) hardware configuration (b) Infrared frame obtained by the system of (a). 

The content projected by the beam projector becomes invisible in the IR frame.

Fig. 4. Showing the convex points and defect points 

obtained by the convex hull algorithm on a RGB 

frame.

아니라 적외선 투광기를 사용하여 추가의 적외선 광

선을 투영한다. 이때 투광기 빛과 방향을 잘 조절하

여 그림자와 손 영상이 적외선 센서를 통해 잘 취득

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취득된 적외선 영상에 대해 배경모델링을

수행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하얀 벽면영상을 얻게

된다. 배경모델링을 수행해도 되지만, 초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영상을 배경영상으로 사용하여도

된다. 이 배경 영상과 현재 적외선 영상 프레임간의

차를 통해 손과 그림자만 나타나는 영상을 얻게 된다

(Fig. 3(b)).

2.2 손가락 및 손가락 그림자 끝 포인트의 추출

손가락 끝 포인트의 추출은 볼록껍질(Covex hull)

알고리즘에 의해 추출된다. 임의의 포인트들로 구성

된 집합 의 볼록껍질들이란 집합 의 모든 포인트

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볼록조합의 집합을 말한

다. 집합 의 각 점 들은 가중치가 부여되는데,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도록 부여된다. 이 가중치 들

의 값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볼록껍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 ∧
  



   (1)

볼록껍질 알고리즘이란 상기의 식 (1)에 의해 구

성되는 여러개의 볼록껍질들 중에서 나머지 모든 포

인트들을 선택한 몇 개의 포인트들이 만드는 볼록

다각형의 내부에 있게 하는 알고리즘이다[11-13].

Fig. 4는 볼록껍질 알고리즘을 일반적인 카메라로 취

득한 손 영상에 대하여 수행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그림에서 분홍색 포인트들은 볼록껍질 포인트를

나타내며,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는 손가락 끝 포인트

들이 볼록껍질 포인트로 추출된다. 반대로 오목한 부

분들인 오목(defect)포인트들(Fig. 4의 노란색 점들)

의 추출도 볼록껍질 알고리즘에 의해 가능하다.

손 터치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손가락의 끝

포인트뿐 아니라 손가락 그림자의 끝 포인트의 추출

도 필요하다. 손가락 그림자의 끝 포인트가 더 선명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가락 그림자의 끝 포인트 추출

을 먼저 수행하고, 다음에 손가락 그림자의 끝 포인

트를 중심으로 주변영역에 손가락 끝 포인트의 위치

를 확인하여 손가락 터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보통 사람은 발표 자료를 손가락으로 포인팅하고,

이때 포인팅하는 손가락이 가장 좌측 (또는 우측)에

튀어나오게 되므로 검출한 그림자 영역의 볼록

(convex) 포인트 중 가장 좌측에 있는 포인트를 손가

락 끝의 그림자로 검출한다. 하지만 이 경우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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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Convex points of the shadow regions in the IR 

frame (a) showing the convex points (blue dots) 

of the shadow regions (b). showing only the 

most right convex point of the shadow region.

(a) (b)

Fig. 6. Showing the convex points of the fingertip (red 

point), the shadow of the fingertip (green point), 

and the defect point between the finger and and 

the shadow region (blue point) in (a) the IR frame 

(b) the shadow removed IR frame.

영역이 여러 개가 나오므로 그림자 영역 갯수 만큼의

좌측 포인트가 생긴다(Fig. 5(a)). 그 중 x좌표값이

가장 큰 좌측(또는 우측) 포인트만 남기고 나머지 포

인트들은 지운다. 이는 가장 좌측(또는 우측)에 있는

그림자영역의 볼록 포인트가 손가락의 끝 포인트이

라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다음에 이 포인트를 중심

으로 검색영역을 설정한다(Fig. 5(b)). 차후에 이 검

색영역 내부에서 손가락의 끝 포인트를 검색하여 손

가락 그림자의 끝 포인트와의 거리를 계산하게 된다.

그림자나 잡음으로 인해 잘못된 볼록 포인트들도 생

기는데, 이 포인트들은 영상에 대해 간단한 모폴로지

필터링을 수행하여 제거한다.

다음으로 손가락 끝 포인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림자영역을 지워야 한다. 그림자 영역은 밝기

값이 작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진화(thresholding)

을 수행하면 대부분의 그림자 영역을 어느 정도 제거

할 수 있다. 다만 그림자의 가장자리 부분이 약간씩

남아 있게 되는데, 남아 있는 그림자의 가장자리 부

분은 미디안 필터링(Median filtering)을 사용하여

제거한다. Fig. 6(b)는 Fig. 6(a)의 영상에 이진화와

미디언 필터링을 수행하여 그림자영역을 제거한 영

상이다. 이 영상에 대해 직접, 또는 차분 영상을 얻은

후에 다시 볼록 껍질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볼록 포인

트를 찾으면 손가락 끝 부분의 포인트를 검출할 수

있다.

2.3 벽터치 여부 판단

손가락으로 벽을 터치하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손

가락의 끝 포인트와 손가락 그림자의 끝 포인트가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므로 손가락이 벽을 터

치했는지의 여부를 손가락의 끝 포인트와 손가락 그

림자의 끝 포인트가 얼마나 가까와졌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손가락의 끝 포인트와 손가락 그림자의

끝 포인트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그 거리가 일정 수준

보다 짧으면 손가락이 벽을 터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실험하다보면 그림자영역을 완벽

하게 제거하지 못하여 남은 잔상 때문에, 그리고 조

명의 각도에 의한 영향 때문에 손가락 끝 포인트와

손가락 그림자의 끝 포인트만으로는 터치여부가 제

대로 판단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

해 손가락과 손가락 그림자가 만드는 오목 포인트를

하나 추가로 추출한다(Fig. 6). 손이 벽을 터치하여

손가락과 손가락 그림자의 끝점들이 가까와지면 이

오목 포인트도 같이 가까와지게 된다.

