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20, No. 12, December 2017(pp. 1890-1900)

https://doi.org/10.9717/kmms.2017.20.12.1890

1. 서  론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어린이 교육을 위한 전자

기기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유형의 

물리적 자료와 결합된 IT 보조 교육론은 완구 및 유

치원 교육 사업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1]. 물리적 도

구를 사용한 감각적 체험 교육에 컴퓨터와의 상호작

용을 활용하여 공간 감각을 증진시키고 학습 성취를 

이룰 수 있다[2]. 실제 교육환경에서도 학습 동기를 

촉진시키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

한 태블릿과 태블릿으로 구동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3-5].

칠교는 Fig. 1과 같이 작은 이등변 삼각형 2개, 중

간크기의 정사각형과 평행사각형 각 1개, 큰 이등변 

삼각형 2개로 총 7개의 조각으로 구성되며, 놀이를 

통한 아동 교육에 활용되는 전통적 학습 교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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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의 예시와 같이 칠교 퍼즐 조각의 재배치를 통

해 다양한 모양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추론능력을 키우고 문제를 수학

적으로 공식화 하여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6]. 또한 칠교놀이를 통해 창의적인 발상과 

기하학적 사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감각적 인지

능력을 기를 수 있다[7].

본 논문에서는 전통적인 칠교를 이용한 놀이에 IT

분야의 응용 기술을 결합하여 교육의 효과와 아동의 

흥미 유발 효과를 최대화 하고자 한다. 물리적 교구

를 그대로 사용하여 전통적 칠교놀이가 가지는 촉각

과 시각의 공감각적 두뇌 자극효과를 유지하면서, 태

블릿의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이미지 처리 및 물체 

인식 기술로 아동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아동의 흥미와 학습효과가 상승 작용하도록 한다. 이

러한 방법이 가지는 또 다른 장점은 스마트 기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문제를 예방하면서도 스마트기

기를 이용한 교육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다. 현대에는 

아동들이 스마트기기를 일찍부터 접하여 물리적 교

구만으로 구성된 놀이에 흥미를 쉽게 잃어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아동들이 스마

트 기기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나쁜 자세와 시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8]. 제안된 시스템을 사

용할 경우, 양자의 부작용을 동시에 극복하면서도 교

육 효과, 흥미와 학습 동기 유발이 동시에 달성 가능

할 것이다.

객체 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SIFT[9], SURF

[10], ORB[11]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key-point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SIFT(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는 크기와 위치에 불변한 특징

점을 찾고, 각 특징점이 가지는 방향성을 가중치에 

따라 정렬하여 객체의 크기, 위치 또는 회전에 상관

없이 객체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이다. SURF(Speeded

Up Robust Features)는 이미지 컨볼루션 연산에 적

분 이미지를 사용하여 SIFT에 비하여 속도가 빠른 

장점을 가진다. ORB(Oriented FAST and Rotated

BRIEF)는 기존의 FAST 알고리즘을 보완하여 회전

에도 적용 가능한 특징점들을 빠르게 찾아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특징 점을 사용하는 복잡한 알고리즘은 

많은 리소스를 소비하며 실시간 처리를 보장하지 않

는다.

또 다른 이미지에서의 객체 인식 방법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딥러닝 기술이 있다. 딥러닝 알고리즘

을 사용하는 경우 20 종류의 객체 클래스를 두는 경

우에서 인식률이 90%를 웃도는 뛰어난 성능을 보인

다. 그러나 이러한 성능의 객체 인식에 소요되는 샘

플 이미지는 20가지의 객체 클래스를 포함할 때 약 

1000만장이다[12]. 본 연구에서 목적하는 칠교 객체

는 단순한 모양을 조합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를 구성

한다. 각각의 형태를 기계학습으로 인식하는 방법은 

목표하는 결과에 비하여 과도하게 오랜 시간과 데이

터를 필요로 하게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접근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인식에서의 전통

적인 방법인 에지 및 윤곽 추출로 관심영역(Regions

of Interests)을 검출하고, 관심영역에 대한 추가 처

리를 활용하여 주어진 객체를 인식하는 방법을 제안

하고 실험적으로 그 효용성을 보이고자 한다. 1장 이

후 본 논문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칠교 

퍼즐을 인식할 때의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3장에서

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Fig. 1. Tangram Puzzles.

Fig. 2. Examples of Combination of Tangram Puzzle 

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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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에서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진행한 실험 

결과를 보이고 5장에서 결론을 내린다.

