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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카메라로 별도의 센서나 장갑을 사용하지 

않고 손동작을 인식하여 문자를 입력하는데 사용되는 가상 키보드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click gesture는 쉽고 직관적인 동작을 

사용하여 가상 키보드의 문자를 입력 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착용형 디스플레이 장치(Head mounted display)에 

적합한 multi-tab 기반의 키보드에서 효율적으로 입력하기 위해 간단한 

동작을 추가한 multi-layer click gesture 를 개발 하여 보다 빠른 문자 

입력이 가능하다. 손동작을 이용한 click gesture에 적합한 가상 

키보드를 개발하였으며 3x4, 4x4 및 5x4 배열의 키보드와 함께 다양한 

사이즈의 키보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입력시간 예측 

simulation을 통하여 개발한 키보드 별로 최적화된 layout을 구하여 

입력 시간을 단축시켰다. 마지막으로 양손을 이용하여 입력할 수 있는 

양손 click gesture를 개발하여 자연스럽고 빠른 입력이 가능하다. 또한 

양손용 키보드를 개발 및 최적화된 layout을 적용시켜 입력 속도를 

높였다. Simulation 결과 제안된 양손용 키보드 중 (좌 4x4, 우 5x4) 

키보드는 ‘ABC’ 키보드 layout의 입력 시간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 

128.69%의 성능 향상을 제공한다. 

 

주요어 : Augmented Reality, Hand Recognition, Virtual Keyboard, 

Keyboard Layout Optimization, Multi-layer Gesture, Ambidextrous 

Click Gesture. 

학  번 : 2003-3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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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상용 

기기가 도입되면서 이에 대한 기술들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는 증강현실 기술은 현실 

세계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부가적인 정보들을 보강해 제공할 수 

있다. 증강현실 기술은 가상현실의 한 분야로 현실과 가상을 

혼합하여 원래의 현실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게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다. 이러한 기술은 영상처리, 컴퓨터 비전, 

그래픽 기술과 함께 디스플레이 장치 기술을 결합시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하는 증강현실에서 사용자가 가상의 이미지나 

영상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직관적이며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위해 손을 이용한 인터페이스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 

손은 사람이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체 기관이며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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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이용하거나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사람들간의 간단한 손동작으로 

인사 또는 수화 등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손동작을 통하여 상호간의 의사를 전달하듯이 최근 

사람과 컴퓨터와의 상호작용(Human-Computer Interaction, 

HCI)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손동작 인식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다. 

키보드나 마우스 대신에 컴퓨터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영상에서 손동작을 인식하는 기술은 

직관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1][2]. 

증강현실 제어를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로는 손가락과 손등에 

센서를 착용하여 손의 움직임을 센서의 신호를 이용하여 추적하는 

방식의 인터페이스[3], 손의 특정 부위에 색상이 있는 점들을 

표시하여 점들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마커 기반 입력 

인터페이스[4][5], 특정한 색상이나 또는 센서가 장착된 장갑을 

착용하여 손의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감지하는 방식의 

인터페이스[6][7][8]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입력을 

위하여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손을 인식하는 연구에는 싱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부색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의 

인터페이스[9][10] 등이 있으며 Microsoft 사의 Kinect 나 듀얼 

카메라를 사용하여 영상의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손을 탐지하는 

방식의 인터페이스[11][12]가 있다. 이러한 방식은 3차원 공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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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물체들에 대해 거리 별로 구분을 하여 인식 할 수 있다. 

외곽선을 인식하는 방식에는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손에 대한 

외곽선을 인식하는 방법의 연구[13][14][15][16]이 있으며, 피부 

색 정보를 이용하여 손 영역을 분리한 이후 외곽선을 처리하여 

손동작 및 손가락의 위치를 인식하는 방법의 인터페이스가 

있다[17][18]. 이렇게 손동작 인식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구글사에서 출시한 구글 글래스(Google 

glass)나 MS사에서 출시한 홀로렌즈(Hololense)와 같은 착용형 

디스플레이(HMD)에서 손동작 인식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최신 자동차에는 음악을 들을 때 손동작을 이용하여 

볼륨 조절을 하는 기능도 있다. 이는 운전시 물리적인 버튼을 찾아 

조절을 하려 할 때 집중력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된다. 추가적으로 손동작을 이용하여 

네비게이션 탐색이나 에어컨 조작과 같이 다양한 기능을 

부여해준다면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되었던 키보드와 마우스는 가장 보편적이며 중요한 

입력장치이지만 휴대용 기기에 사용하기에는 이동 시 부피 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 키보드 

방식의 입력장치가 개발 되었다. 가상 키보드는 모바일 기기나 

HMD 시스템 같이 스크린을 통해 터치가 가능하거나 카메라가 

장착된 기기만 있으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상 키보드는 ‘화면’ 키보드라고도 하며 현재 위치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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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관계없이 쉽게 익숙한 방법으로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문자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또한 가상 키보드는 

다양한 언어와 키보드 배열을 지원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기에 

적합한 입력 방식이다. 가상 키보드에 사용 가능한 키보드에는 

QWERTY 방식의 일반 키보드와, 모바일 폰에서 많이 사용하는 T9, 

3x4 multi-tab 방식의 키보드가 있으며 사용자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키보드가 개발 되고 있다[19][20][21].  

하지만 최적화 된 키보드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손 동작 

인식을 통한 입력 방식으로 증강현실/가상현실 환경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느린 상태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입력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싱글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손동작을 인식하여 가상 키보드를 입력 할 수 있는 click 

gesture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click gesture는 엄지와 검지 

사이의 접촉으로 정의 한다. 집게 손가락은 입력할 문자의 글쇠를 

가리키며 엄지와 검지의 접촉이 되는 순간 문자가 입력된다. 이 

방법은 3차원 공간에서 카메라를 통한 촬영된 2차원적인 손동작 

인식이 간단하고 입력 순간을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으므로 

입력속도가 향상된다. 또한 다양한 문장에 대한 alphabet 빈도수 및 

상호 빈도수에 대한 통계를 조사하여 입력예측 simulation 모델을 

만들어 입력시간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키보드 layout 설계를 

제안한다. 그리고 multi-tab 방식의 키보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입력이 가능할 수 있는 multi-layer gestur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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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다. 성능 검증을 위해 다양한 분석을 통해 손동작을 이용한 

새로운 키보드 입력 시스템의 효율성을 입증한다. 마지막으로 

양손을 이용하여 자연스럽고 빠른 입력이 가능한 양손 click 

gesture를 제안한다. 또한 양손 click gesture로 문자를 입력하기에 

적합한 양손용 키보드를 제안한다. Simulation 결과 제안된 양손용 

키보드 중 (좌 4x4, 우 5x4) 키보드는 ‘ABC’ 키보드 layout의 

입력 시간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 128.69%의 성능 향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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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내용 

 

   본 논문에서는 손동작 인식 기반의 가상 키보드 타이핑 

시스템을 제안하도록 한다. 첫 번째는 손동작 인식을 위해 

영상에서의 사람의 피부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손 모양과 위치를 

탐색한다. 색상 정보는 빛의 밝기 차에 따라 인식에 있어서 변화가 

커지기 때문에 밝기와 색상이 분리된 YCbCr 색 공간으로 변환한 

후 피부색을 이용하여 손과 배경 영역을 분리한다. 모폴로지 방법을 

사용하여 노이즈를 제거 하여 좀더 명확하게 손 영역을 분리한다. 