그러므로, 손가락 끝 포인트, 손가락 그림자 끝 포

인트, 오목 포인트의 세 개의 포인트 간의 거리가 충

분히 가까워졌을 때 이를 벽을 터치한 것으로 간주한

다. 즉,

        ≤ (2)

일때 벽을 터치한 것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은

손가락 그림자의 끝 포인트의 위치벡터, 는 손가

락 끝 포인트의 위치벡터, 그리고 은 오목 포인트

의 위치벡터를 나타내며 은 사전에 설정해둔 임계

값을 나타낸다.

2.4 전체 알고리즘

Fig. 7은 제안한 방법의 전체 알고리즘의 순서도

를 나타낸다. 제안한 방법의 처리과정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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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verall flowchart of the proposed system.

1. 적외선 투광기로 적외선 빛을 벽면에 투영하고

적외선 카메라로 벽면에 대한 적외선 영상( )을 취

득한다.

2. 적외선영상에 대하여 손가락과 손가락 그림자

가 만드는 오목영역의 오목 포인트()을 추출한다.

여러개의 오목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으나 그 중에

가장 좌측(또는 최우측)에 있는 포인트만 선택한다.

하기의 손가락 그림자의 끝포인트와 손가락의 끝 포

인트에 대해서도 가장 좌측(또는 우측)에 있는 포인

트만 선택한다.

3. 적외선영상에 대하여 배경모델링을 수행하여

배경영상( )을 얻는다.

4. 배경영상( )과 현재 적외선 영상 프레임( )간

의 차분을 수행하여 차분영상()을 얻는다.

5. 차분영상()에 대하여 볼록껍질(Convex Hull)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손가락 그림자의 끝 포인트

( )를 추출한다.

6. 차분영상( )에 대하여 이진화(Thresholding)

와 미디안(Median) 필터링을 수행하여 그림자영역

을 제거한 차분영상()을 얻는다.

7. 그림자영역이 제거된 차분영상에 대해 볼록껍

질(Convex Hull)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손가락 끝 포

인트( )를 얻는다.

8. 상기의 과정을 통해 얻은 포인트  , ,에

대하여 판별식 (2)를 수행하여 터치한 여부를 판단한

다. 즉,  , ,가 충분히 가까와졌다면 벽을 터치

한 것으로 판단한다.

Fig. 8은 위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손가락 터치

로 움직이는 게임을 대해 벽면에 투사된 영상으로

실행하는 장면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방법으로 만든 벽터치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터치하

여 3가지 종류의 게임을 실행한 결과와 일반 PC에서

마우스로 게임을 실행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제안

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다른 터치 스크린

들과의 비교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 그럴

려면 타사의 터치 스크린 시스템을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일반적인 PC 마우스 시스템과의 비교

를 수행하였다. 사용한 투광기는 야간투시거리가 50

미터이내이고, 방사각이 45도인 저급 적외선 투광기

이며, Window7 운영체제의 2.0GHz CPU를 탑재한

PC를 사용하였다. 빔 프로젝터는 2000안시의 소형

빔 프로젝터인 소니 VPL-CX70를 사용하였다. 게임

을 이용한 이유는 게임이 터치의 성공률을 점수화하

여 나타내주기 때문이다. 게임의 점수는 터치의 판별

속도, 판별의 정확성 등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속도, 정확성의 성능을 모두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알고리즘 자체의 성능보다 벽터치와 마우스의

사용의 차이에 의해 결과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있으

나, 조건이 같다고 가정하고 수치화하였다. 게임의

점수는 같은 사용자가 마우스 시스템과 제안한 벽터

치 스크린을 사용하여 같은 게임을 여러번 수행한

결과점수를 평균화하여 계산하였다. Table 1은 3가

지 다른 종류의 게임에 대해 마우스의 클릭과 터치의

정확성 및 속도를 비교하였다. 비교 성능률(Com-

parative Performance Ratio)은 마우스 시스템에 대

한 제안한 벽터치 스크린의 터치성공률의 비를 나타

낸다.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제안한 시스템은

상당한 안정성 및 터치 성공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제안한 시스템의 터치 성공 인식 범위의 거리

는 스크린의 크기가 가로 80cm, 세로 60cm일 경우

약 0.2cm이내이며, 이는 스크린 대비 약 1/400의 정

확도를 보이고 있으며, 터치한 순간부터 인식되기까

지의 인식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0.13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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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the proposed wall touch system and the conventional mouse clicking system using games. 

The Screen width and height are 80cm and 60cm, respectively

Type of Game Description of Game
Comparative Performance

Ratio [%]
Maximum Touch
Radius (cm)

Game 1 Exploding balls by touching the balls 87.86 0.32

Game 2 Activate shooting event by touching 85.43 0.34

Game 3 Activate rolling event by touching 83.91 0.31

Fig. 8. Screenshot of playing a touch game with the 

proposed wall touch system.

3. 결  론

그림자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알고리즘의

복잡함과 성능과 비교할 때 그림자 정보를 사용하였

을 때 손가락의 터치 여부가 쉽게 판별이 됨을 볼

수 있었다. 제안한 방법은 어느 장소에서나 별도의

복잡한 하드웨어 구성없이 손가락을 사용되는 벽 터

치 스크린 응용에 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존의 단순 빔프로

젝터에 적외선 투광기와 적외선 카메라를 내장하여

손가락 터치를 인식하는 새로운 빔 프로젝터 제품의

개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외선 투광

기와 적외선 카메라가 추가되므로 하드웨어 비용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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