2. 문제 정의

제안된 칠교 퍼즐 놀이를 위한 IT시스템의 하드웨

어 구성은 Fig. 3에서와 같이 태블릿, 거울과 스탠드

로 구성된다. 스탠드는 태블릿을 고정시켜 태블릿과 

물체간의 거리 및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사용

되며, 태블릿에 설치된 거울은 책상 위의 칠교 조각

들을 인식 하기 위하여 입력되는 상의 방향을 전환시

킨다. 태블릿 응용 프로그램은 입력이미지로부터 각 

퍼즐 조각을 인식하고 조각이 구성한 객체를 판별하

여 결과를 LCD 디스플레이에 출력한다.

실제 환경에서 Fig. 3과 같은 시스템을 구성하였

을 때, 입력되는 이미지로부터 각 퍼즐 조각을 정확

하게 식별하는 데에는 광원 및 카메라의 각도 차이로 

인한 여러 장애들이 있다.

Fig. 4(a)와 Fig. 4(b)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하는 

칠교 퍼즐은 측면 두께가 있어, 퍼즐의 위치에 따른 

변화가 발생한다. 카메라와 퍼즐의 거리가 가까울 때

와 멀 때 측면 두께가 다르고, 두께 부분에 생기는 

그림자의 색과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체 인식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거리에 따라 기하학적 

투영 변환으로 퍼즐의 모양이 납작하게 보이거나 도

형 모서리의 각도가 변하는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문

제는 광원의 위치와 밝기에 따른 색상의 변화이다.

밝은 형광등을 광원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Fig. 4(b)

와 같이 이미지의 색상이 선명하다. 반면, 어두운 조

명 환경에서는 Fig. 4(c)처럼 색상의 채도가 전체적

으로 감소하고 자연광만 존재하는 경우 Fig. 4(d)에

서와 같이 흐릿한 이미지가 입력될 수 있다. 또한 광

원의 위치가 한 쪽으로 치우친 경우, Fig. 4(c)에서 

보이는 그림자와 같이 그림자의 크기가 커진다. 이러

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적은 자원으로 실시간 객체 

인식을 하는 것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알고리즘의 

목표이다.

3. 객체 두께에 강인한 인식 방법 제안

칠교 퍼즐 인식의 과정은 크게 전처리, 퍼즐 조각 

인식, 객체 판별, 그리고 객체 매칭 단계로 구성된다.

Fig. 5에서 퍼즐 인식의 전반적인 과정을 각 과정별 

입출력과 함께 보여준다. 먼저, 태블릿의 카메라로 

입력되는 이미지로부터 전처리 과정으로 ROI 이미

지를 추출하고, 다음으로 퍼즐 조각을 인식하는 

Recognize_Puzzle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이 후, Find_

Config 알고리즘으로 퍼즐들의 조합을 판별하고, 마

지막으로 database와 일치하는 퍼즐의 id를 이용하

Fig. 3. Tablet PC with Mirror and Stand.

(a) Distant position (b) Close position (c) Dim light (d) Natural light

Fig. 4. Examples of Input Image Dist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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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결과를 출력한다.

3.1 전처리

전처리 과정에서는 원근법에 의하여 변형된 입력

이미지를 평면도로 바꾸어 퍼즐을 본래의 모양대로 

인식하게 하고,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퍼즐

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을 설정한다. 먼저, 카

메라로부터 입력받는 이미지를 변환하여 퍼즐을 본

래의 형태가 되게 한다. 카메라의 시야각을 넓히기 

위하여 태블릿을 기울인 상태로 고정하므로 입력되

는 이미지에서 칠교 블록의 형태는 변형되어 있다.

역투시변환(inverse perspective transform)[13] 수

행으로 이미지를 평면도로 변환하여 블록을 원래의 

형태로 되돌린다. 역투시변환은 원근법을 제거하는 

3 × 3 matrix를 구하고, 입력 matrix의 각 픽셀 값을 

계산하는 식(1)에 대입하여 결과를 도출한다.

   

 
 

  


(1)

다음으로 퍼즐 조각이 위치한 영역을 찾기 위하여 

에지 추출 후 테두리를 구한다. 이 테두리에 따라 퍼

즐 조각이 배치 된 ROI를 설정한다. Fig. 6은 입력 

이미지부터 전처리의 각 단계를 보여준다. Fig. 6(a)

은 태블릿 카메라로부터 입력받은 이미지이고, Fig.