그 다음 손의 윤곽선 정보를 이용하여 펴져있는 손가락들의 위치와 

개수를 구한다. 엄지와 검지손은 click gesture 동작을 인식하는데 

사용되고 나머지 다른 손가락들은 layer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두 

번째는 손동작을 인식하여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 영상 속에서 

가상으로 존재하는 가상 키보드를 제작 한다. 가상 키보드는 

실제로는 보이지 않지만 카메라로 입력 받는 영상의 화면 위에 

겹쳐서 보이도록 하며 사용자의 언어와 목적에 맞게 다양한 종류의 

키보드가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손동작을 이용한 click gesture 

입력에 적합한 가상 키보드를 제작하였으며 성능 분석을 위해 

모바일 기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ABC’ 방식의 3x4 키보드 

배열을 기준으로 디자인 하였다. 세 번째는 성능 분석을 위해 

손동작을 이용한 click gesture를 통하여 가상의 키보드를 입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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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입력 시간 예측을 위한 simulation 모델을 만든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영어 문장 및 e-book을 기준으로 

alphabet들의 빈도수 및 상관 빈도수 통계를 적용하여 보다 빠르게 

입력 할 수 있는 최적의 키보드 배열을 찾는다. 네 번째는 간단한 

손동작을 추가하여 multi-tab 방식의 키보드에서 좀더 빠르고 

효율적인 입력이 가능하도록 multi-layer gesture를 제작한다. 

다섯 번째는 다양한 layer의 키보드를 디자인하여 각각의 입력 

예측 시간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양손 입력이 가능한 양손 click 

gesture를 추가하고 양손 입력에 최적화된 키보드 배열을 제작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 C버전의 OpenCV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다. 

 

 

 

 

 

 

 

 

 

 

 



 

 8 

1.3 논문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이용하는 증강 현실에 대한 연구와 손동작 인식 기술, 가상 키보드 

기술에 대한 이전 연구 내용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손동작 인식 

기반의 가상 키보드 입력 방식 기술에 대해 제안한다. 4장에서는 

빠른 입력을 위한 가상 키보드 배열을 최적화 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5장에서는 효율적인 키보드 입력을 위한 다양한 gesture 

기능에 대해 제안한다. 6장에서는 다양한 키보드 배열 디자인 및 

최적화에 대해 제안한다. 7장에서는 양손 인식 click gesture 입력 

방식 기술과 양손용 키보드를 제안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내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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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전 연구  

 

2.1 증강현실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이란 가상 현실의 한 

분야에서 나온 기술로써 현실세계에 가상의 체험을 결합하여 

보여주는 기술이다.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가상의 물체와 

상호작용 함으로써 향상된 현실 감을 제공한다. 증강 현실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Van Surtherland가 개발한 see-through 

HMD가 최초라고 보며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 초에 보잉사가 

“Augmented Reality”라는 명칭을 쓰면서 본격화 되었다. 

증강현실은 디지털 체험 기술을 이용한 3차원 입체 영상을 통해 

제공되는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의 컨텐츠 정보들을 더욱 풍부하고 

현실감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증강현실은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목적물에 대해 3차원 가상현실을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용이한 구현 조건을 가질 뿐 아니라 현실세계 및 

가상세계에서 구하기 힘든 부가적인 정보들을 보강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 1과 같이 인간 공학,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건축설계, 기계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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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증강현실 기술 활용 분야 

 

증강현실의 핵심 요소는 체험 기술에 맞게 제작된 다양한 

내용의 컨텐츠와 사용자의 신체기관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증강되는 상호작용성이라 할 수 있다. 

실제와 가상의 사물 제어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한 증강현실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다. Kato et al. 은 마커를 기반으로 한 인터페이스를 

제안하였다[22]. 그의 연구는 기존에 증강시킨 물체를 마커가 부착 

된 패들을 통해 증강된 객체에 대한 제어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실체 환경에서 물체를 다루는 방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직관적이어서 별도의 훈련이 필요 없으며 

구현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패들에 사용한 마커를 인식 

시키고 기존에 가상의 물체를 증강시킬 때 사용한 마커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움직임을 계산해 준다. 하지만 마커를 붙여야만 인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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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마다 번거로운 과정이 들어가게 된다. Lee 

et al. 은 손가락 끝 점을 검출하여 사용한 증강현실과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HandyAR 방식을 제안하였다[23]. 이러한 방식은 

마커가 없이 손모양을 인식하여 가상의 객체를 제어하기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손모양을 

인식하기 위해 각각의 손가락 끝 점을 검출하여 움직임을 추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손동작이나 빛의 변화에 의해서 알고리즘의 높은 

복잡도로 인하여 객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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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손 추적 및 손동작 인식 

 

손을 인식하기에 있어서 기존 연구를 보면 모델 기반과 외형 

기반으로 나뉜다[24]. 모델을 기반으로 한 손인식 방법은 

3차원적인 손 모델을 기준으로 영상에서의 손모양을 비교하여 

인식하는 방법이고 외형 기반의 방법은 색상, 깊이 정보, 움직임 

정도 등을 이용하여 손 모양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손동작을 

이용하여 문자를 직접 그리거나 가상키보드를 입력하는 연구로 

나누어 진다. Lackton et al. 은 deterministic boosting을 이용하여 

alphabet, 숫자, 간단한 기호 및 마우스 버튼 제어 동작에 대한 

46가지의 수화에 대해 손모양을 구분해 내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25]. Argyors et al. 은 2D 및 3D 손동작을 통해 

컴퓨터 마우스를 제어하기 위한 비전 기반 인터페이스 방식을 

제시하였다[26]. 그의 연구에서 손가락의 손톱을 인식하고 

손동작을 단어 형태로 해석하여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마우스를 

제시하였다. Liu et al. 은 손동작 추출 및 인식을 위한 능동적 통계 

모델을 적용하였다[27]. 실시간 분할 및 추적 시스템으로 손 

모양을 발견하면 특징 점 세트가 자동 및 수동으로 윤곽을 따라서 

표시된다. 일련의 특징 벡터가 정규화 되고 정렬되어 Principle 

Component Analysis(PCA)에 의해 학습된다. 이러한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통해 손을 구별하는 Active Shape Model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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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작을 이용하여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로 Wang et 

al. 은 3차원 공간에서 손의 움직임에 대한 궤적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그리는 방식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28]. Elmezain et al. 은 HMM(Hidden Markov 