6(b)은 입력이미지를 역 투시 변환한 결과이다. Fig.

6(c)은 화면 전체에서 에지 추출을 수행한 이미지이

며, 이를 기반으로 Fig. 6(d)과 같이 ROI를 설정한다.

3.2 퍼즐 인식 알고리즘

칠교에 사용되는 두께를 가진 다각형을 모두 인식하

기 위하여 Fig. 7에 나타난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Fig. 7에 제안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나타나는 

출력되는 이미지들을 Fig. 8에 나타내고 있다. 영상

에서 칠교를 구성하는 각 조각을 찾는 알고리즘은 

크게 세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그림자 및 

두께의 영향 제거, 둘째는 각 조각의 일부임이 확실

한 중심 부분 찾기, 그리고 셋째는 조각들의 경계선

을 찾아내어 구분하기이다. 이 세 과정을 각각 그림

과 더불어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자 및 두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Fig. 8(a)와 Fig. 8(b)에 해당하는 그림을 출

력한다. 먼저, 전처리 과정에서 설정된 ROI 이미지에

서 Fig. 8(a)과 같이 에지를 추출하되 RGB 채널 모두

에서 추출하여 블록의 모든 에지를 세세하게 찾는다.

RGB 각 채널에서 추출된 에지 결과 이미지를 모두 

더하여 에지를 조합한다. Fig. 8(b)는 추출된 에지들

을 모폴로지 확장을 통해 합친 결과이다. 주목할 것

은 조각들의 측면 그림자나 조각들의 두께로 인하여 

Fig. 5. Tangram Game System Overview.

(a) Input Image (b) Inverse Perspective (c) Edge Detection (d) ROI Identification

Fig. 6. Preprocessing to Figure out ROI from Input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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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여러 개의 선들이 모폴로지 확장 연산과정에

서 두꺼운 하나의 선으로 단순하게 병합되어간다는 

것이다.

칠교 조각이 분명한 최소한의 부위를 찾아내는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그림은 Fig 8(c)부터 Fig. 8(f)

이다. Fig. 8(c)은 검정색의 배경과 흰색의 전경을 보

여준다. 본 연구에서 배경은 퍼즐과 구분되는 회색 

톤이 많은 단조로운 색을 가졌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배경은 HSV색상 공간에서 매우 낮은 S(saturation)

값을 가지며, 이를 기준으로 이진화를 수행하여 Fig.

8(c)과 같은 전경과 배경이 분리된 이진 영상을 얻는

다. Fig. 8(d)은 Fig. 8(b)과 Fig. 8(c)의 bitwise-AND

연산으로 얻은 이진 영상이다. 이 영상에서는 모든 

조각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흰색 부분은 퍼즐 

조각의 일부이다. 흰색 영역에서 거리 변환 연산

(distance transform)을 수행하여 Fig. 8(e)의 결과를 

얻고, 적절한 임계값을 적용하여 이진화를 수행함으

로 Fig. 8(f)의 영상을 얻는다. 이 Fig 8(f)의 영상의 

흰색 부분은 그림자나 두께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고 

찾은 각 퍼즐 조각의 중핵 부위라고 간주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조각의 영역을 뚜렷이 찾

아낸다. Fig. 8(g), Fig. 8(h), 그리고 Fig. 8(i)이 그 

결과이다. 먼저, Fig. 8(f)에서 찾아낸 조각들의 중앙 

부위를 기반으로 watershed 알고리즘으로 각 조각

의 영역을 색을 기준으로 최대한 확장한다. Fig. 8(f)

에서 찾아낸 영역의 픽셀들을 watershed 알고리즘

의 seed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영역 영역별로 동일한 

픽셀 값을 인위적으로 부여한다. 단, 배경도 하나의 

영역으로 간주하기 위하여 전체 그림의 각 모서리 

한 픽셀에 seed값으로 0을 배정하였다. Fig. 8(g)은 

영역별로 부여된 픽셀 값을 시각적으로 구분되어 나

타내기 위해서 픽셀 값을 편의상 정규화한 이미지이

다. Fig. 8(h)은 Fig. 8(g)을 기준으로 watershed를 

적용하여 유사 색상 영역을 최대화한 결과이다. Fig.

8(i)는 watershed 결과 이미지에서 다시 에지를 검출

하여 각 블록별로 영역을 구분한 결과이다. 각 영역

에서 도형의 꼭지점 좌표를 구하고, 이 정보를 다음 

단계로 반환하여 퍼즐 조각 각각의 형태와 상대적 

위치 인식에 사용한다.

3.3 퍼즐 형태 판별 알고리즘

블록 인식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블록의 형태

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은 Fig. 9와 같다. 퍼즐 조합 

정보를 구하는 알고리즘은 퍼즐 인식 알고리즘으로 

얻은 7개 조각 각각의 좌표 정보를 이용하여 각각의 

조각을 식별하고, 도형 간의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한 

거리벡터 및 각 도형이 수평선과 이루는 각도벡터,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뒤집힘 여부를 구하여 형태 정

보를 얻는 과정이다. 즉, 다음 식 (2)과 같은 구성벡터

(configuration vector)로써 각각의 형태를 구분하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를 구성한다.

    ⋯   ⋯     ⋯  

   ⋯  and  (2)

위 식 (2)에서 dij는 퍼즐 조각 i와 j의 무게 중심 

간의 거리이다. 단 i가 j보다 작은 경우만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의 거리 또는 중복되는 거리를 제외한다.

식 (2)에서 ai는 조각 i의 회전 각도이다. 구성벡터 

CV는 21개의 di 와 7개의 ai 값으로 구성되어 특정 

퍼즐구성의 형태를 유일하게 구분하도록 해준다.

먼저 도형의 꼭지점 좌표를 구하고, 이를 기반으

로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무게중심을 구한다. (Fig.

9의 1단계)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가 (x1, y1),

(x2, y2), (x3, y3)일 때, 무게중심 G의 좌표(XG, XG)는 

Fig. 7. Flowchart for Puzzle Object Recognition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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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과 같다.

 

    
  

    
(3)

한편, 사각형의 네 꼭지점의 좌표가 (x1, y1), (x2,

y2), (x3, y3), (x4, y4)일 때, 무게중심 G의 좌표(XG,

XG)는 식 (4)와 같다.

 

   
  

   
(4)

Fig. 10은 식(3)과 식(4)로 구한 각 퍼즐 조각의 

무게 중심을 나타낸 결과이다.

다음으로 계산된 무게 중심 좌표 픽셀이 가지는 

색조 값을 이용하여 퍼즐 조각의 색상을 파악하되,

조명에 의한 색상 변화에 영향 받지 않기 위하여 상

대적인 색조 값만 사용한다(Fig. 9의 2단계). HSV

컬러영역에서 색상을 결정하는 H 값의 상대적인 크

기에 따라 구분한다.(Fig. 9의 3단계). H값의 상대적 

순서는 빨, 주, 노, 초, 하늘, 파랑, 보라색이다. 단 빨

간 색은 가장 작은 값(0) 또는 가장 큰 값(255)으로 

측정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 순서를 결정한다. 퍼즐 

조각을 파악하는 또 다른 요소로는 모서리 수와 그 

비율이 있다. 모서리 수에 따라 삼각형과 사각형을 

구분하고 모서리의 길이 비율에 따라 평행사변형과 

정사각형을 구분한다(Fig. 9의 4단계). 이러한 단계

를 거쳐 색조 값의 상대적인 순서와 각 영역의 모서

리 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퍼즐 조각을 식별한다.

다음은 Fig. 9의 (e)부터 (g)까지의 단계로, 각각의 

식별된 조각들의 배열로 이루어진 전체적 구성형태

(configuration)를 유일하게 구분한다. 구별된 조각

들이 이루고 있는 구성형태에 대한 정보는 식 (2)의 

CV를 찾는 것으로서 이는 거리벡터와 회전벡터로 

(a) Edge Detection (b) Make edge thick to remove side (c) Background detection in HSV

(d) Separating pieces with
logical operation

(e) Distance transform (f) Thresholds of (5)

(g) Seed numbering (h) Watershed (i) Separating pieces

Fig. 8. Steps of Recognize_Puzzl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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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먼저 거리벡터는 조각들의 무게중심 간의 

거리에 대한 정보로 총 7개 블록일 때, 거리벡터는 

중복되는 거리를 제외하면 21차원이다. Fig. 11(a)는 

모든 조각들 중심 간의 거리를 나타낸 그림이고, (b)

∼(h)는 각 조각이 다른 조각과 이루고 있는 거리를 

나타낸 따로 그린 그림이다. 거리벡터에 블록 사이의 

거리 값을 빨, 주, 노, 초, 하늘, 파랑, 보라색 조각 

순서로 저장하며 7차원이다. 따라서 구성벡터 CV는 

총 28차원의 벡터로 구성형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회전 각도는 블록의 가장 긴 변이 수평선과 이

루는 각도 값을 사용한다. 좌표상의 한 점(x, y)이 

주어졌을 때, 이 한 점과 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수평

선과 이루는 각도θ를 구하기 위한 식은 다음과 같다.