Model)을 이용하여 피부색과 3D depth map을 이용하여 손을 

감지하고 움직임을 추적하여 숫자 및 A에서 Z까지의 alphabet을 

그리는 방식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29]. 하지만 

손동작으로 궤적을 이용하여 문자를 그리는 방식은 손동작이 크기 

때문에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동작이 필요하며 하나의 

문장을 완성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Markussen et 

al. 은 벽면에 투영된 가상키보드를 보며 손으로 공중에서 원하는 

글쇠를 잡는 동작을 이용하여 가상 키보드를 입력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8]. 이 연구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으며 

사용자는 손과 손가락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반사 표시가 있는 

장갑을 착용하였다. 하지만 이 방식은 추가적인 장치를 별도로 

착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손장갑과 같은 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 손동작을 인식하는 연구로 Togootogtokh et al. 은 Machine 

learning을 통하여 손의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 손끝 움직임을 

인식하여 가상 키보드를 입력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30]. 하지만 

클릭을 위한 손동작에 대한 정의가 행동 유형의 구조상 

부자연스러우며 정확한 타이밍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클릭 동작을 완료하기가 어려워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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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입력 속도가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고정된 

smart TV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AR/VR과 같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환경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  

 

 

 

 

 

 

 

 

 

 

 

 

 

 

 

 

 



 

 15 

2.3 가상 키보드 

 

컴퓨터에서 입력장치로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 인터페이스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다. 이중에서 일반적인 키보드는 hard-

keyboard 방식으로 글자와 숫자, 기호 및 다양한 기능 글쇠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손으로 입력하기에 편리 하도록 사이즈가 큰 

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기기의 

사용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터치 스크린상에서 입력을 할 수 있는 

soft-keyboard 방식의 키보드가 등장하였다. 가상 키보드는 글자 

입력에 대한 영역을 물리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모니터 화면 상의 

감지 영역으로 사용한다[31]. 가상의 키보드에서 글쇠를 누를 때 

동작하는 감지 영역은 프로그램에 의해 입력을 받을 수 있다. 

키보드의 배열 방식은 데스크탑 환경에서 양손을 사용하는 hard-

keyboard 방식과 휴대용 기기에서 한 손가락 또는 두 손가락을 

사용하는 soft-keyboard 방식으로 나누어진다. Hard-keyboard 

방식은 QWERTY, 두벌식, 그리고 Dvorak 방식이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QWERTY 키보드는 타자를 치는 속도가 낮고, 피로감을 

유발하며, 학습에 대한 능력에 대한 참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디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PC 및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키보드의 경우 키보드 배열을 재 배치하여 

입력 속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Bi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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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은 QWERTY 키보드를 기준으로 하여 선명도, 입력 속도 및 

QWERTY 친숙성 측면의 세가지를 각각 평가하는 방식으로 키보드 

배열을 최적화하여 문자 입력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였다[32]. 

Smith et. Al. 은 수학적인 최적화 방법을 적용하여 정확도, 속도 및 

QWERTY 유사도와 관련된 키보드 배열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33]. 

여기에서 제스처 타이핑 속도와 QWERTY 유사성을 모두 수용하여 

키보드 배치를 최적화 한다면 정확도가 향상되며 학습 능력 

향상에도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QWERTY나 두벌식 방식이 

표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에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하지만 

soft-keyboard는 아직까지 표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휴대용 

기기에 맞게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FITALY’키보드는 한 손가락 입력 방식으로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기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안 되었다. 이 

키보드는 영어 단어들의 사용 빈도수를 고려하여 입력 시간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alphabet을 기준으로 

가깝게 배열함으로써 한 손 터치나 stylus 팬을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었다. 키보드의 구조도 정사각형 모양으로 좁은 

화면에서도 글쇠를 터치하기에 적당한 크기로 설계 하였다. 

Mackenzie et al. 은 모바일 시스템용 고성능 soft keyboard인 

‘OPTI’ 키보드를 제안 하였다[34]. 이 키보드는 

‘FITALY’보다 더 효율성이 높으며 QWERTY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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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에 대한 예측 속도보다 약 35%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Zhai et al. 은 벌집 형태의 ‘Metropolis’ 키보드를 제안 

하였다[13]. 이 키보드는 Fitts’ law에 근거하여 이동거리를 

최소화하였으며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space bar를 중심으로 

모음을 가까이 배치하였으며 거리에 따라 자음 및 기능 키를 

배치하였다. 그림 2는 single-tab 방식의 QWERTY, Dvorak, 

FITALY, OPTI, Metropolis 키보드 들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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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WERTY keyboard 

 

(b) Dvorak keyboard 

 

(c) FITALY key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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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PTI keyboard 

 

(e) Metropolis keyboard 

Figure 2 Single-tab 방식의 soft-keyboards 

 

 

 

 

 



 

 20 

하지만 QWERTY 키보드와 같이 일벌씩으로 되어 있는 방식은 

모든 문자를 입력할 때 한번의 click으로 가능하지만 글쇠 하나당 

alphabet과 숫자를 하나씩 배치하기 때문에 글쇠의 개수가 

많아지고 한정된 공간상에서 글쇠의 크기가 작아질 수 밖에 없다. 

화면이 작은 mobile 환경에서 사용되는 multi-tab 방식의 

키보드는 하나의 글쇠에 2~4개의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글쇠로 많은 문자를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ulti-tab 

방식의 키보드 배열 최적화에 대한 연구에서 Arnott et al. 은 각 

키를 두드리는 빈도가 최대한 비슷하도록 문자를 균일하게 

배열하는 ‘Frequency keyboard’를 제안하였다[35]. Yin et al. 

은 다양한 키보드 배열 context를 통합한 일반적 수학적 모델을 

이용한 ‘Cyber Swarm’ keyboard를 제안하였다[19]. 이러한 

방식은 인체 공학적 기준과 모호성 예측 효과를 동시에 수용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림 3은 multi-tab 방식의 Alphabetic, 

Levine, TOC, Frequency, Cyber Swarm 키보드들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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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phabetic keyboard 

 

  

(b) Levine key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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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OC keyboard 

 

(d) Frequency key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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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yber Swarm keyboard 

Figure 3 Multi-tab 방식의 soft-key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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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손동작 인식 기반 가상 키보드 입력  

 

3.1 개요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손동작을 

인식하여 가상 키보드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카메라로 

입력 받은 영상에서 사용자의 손의 위치와 모양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가상 키보드 입력을 위한 click gesture 동작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손과 배경을 분리하고 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이진화 영상을 만든다. 또한 morphology 

기법을 이용하여 이진 영상의 잡음을 제거하여 구하고자 하는 모델 

생성을 위해 영상을 정규화 한다. 손가락의 위치를 탐색하기 위해 

정규화된 영상에서 손에 대한 특징을 추출한다. 손가락의 위치를 

추적하여 움직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손동작의 명령들을 

인식한다. 가상 키보드를 입력하기 위해 눈의 위치에서 카메라를 

촬영하기 때문에 입력 영상은 기본적으로 손등이 보이며 엄지와 

검지만 편 상태로 앞을 지시하는 모습을 click gesture 준비 

동작으로 정의한다. 카메라 입력 영상은 2차원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손동작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클릭 동작은 엄지를 검지 

손가락 옆 부분에 닿을 때의 모습을 click gesture로 정의한다. 

그리고 클릭 동작이 인식 되었을 때 검지 손끝의 위치에 있는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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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의 문자를 출력하게 된다. 그림 4는 제안하는 방법의 동작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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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inger gesture recognition system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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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작 인식 과정을 보면 싱글 카메라에서 RGB 영상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손의 위치를 검출하기 위해 색상 정보를 

이용하는데 RGB 색상 영상은 센서의 차이와 조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RGB to YCbCr 블록에서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는 

YCbCr 색상 영역으로 변환시킨다. Hand area segmentation 

블록에서는 피부색 영역을 분리하여 이진화 과정을 거처 손 영역을 

검출한다. Noise canceling 블록에서 손과 배경의 다양한 노이즈를 

제거 한다. Convex hull extraction 블록에서 손가락 외곽 부분을 

검출하고 Convexity defect 블록에서 손의 블록 결합을 구하여 

각각의 손가락들의 위치와 개수를 구분한다. Tip and thumb 

recognition 블록에서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탐색한다. 

Click gesture recognition 블록에서는 click gesture를 인식하여 

검지 손이 위치한 글쇠의 문자 값을 저장하고 마지막으로 text 

print out 블록에서 문자를 화면에 출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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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양한 색상 공간 모형 

3.2.1 RGB 색상 공간 모형 

 

    

   

(a) 

 

(b) 

Figure 5 (a) RGB 가산 혼합 (b) RGB 색상 공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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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에서 손을 탐색하기 위해서 사람의 피부색 

정보를 이용한다.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색상 모델을 이용하여 색

을 표현하는데 주요 색상 모델에는 RGB, CMY, HSV 등이 있다. 그

림 5 (a)의 RGB 모형은 빛의 삼원색인 빨강(Red), 녹색(Green), 

파랑(Blue)을 기본 색상으로 모든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색상 

채널당 8bit로 구성되며 색을 혼합하면 명도가 올라가는 가산 혼합 

방식이다. 따라서 빛의 성질과 똑같아 3색이 동일한 비율로 혼합된

다면 흰색이 된다. 빛의 성질과 같다는 점 때문에 카메라에서 촬영

된 영상을 디스플레이 장치인 TV나 모니터 등에 기본적으로 적용

되는 방식이다. 그림 5 (b)는 RGB 색상 공간 모형을 나타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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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CMY 색상 공간 모형 

 

  

(a) 

 

(b) 

Figure 6 (a) CMY 감산 혼합 모형, (b) CMY 색상 공간 모형 

CMY 모델은 그림 6 (a)와 같이 색의 3원색인 청록색(Cyan), 

자주색(magenta), 노란색(Yellow)을 기본 색상으로 모든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CMY는 물감을 섞을 때 위의 3원색을 기준으로 

만든 모형이다. 색은 물감의 경우처럼 혼합 할수록 명도가 

낮아지므로 감산 혼합 방식이다. 그림 6 (b)는 CMY 색상 공간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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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HSV 색상 공간 모형 

 

 

(a) 

  

(b) 

Figure 7 (a) HSV 색상 공간 모형, (b) HSV 색상환 

HSV는 그림 7 (a)와 같이 색상(Hue), 채도(Saturation), 

명도(Value)를 기준으로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색상(Hue)은 색상 자체를 의미하며 빛의 파장의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 가시광선의 경우, 파장이 길면 빨강, 짧으면 보라색 

계열이 된다. 채도는 색의 맑고 탁한 정도인 순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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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색의 경우 채도가 높고 색을 섞을수록 채도가 낮아지며 회색에 

가까워 진다.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이며 빛의 진폭에 의해 

결정된다. 진폭이 크면 빛의 밝기가 커진다. HSV 모델은 

원뿔모양의 좌표계로 표현되며, 이 좌표계 상의 원을 색상환이라고 

한다. 색상환에서 빨강은 0도, 초록은 120도, 파랑은 240도에 

위치한다. 또한 HSV 모형에서 채도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원뿔 중심으로 원뿔 겉면과 수평 거리로 표현된다.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RGB 색공간이다. 카메라에서 

얻어지는 영상은 RGB로 표현된다. RGB 방식은 색상 정보가 밝기 

정보와 조합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조명에 따라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어 skin color를 분리해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같은 색상이라도 조명의 차이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인식 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명에 덜 민감한 색상 공간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색상과 

밝기에 대한 정보를 따로 구분하는 연구가 진행 되었고, 그 결과로 

제안된 방식 중 하나가 HSV 색상 공간이다. 그림 7 (b)는 HSV 

색상환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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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YUV 색상 공간 모형 

 

 

 

(a) 

 

(b) 

Figure 8 (a) YUV의 RGB 색상 구성 (b) UV 색상 공간 모형 

 

 YUV는 YCbCr이라고도 하며 TV 방송에서 한 방송으로 컬러TV와 

흑백TV를 다 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흑백TV에서 이용되던 정보에 

부수적으로 컬러정보를 추가하여 사용하며, 인프라의 큰 교체 없이 

컬러TV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원래 컬러인 이미지가 흑백인 Y와 추가적인 

컬러 정보 UV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8 (a)는 YUV로 변환시 RGB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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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비율을 나타낸다. 자연산에서 가장 많은 색인 green에 더 많은 

공간을 도우서 모든 색이 동일한 범위를 갖는 것에 비해 효율적인 구조를 

만든다. 각 색상의 구성은 Red 30%, Green 59% 그리고 Blue는 11%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8 (b)는 UV에 대한 색상 공간 모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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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RGB to YCbCr 색상 공간 변환 

 

 일반적인 광학 카메라에서 얻어지는 영상은 RGB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RGB 방식은 색상 정보가 밝기 정보와 조합 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조명에 따라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어 피부색을 분리해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같은 색상이라도 조명의 차이에 따라 부위 별로 

다른 색상으로 인식 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명에 덜 민감한 

색상 공간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중 HSV 색상 공간과 

YCbCr(또는 YUV) 색상 공간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조명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는다. 본 논문에서도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RGB 방식의 영상을 조명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YCbCr 방식으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아래의 수식 (1), (2), (3)은 픽셀 별로 RGB에서 YUV 

색상 공간으로 변환하는 수식을 나타낸다. 

 

Y = 0.299*R + 0.587*G + 0.114*B                      (1) 

U = -0.147*R – 0.289*G + 0.436*B                     (2) 

V = 0.615*R – 0.515*G – 0.100*B                       (3) 

 

또한 RGB에서 YCbCr 색상 공간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아래의 수식 (4), 

(5), (6) 과 같다.  

Y = 0.299*R + 0.587*G + 0.114*B                      (4) 

Cb = -0.16874*R – 0.33126*G + 0.5*B                  (5) 

Cr = 0.5*R – 0.41869*G – 0.08131*B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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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Hand area segmentation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RGB 색공간에서 YCbCr 색공간으로 

변환하는 이유는 영상에서 피부색을 이용하여 손을 찾을 때 조명의 

변화에도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다. 다양한 손동작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손과 배경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물체가 있는 배경에서 손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피부색의 특징을 

이용하여 손의 후보에 해당하는 마스크 영역을 추출해 낼 수 있다. 