식 (5)의 변수 x, y는 도형의 긴 변을 이루는 두 

점 중에서 한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 하였을 때 다

른 점의 좌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직각삼각형의 

각도를 구한다면, 삼각형의 가장 긴 변을 찾고 해당 

 









arctan 


 if   and ≥

arctan

   if   and  

arctan

   if  



 if    and  



 if    and  

(5)

변을 이루는 두 점을 구한다. 그 중 한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한 후에 다른 변의 좌표 (x, y)를 아크탄젠

트에 대입한다. 아크탄젠트로 구한 값은 (–π/2)부터 

(π/2) 이나, 양수의 각도 값을 얻기 위하여 식 (5)와 

같이 각도 θ를 설정한다. Fig. 12의 (a)는 x, y가 모두 

양수인 경우로 식 (5)의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고,

Fig. 12(b)와 Fig. 12(c)는 x가 음수인 경우로 식 (5)

의 3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Fig. 12(d)는 식(5)의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식 (5)의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경우는 도형의 가장 긴 변이 세로축과 일치 할 

때의 각도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도형이 수평선으로부터 회

전한 각도를 계산하며, 회전각도는 0부터 2π까지의 

값을 갖는다. 다만 평행사변형 블록은 뒤집힌 경우를 

구분하여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블록을 가로 방향으

로 놓았을 때 왼쪽 아래 모서리 각도가 왼쪽 위 모서

리 각도보다 작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블록이 뒤

집힌 경우에는 회전 각도를 음수로 변환한다. 계산된 

각 블록 조각의 회전각도는 거리벡터에서와 같이 빨,

주, 노, 초, 하늘, 파랑, 보라색 순서로 저장한다. 거리 

벡터와 회전 벡터를 기반으로 입력 이미지 퍼즐이 

이루고 있는 형태 정보를 벡터로 구성하여 반환한다.

3.4 퍼즐 매칭 알고리즘

칠교 퍼즐 인식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인 퍼즐 

매칭 알고리즘은 Fig. 13과 같이 입력퍼즐을 분석하

여 얻은 구성 벡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구성벡

터들과 비교하여 오차 범위 내에서 가장 유사한 매칭 

결과를 출력하고 반환하는 과정이다.

입력 이미지로부터 얻은 구성벡터가 주어진 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벡터와 일치

하면 매칭 알고리즘은 일치한 구성의 ID를 반환한다.

구성벡터는 정수 28개를 포함하고 있는 일차원 벡터

이며, 데이터베이스 내에 각 형태에 따라 블록 형태

Fig. 9. Flowchart for Finding Configuration Algorithm.

Fig. 10. Centers of 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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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저장할 때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 구성벡터

가 저장되어 있다. 정수 28개가 모두 오차 범위 안에

서 일치할 시에는 해당 구성벡터의 인덱스를 반환하

여 식별된 칠교 퍼즐 ID로 사용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NULL을 반환하여 인식 실패를 나타낸다. 반환

되는 값에 따라서 결과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태블

릿 LCD화면에 출력하여 현재 매칭 결과를 보여준다.

Fig 14은 입력이미지에서의 구성벡터와 데이터베

이스를 비교하여 출력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Fig.

14(a)의 왼쪽은 입력이미지이며, 여기서 찾아진 구성

벡터는 데이터베이스의 고양이 형태의 구성벡터와 

일치하여 오른쪽과 같이 해당 모양 이름을 입력 이미

지에 그려서 출력한다. 반면 Fig. 14(b)에서 왼쪽 이

미지와 같이 손 등의 외부 물체가 입력되면 블록 형

태가 달라지고, 이 정보로 구해진 구성벡터는 데이터

베이스에서 일치되는 경우가 없게 된다. 매칭이 실패

한 경우 출력되는 결과는 Fig. 14(b) 오른쪽 이미지와 

같다.