피부색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RGB 색상 공간의 이미지를 YCbCr 

색상 공간으로 변환한 후, 휘도(Y)를 제외하고, Cb, Cr 만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Cb는 73~158의 값을 Cr은 134~170의 값을 

기준으로 조명이 다른 장소에 따라 ±5 정도 조절을 하여 손 

영역을 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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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RGB 영상 

 

(b) YCbCr 색상 공간으로 변환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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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피부색 분리 이진화 영상 

 

(d) Morphology를 이용한 노이즈 제거 

Figure 9 Hand segment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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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손 영역을 분리하여 마스크를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9 (a)는 카메라에서 입력 

받은 손에 대한 RGB 방식의 원영상이다. 그림 9 (b)는 RGB 

영상을 YCbCr 방식의 색상 공간으로 변환한 영상이다. 그림 9 

(c)는 YCbCr 영상에서 Cb와 Cr 정보를 앞에서 제시한 경계치를 

이용하여 피부색 영역을 분리한 이진화 영상이다. 하지만 배경에서 

피부색과 비슷한 색상의 노이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morphology 

연산을 이용하여 그림 9 (d)와 같이 노이즈를 제거하여 손영역을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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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Morphology를 이용한 노이즈 제거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손과 배경을 분리 시키는 작업을 통하여 

손 영역에 대하여 이진 영상을 구하였다. 하지만 이진 영상에서는 

다양한 노이즈가 존재하는데 이로 인하여 손 영역을 정확히 

분리하는데 방해가 된다. 노이즈 제거를 위하여 앞장의 설명과 같이 

morphology 연산을 이용한다. morphology란 영상을 형태학적 

관점에서 보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morphology 연산의 

예로는 침식(erosion) 연산과 팽창(dilation) 연산이 있다. 침식 

연산은 정해진 영역 내에서 가장 작은 값을 픽셀 중심부의 값으로 

바꾸는 최소값(min) 필터의 역할을 한다. 이진영상에서는 흰색의 

손 영역에서 이들 영역이 줄고 검은색 영역이 늘어난다. 물체에 

대해 배경을 확장시키고 물체의 크기를 축소하는 역할을 한다. 침식 

마스크를 이용하여 연산 과정을 거치면 흰 물체의 가장자리로부터 

한 픽셀을 없애는 효과를 갖는다. 팽창 연산은 침식 연산과 반대로 

영역을 넓혀가는 연산이며 최대값(max) 필터의 역할을 한다. 

물체의 최 외각 픽셀을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물체의 크기는 

확장되고 배경은 축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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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확장(Dilation) 

 

A와 B를 Z 의 부분 집합이라 하고 Ø를 공집합이라 하면, B에 

의한 A의 확장(Dilation) A ⊕B 는 수식 (7)과 같이 정의 된다.  

 

A⊕B={x|Bx∩A≠Ø }                          (7) 

 

여기서 Bx 는 수식 (8) 같이 정의되는 평행 이동이다. 

 

Bx={c|c=b+x, for a∈A}                     (8) 

 

결국 확장이란 B라는 구조 요소(Structural Element)를 A와 

공통 부분이 있는 동안 계속 이동시킨 변위(displacement)의 

집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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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침식(Erosion) 

 

A와 B를 Z 의 부분 집합이라 하고 Ø를 공집합이라 하면, B에 

의한 A의 침식(Erosion) A B 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확장과 

마찬가지로 침식이란 결국 B라는 구조 요소가 A안에 완전히 

포함되는 동안 계속 이동 시킨 변위의 집합이다. 

 

3.1.3 오프닝(Opening) 

 

오프닝은 침식 후에 확장을 수행하는 연산이다. 이 연산은 

이미지의 윤곽을 부드럽게 만들고, 가는 돌출부를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3.1.4 클로징(closing) 

 

클로징은 확장 후에 침식을 수행하는 연산이다. 이 연산은 

오프닝과는 반대로 작은 구멍을 제거하고, 윤곽의 갈라진 틈을 

메우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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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Hand and finger search 

 

   영상으로부터 손 영역을 검출하여 만들어진 이진 영상에서 손의 

외곽을 검출하기 위해서 convex hull을 구한다. Convex hull이란 

여러 개의 점이 주어졌을 때 모든 점들을 포함하는 최소 크기의 

볼록 다각형이다. 즉, 어떤 객체가 convex 하다는 것은 객체에 

속하는 임의의 두 점을 잇는 선분상의 모든 점들이 객체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a) Convex hull 수행 전                 (b) Convex hull 수행 후 

Figure 10 Convex hull 수행 결과 

그림 10 (a)는 주어진 점들의 convex hull 결과를 보여준다. 

(a)와 같이 2차원 공간에서 임의의 점들이 x와 y축에 퍼져 있을 때 

이 점들의 외곽선을 연결하는 꼭지점들만 찾아내기 위해 convex 

hull을 수행한 결과 그림 10 (b)와 같이 크기가 최소인 다각형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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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1 Convex hull 과 convexity defects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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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의 convex hull은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점들의 모든 

convex 조합의 집합이다. 그림 11 (a)는 본 논문에서 인식하고자 

하는 다양한 손 모양에 대한 모델이다. 각 손동작마다 convex 

hull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손 모양을 구분하고 

인식하고자 한다. 그림 11 (a)는 손 영역의 convex hull 경계 점을 

추출한 결과이다. Convex hull 알고리즘으로 주어진 이진 영상에서 

모든 영역에 포함하는 convex polygon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림 11 (b)와 같이 convexity defect 가 생기는 부분과 convex 

polygon의 꼭지점을 연결하여 도형을 만든다. 손의 특징을 

이용하여 convex hull과 convexity defect로 만든 도형을 기준으로 

각각의 손가락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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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Finger detection 

 

Convex hull을 이용하여 손의 외곽을 구한 모델을 이용하여 

손가락들의 위치를 인식한다. 손의 외곽 특징 정보를 단순한 정보로 

얻기 위해 이전 단계에서 구해진 외곽선 정보를 이용하여 외곽선 

특징 점을 추출한다. 추출된 점들 중 손 외곽에 위치한 손가락 끝점 

및 손 외곽 점 그룹과 손가락 사이 점을 분류하기 위해 convex 

hull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여러 점들의 최외곽의 

점들을 연결하는 다각형을 추출할 수 있다. 이 다각형을 구성하는 

꼭지점은 손의 최외곽 점이므로 외곽 특징 점들 중 최외곽 점이 

아닌 손가락 사이 점은 제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손가락 끝점 

및 손 외곽 점만 검출할 수 있다. 손가락 끝점과 손 외곽 점을 

구분을 위해 손가락 끝점이 분포된 손가락 영역과 손목 점이 

분포된 손목 외곽 영역을 구분해주는 영역 경계선이 필요하다. 영역 

경계선의 기준점은 손의 특징 중 손의 중심이 기준을 두고 손이 

뻗어 있는 방향의 법선이 손가락 영역과 손목 외곽 영역을 

나눠주는 기준이 된다. 영역 경계선의 기준인 손 중심점을 

거리변환행렬을 통하여 얻는다. 손 중심점에서 손이 뻗어 있는 

방향을 나타내주는 예각을 가진 외곽 특징점과 손가락 사이 

경계점들 간의 직선의 평균 기울기는 영상에서 손가락이 뻗어져 

있는 방향성을 가진다. 손가락이 뻗어져 있는 방향성을 가진 직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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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선이면서 손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은 손가락이 모여 있는 영역과 

그 외 영역을 구분하기 위한 영역의 경계선이 된다. 영역 경계선을 

통하여 손가락 끝점, 그 외 손 외곽점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펴진 손가락의 끝점은 손 중심점에서 외곽 특징점 

및 손가락 사이 경계점들의 평균 거리보다 길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외곽 특징점들과 손 중심점에서 평균거리보다 크면서 손가락 

영역안에 있는 점 개수로 펴진 손가락의 개수를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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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Click gesture recognition 

 

  이 절에서는 입력 동작을 쉽게 나타낼 수 있는 click gesutre의 

새로운 정의를 사용한다. 아래 그림 12는 문자 ‘A’을 입력하는 

예를 보여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림 12 (a)에서와 같이 검지 

손가락이 가상 키보드의 ‘A’ 글쇠에 놓이며 엄지 손가락은 초기 

단계에서 검지와 분리 되어있다. 엄지가 검지손가락에 닿을 때 

click gesture로 인식하고 그림 12 (b)과 같이 ‘A’ 글쇠의 색이 

흰색으로 나타나며 해당 문자가 입력 된다. Click gesture 입력 

동작이 완료 된 후에 그림 12 (c)와 같이 엄지 손가락은 검지 

손가락으로부터 다시 분리된다. 이런 방식으로, 검지 손가락은 다음 

키로 이동하고 click gesture를 수행하여 다음 문자에 대한 

입력동작을 반복한다. 제안한 click gesture는 기본 동작에서 

엄지손의 약간의 움직임으로 입력 동작이 수행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확하다. 따라서 손동작 만으로도 빠르고 쉽게 입력 할 

수 있으며, 높은 인식률을 가능하게 한다.    

 



 

 49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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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ure 12 Click gesture ope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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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가상 키보드 문자 배열 디자인  

 

4.1 가상 키보드 디자인 

 

제안 한 click gesture는 검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하나의 

문자를 한번의 손동작으로 입력 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개의 

손가락을 함께 사용하여 입력 속도를 높이는 PC용 키보드와 다르다. 

반대로 제안 한 입력 방식은 손가락 하나 또는 두 개를 사용하여 

입력하는 스마트폰용 키보드와 유사하다. 따라서 click gesture는 

스마트폰 키보드와 같이 multi-tab 방식의 3x3 배열의 작은 

키보드를 입력하는데 적합하다. 이 경우 키보드는 9자로 구성된다. 

따라서 alphabet 26자를 나타내는 3세트의 키보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방식과 비슷하다. 그림 13은 3개의 

3x3 배열을 사용하는 26개의 alphabet 배열의 예를 보여준다. 

Layer 1과 layer 2에는 각각 9개의 문자가 할당 되고 layer 3에는 

8개의 문자가 할당 된다. 이 장에서는 간단한 배열 선택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장에서는 더 빠른 선택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배열을 선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것과 

비슷하다. 기본적인 배열에 배치된 문자는 한 번의 클릭으로 입력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배열을 선택하면 엄지와 검지의 접촉이 두 번 

수행 된다. 세 번째 배열을 선택하면 접촉이 세 번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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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에 도시 된 예에서 문자 ‘A’는 첫 번째 배열의 2번째 

글쇠에 있다. ‘A’를 입력하는 경우 검지 손으로 ‘A’글쇠의 

위에 올리고 엄지와 검지 접촉 한번으로 문자를 입력한다. 문자 

‘B’의 경우, 검지 손으로 이 글쇠를 가리키고 엄지와 검지를 두 

번 접촉한다. 하지만 동일한 문자가 연속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 

두 번째 배열에서 엄지와 검지 사이의 두 가지 유형 접촉이 

‘B’로 인식 될 수 있다. 즉 ‘AA’를 입력하기 위해 두 번 

클릭할 때 두 번째 배열의‘B’로 인식 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입력 방식이 채택 된다. 즉, 두 

개의‘A’를 입력하는 방법과 한 개의‘B’를 입력하는 유형을 

구별하기 위해서 클릭과 클릭 사이의 충분한 대기시간(waiting 

time)의 차이를 두어 구분한다.   

 

 

(a) 1-layer characters (b) 2-layer characters (c) 3-layer characters 

Figure 13 3x3 keyboard arrays  

 

Q A D Z B E C F

G J M H K N I L O

P T W R U X S V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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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상 키보드 배열 최적화 

 

 이전의 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click gesture를 사용한 가상 

키보드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고 있는 키보드와 같이 작은 

크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입력 속도를 

높이려는 작은 키보드의 최적 배열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스마트폰 

키보드와 마찬가지로 alphabet 문자는 키보드의 상위 3x3 글쇠에 

배치되고 하단의 3개는 다른 문자와 기능 글쇠로 사용된다. 26개의 

알파벳 문자는 각각 layer 1, layer 2에는 9개의 글쇠에 배치될 

예정이며, layer 3에는 8개의 글쇠에 배치될 예정이다. 그림 13과 

같은 배열에 최적화된 alphabet을 배치한다. 체계적인 최적화 

작업을 위해 목적함수의 공식화가 필요하다. 다음 절에서는 

목적함수 정의와 최적의 키보드 배열을 선택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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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Fitts’ Law 모델 

 

Fitts’ Law는 사용성 분야에서 인간의 행동에 대해 속도와 

정확성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법칙이다. 시작점에서 목표로 

하는 지역까지 얼마나 빠르게 닿을 수 있을지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목표 영역의 크기와 목표까지의 거리에 따라 결정 

된다. 이 법칙은 폴 피츠에 의해 1954년에 발표 되었다[36].  

 

Figure 14 글쇠를 클릭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그림 14에서 살펴보면 먼저 마우스 포인터가 현재 ‘T’ 지점에 

있을 때 ‘M’ 버튼을 클릭할 때의 시간은 목표까지의 거리 D가 

길수록 오래 걸리고 가까우면 덜 걸릴 것이다. 하지만 손이 ‘M’ 

버튼 근처에 도달하면, 사용자는 ‘M’을 지나쳐서는 안되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야 한다. 만약 ‘M’ 버튼의 크기인 W가 

충분히 크다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클릭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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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W가 작다면 속도를 줄여 정확히 클릭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게 된다. 따라서 Fitts’ Law란, 

떨어진 영역을 클릭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영역까지의 거리 D와 

영역의 폭 W에 따라 달라지는데, 거리가 멀수록, 버튼이 작을수록 

클릭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게 된다.  Fitts’ Law는 키보드를 

입력하기 위한 인터페이스에서 손의 물리적 이동 시간을 예측하는 

공식이다. Fitts’Law의 대표적인 수식은 (9)와 같다.  