4. 실험 결과 

칠교를 개, 고양이, 새의 3가지 형태로 구성하여 

(a) All distance pairs (b) Distance pairs based
on red block

(c) Distance pairs based
on orange block

(d) Distance paris based
on yellow block

(e) Distance paris based
on green block

(f) Distance paris based
on sky-blue block

(g) Distance paris based
on blue block

(h) Distance paris based
on purple block

Fig. 11. Distance pairs between blocks.

(a) x>0 and y>0 (b) x<0 and y>0 (c) x<0 and y<0 (d) x>0 and y<0

Fig. 12. Block Angle with a Point (x, y).



1898 멀티미디어학회 논문지 제20권 제12호(2017. 12)

퍼즐 인식 알고리즘을 실험하였다. Fig. 15는 인식 

실험에 사용한 칠교 구성형태를 보여준다.

각 모양마다 약 900프레임씩 총 2,700정도의 프레

임으로 실험하여, Table 1의 결과를 얻었다. 실험에

서 사용하는 영상은 자연광의 영향이 적은 실내에서 

형광등을 이용하고, 태블릿의 각도를 고정한 상태로 

촬영하였다. 시간의 간격을 두고 촬영하여 그림자의 

위치나 두께가 달라지도록 하고 배경은 채도가 낮은 

연보라색으로 설정하였다. 실험은 intel core i7-6700

CPU, 8GB RAM의 PC환경에서 이루어졌다.

실험 결과 평균 인식률은 85.9%, 평균 인식 시간은 

105.29ms로 측정되었고, 고양이 모양의 인식률이 가

장 높고, 다음으로 새, 개 모양의 인식률이 높았다.

반면 인식시간은 고양이 모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소요하였고, 다음으로 개 모양, 새 모양은 근소하게 

차이 났다. 인식률이 모양에 따라 근소하게 차이가 

나며, 블록의 조합에서 이웃한 블록에 의한 반사광에 

의하여 색이 변하는 경우에 인식률이 감소하는 현상

을 보였다.

새 모양의 경우, 노란색은 파란색의 반사광으로 

인해 색이 어두워져 hue값이 소폭 상승한다. 반면 다

른 쪽에 이웃한 하늘색은 노란색 반사광으로 hue값

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블록의 색이 잘못 결정되어 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는 전체적으로 반사광이 많이 생기는 직사광선 아

래에서보다 자연광이 약한 경우에 인식률이 더 좋아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인식 저하 요인으로는 독립적으로 사용되

는 블록의 영향이다. 개 모양의 칠교 퍼즐에서 강아

지 꼬리를 표현하는 하늘색 삼각형은 다른 블록들과 

변이 맞닿아 있지 않아 다른 블록들과의 거리 변화나 

블록의 각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는 고양이 모양에서 꼬리를 나타내는 평행사변형의 

경우도 비슷하다.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0.1초를 소

비하여 실시간으로 인식이 가능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칠교 퍼즐 조각을 효과적으로 인식

하는 시각기반의 물체 인식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퍼

즐 조각은 두께가 있는 평평한 다각형 모양으로 색상

이 다양하고 통상적으로 7개이며, 입력되는 이미지

로부터 각 퍼즐 조각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에는 

광원 및 카메라의 각도 차이로 인한 여러 장애조건이 

Fig. 13. Algorithm Flowchart for Matching Configuration.

Table 1. Experimental Results of Recognizing Tangram

Bird Cat Dog Average

Hit rate 0.852 0.892 0.833 0.859

Time(ms) 96.83 119.17 99.87 105.29

(a) Matched result (b) Not matched result

Fig. 14. Result of Applying Match_config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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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제안 알고리즘에서는 기울어진 태블릿에

서 입력되는 이미지를 역투시변환하여 각도에 의하

여 변형되는 퍼즐 모양의 영향을 극복하였다. 퍼즐 

조각의 두께와 조명에 의하여 발생하는 그림자의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블록으로 인정되는 최소 영

역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블록을 구분하였

다. 블록의 조합을 판별하는 데에는 블록간의 무게 

중심 거리를 사용하여 화면에서의 블록 위치와 상관

없이 형태를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색상의 절대 값

을 사용하지 않고 각 블록 사이의 상대적인 값만 활

용하여 그림자가 생기거나 조명이 변화되어도 각 퍼

즐조각을 인식하도록 구성하였다. 실제 실험결과, 제

안 알고리즘은 퍼즐 조각의 두께에 의한 여러 문제에

도 불구하고 매우 정확하고 빠른 결과를 나타내었으

며, 실시간 처리로 피드백을 바로 출력하여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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