 

            
 

 
                               (9) 

  

위의 수식에서 D는 k번째 문자를 입력시 글쇠 간의 

거리(Amplitude)이고, W는 글쇠의 폭(Width)이다. 계수 a와 b는 

키보드나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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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Fitts’ Law 모델을 이용한 이동 시간 예측 

 

이 절에서는 click gesture를 통한 가상 키보드 입력시간을 

예측하기 위한 simulation model을 만들기 위해 Fitts’ Law를 

이용하며, objective function을 구하여 최적화된 키보드 layout을 

설계한다.  

 

Figure 15 Multi-tab 방식의 키보드 글쇠간 거리 

먼저 그림 15와 같이 3x4 multi-tab 방식의 키보드를 입력할 때 

글쇠간의 위치에 따라 거리가 차이가 난다. 글쇠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동 시간은 줄어 들고 멀어질수록 이동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전에 입력한 글쇠를 기준으로 이동하지 

않고 같은 글쇠를 다시 입력하는 거리를 0, 바로 옆의 글쇠를 입력 

1로 정하고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0~8 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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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글쇠의 크기 W는 5.25 을 기준으로 

글쇠간의 떨어진 거리 D를 구하였다. 1-layer의 글쇠만을 입력하는 

경우를 Fitts’ Law 식(9)를 이용하여 이동 시간 MT 를 구하였다.  

  

Table 1 Fitts’ Law를 이용한 거리 별 이동 시간 예측 

 

 

 

 

 

 

 

 

 

 

 

 

 

 

 

 

 

 

Distance D W MT

0 0.00 5.25 488.000

1 5.25 5.25 593.000

2 7.42 5.25 621.513

3 10.50 5.25 654.421

4 11.74 5.25 665.895

5 14.85 5.25 691.359

6 15.75 5.25 698.000

7 16.60 5.25 704.024

8 18.93 5.25 719.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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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Formulation of the objective function 

 

 Fitts’ law에 근거한 식 (9)의 목적 함수는 단일 layer에 대해 

공식화 되어 있기 때문에 multi-layer 키보드에는 적합하지 않다. 

새로운 목적 함수는 multi-layer 키보드에 대해 다음 (10)식과 

같이 정의 된다.  

 

                  
 

   
                              (10) 

 

부가 항 S(k)는 multi-layer 키보드에서 layer를 선택하는 시간을 

나타낸다. 이 layer 선택시간 S(k)는 키보드 레이아웃이 선택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이전 절에서 논의 된 선택 방법에서 S(k)는 

다음 식 (11)과 같이 표현된다.  

 

                                                   (11) 

 

여기에서 C(k)는 click gesture 시간이고, n(k)는 layer 선택을 

위해 클릭 동작의 수이다. 마지막 항 W(k)는 같은 키를 반복적으로 

입력 할 대기 시간이다. n(k)의 경우 첫 번째 layer의 문자는 1, 두 

번째 및 세 번째 layer의 문자는 각각 2와 3이다. W(k)의 대기 

동작은 스마트폰에서의 대기 시간인 1.8 sec 와 동일하게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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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A heuristic for keyboard optimization 

 

전체 입력시간인 Ttot을 나타내는 수식 (10)의 최소화는 최적 

해를 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조합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 절은 alphabet의 입력 

빈도수(type-in frequency)에 관한 통계로부터 도출 된 greedy 

heuristic 방법을 제안한다. 통계를 얻기 위해 각 문자가 여러 권의 

책의 모든 alphabet들을 조사하여 각각의 alphabet들이 몇 번 

나왔는지 계산하는 실험이 수행 된다. 이 실험에 사용 된 샘플 

데이터에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활 영어 500문장인 

'Life English 500'과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20,000 Leagues Under the Sea', 'Gulliver's Travels', and 'Les 

Miserables' 등의 e-book을 사용하였다. 이 모든 책에는 

806,195의 alphabet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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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Alphabet들의 빈도수 순서 

그림 16은 26개의 alphabet들의 출현 횟수를 나타낸다. 

Alphabet 26자 중 ‘E’는 13.12%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Z’는 0.08%로 가장 적게 나타난다. 다른 8개의 임의로 

선택되며 그래프의 숫자도 나타난다. (9)에서 거리 D는 연속적으로 

입력 된 두 개의 글쇠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두 문자간의 상관 빈도를 세는 통계를 얻는다. 결과는 

그림 17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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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Alphabet들의 상호 빈도수 

 ‘H/E’로 표시된 가장 왼쪽 그래프는 ‘H’ 다음에 ‘E’가 

나올 확률에 대한 상관 빈도수를 나타낸다. 이는 4.07%로 상관 

빈도수 중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두 alphabet 간의 

상관 빈도수 순으로 9가지의 경우가 임의로 선택된다. 만약 n(k) = 

1, 즉 k가 1-layer에 속하면 (11)의 S(k)의 값은 작아진다. 

따라서, 첫 번째 키보드 layer에 빈도수 기준의 문자 배열은 

(10)에서 Ttot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9개의 문자가 첫 번째 layer 배열에 선택되고 두 번째로 빈도수가 

높은 9개의 문자는 두 번째 layer에 선택 된다. 나머지 8개의 

문자는 세 번째 layer에 선택 된다. 실험에서 구한 그림 16을 

기준으로 layer 1에 대해 ‘E T A O H I N S R’이 선택 되고 

LAYER 2에 ‘D L U C M W F G P’가 선택 된다. 나머지 8개의 

문자 ‘Y B V K J X Q Z’는 layer 3에 선택이 된다.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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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를 선택한 후 다음 단계는 각 배열에서 최적의 배열을 찾는 

것이다. 첫 번째 layer와 두 번째 layer의 경우 9!개씩의 배열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식 (10)의 Ttot 은 9!의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하여 계산 되어 최적의 배열이 선택 된다. 9!의 수는 많은 

시간이 드는 계산을 요구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배열을 정하였다. 

세 번째 layer에서는 8개의 문자가 남아 있기 대문에 8!의 배열이 

존재하며 이중 최적의 배열을 찾아 배치하였다. (9), (10) 과 

(11)의 수식을 유도하기 위해 실험을 통하여 각각의 파라미터 값을 

결정하였다. 여기에서 click gesture 수행시간 C(k)는 0.488 sec로 

측정 되었다. (9)의 파라미터는 실험에 의해서 a = 488 msec, b = 

105 msec, W = 5.25로 얻어진다. 매개 변수 D는 연속적으로 입력 

된 두 개의 문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D는 ‘N과 

‘H’사이의 거리에 대해 10.50 값으로 결정 된다. W(k)는 앞 

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1.8sec 로 정한다. 위의 (10)의 계산에 

대한 복잡성은 766,080(9!(layer-1) + 9!(layer-2) + 8!(layer-

3))의 계산 량을 필요로 한다.  

 

 

 

 

 



 

 63 

제 5 장 다양한 손동작 기반의 속도 향상 

 

5.1 다양한 손동작 필요성 

 

   Click gesture를 이용해서 가상 키보드를 입력하는 방식에는 

속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키보드 배열을 최적화하여 입력 시간을 

줄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3x4 배열의 multi-tab 

방식의 키보드에서 2,3-layer의 alphabet을 입력하기 위해 같은 

글쇠를 여러 번 클릭해야 하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같은 

글쇠에 배치된 alphabet을 연속으로 클릭할 때 대기시간(waiting 

time)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력 시간이 무척 

길어지게 된다. 이러한 물리적이 한계와 대기 시간에 대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장에서는 다양한 손동작을 

추가하여 보다 빠른 입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가상 

키보드를 입력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몇가지 복잡한 동작을 

분석하여 간단한 손동작으로 구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능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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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Multi-layer gesture 

 

 이 절에서는 키보드 배열을 선택하는데 사용되는 새로운 hand 

gesture를 정의한다. 새롭게 정의된 multi-layer gesture는 아래의 

그림 18에 나타내었다. 그림 18 (a), (b), (c)는 각각 1-layer, 2-

layer 및 3-layer의 click gesture를 보여준다. 그림 18 (a)의 첫 

번째 layer의 click gesture는 3장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 두 

번째 layer의 경우 그림 18 (b)는 검지 손과 중지 손이 펴있는 2-

layer gesture를 보여준다.  이 때의 입력 동작은 검지 손과 중지 

손이 펴있는 동안 엄지손과 검지 손이 접촉이 되어 있을 때이다. 

접촉이 이루어 지면 검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글쇠의 문자가 

입력되게 된다. 세 번째 layer의 경우 그림 18 (c)는 모든 손가락이 

펴져 있는 3-layer gesture를 보여준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입력 

동작은 모든 손이 펴있는 동안 엄지손과 검지 손이 접촉이 되었을 

때 검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글쇠의 문자가 입력되게 된다.  

 

 

 

 

 



 

 65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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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ure 18 Multi-tab 방식의 키보드 입력 

 

Multi-layer gesture를 사용하면 식 (11)의 layer 선택 시간 

S(k)가 크게 줄어든다. 엄지 손가락을 검지 손가락에 두 번 이상 

접촉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세가지 layer에 대해 각 유형별 

입력 동작 수 n(k)가 1로 줄어든다. 동일한 문자가 연속적으로 

입력되는 경우에도 대기 시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대기시간 W(k)는 0이 된다. 반면에, layer 변경에 대한 손가락 

펴는 시간 F(k)가 필요하다. layer가 1에서 2로 바꾸기 위해 중지 

손가락을 펴는 시간이 추가 된다. 또한 F(k)는 중지를 펴는 시간에 

해당 된다. layer가 2에서 3으로 바꾸려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을 펴는 시간이 추가 되며 F(k)는 이 시간을 나타낸다. 

(11)의 대기시간 S(k)는 다음과 같이 변경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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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실험에 의해 F(k)는 layer 간의 모든 가능한 변경에 대해 0.37 

sec로 정하였다.  

대기 시간이 (11)에서 (12)로 변경됨에 따라 키보드 최적화 

배열 디자인도 변경 되어야 한다. 키보드 디자인에서 첫 번째 

단계는 모든 alphabet을 빈도순으로 정렬하여 그림 16에 나와 있는 

통계를 이용한다. 여기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문자인 ‘E’는 첫 

번째 layer의 중앙에 배치된다. 다음 단계에는 두 번째로 빈도수가 

높은 문자 ‘R’이 최적의 layer와 위치에 배치된다. 이를 위해 

k번째 글쇠가 ‘R’이고 k-1번째 글쇠가 ‘E’인 경우 (10)의 

Ttot 은 k에 대해서만 계산 되다. 가능한 모든 layer와 위치에 대해 

Ttot 이 계산 된 후 ‘R’에 대해 가장 좋은 layer와 위치가 선택 

된다. 이 선택 단계는 서브 섹션 문자 선택을 위해 확장 된다. S가 

layer와 위치가 이미 선택된 문자 집합을 나타낸다. ‘c’는 선택할 

문자를 나타낸다. 그런 다음, k 번째 문자가 ‘c’이고 (k-1)번째 

문자가 집합 S의 원소라면 (10)의 Ttot 이 k에 대해서만 계산 된다.  

 

      =              
 

   
                              (13) 

for the kth character is ‘c’  

and the (k-1)th characte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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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모든 layer와 위치에 대해 (13)을 계산 한 다음 k 번째 

문자에 대해 최적의 layer와 위치를 선택한다. (13)의 Ttot은 

(10)의 Ttot과 다르지만 적당한 계산 시간 내에 합리적인 근사치를 

제공한다. 이 접근법도 그림 18에 도시 된 바와 같은 배열을 갖는 

3개의 layer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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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Grab gesture의 기능 

 

   문자를 입력하다 보면 alphabet 뿐만 아니라 숫자나 기호를 

typing 해야 할 때도 있다. 기존의 키보드 에서는 typing 중에 숫자 

및 기호 변경 key 를 click 하는 방식으로 keyboard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번 장에서는 alphabet, 숫자 및 기호를 

간단히 변경할 수 있도록 gesture 기능을 추가하였다. Typing을 

하는 도중 손가락을 모두 접어 왼쪽으로 움직이면 alphabet에서 

숫자 키보드로 변경이 되고 또 한번 시행하면 기호 키보드로 

순환되면서 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그림 19 (a) 동작에서 그림 

19 (b)와 같이 주먹을 쥐어 움직이는 동작을 grab gesture로 정의 

한다. 손가락을 모두 접기 때문에 손가락 개수가 하나도 없을 때를 

grab-gesture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간단한 동작을 통해 가상 

키보드에서 alphabet 뿐만 아니라 숫자, 기호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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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9 (a) grab gesture 수행 전, (b) grab gesture 수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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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다양한 키보드 디자인 

 

6.1 다양한 키보드 디자인의 필요성 

 

   지금까지 휴대폰용 배열과 같은 3x4 크기의 키보드를 이용하여 

입력 시간을 줄이기 위한 최적화 디자인을 하였다. 3x4 배열의 

키보드인 경우 12개의 글쇠 만으로 타이핑을 하기 때문에 qwerty 

키보드와 같이 작은 공간에 많은 key를 배치하는 것보다는 글쇠의 

크기가 커서 오타 율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입력 시간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인 키보드 배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장에서는 제안하는 방식의 키보드를 제작했던 요소들을 사용하여 

좀더 다양한 크기의 키보드 배열을 디자인 한다. 또한 성능 비교를 

위하여 입력 시간 예측 simulation을 수행하여 효율적인 키보드 

배열 디자인을 한다. 본 장에서는 4x4 키보드 및 4x5 키보드를 

디자인 하고 성능 분석을 한다. 그리고 앞장에서 제안한 Layer 

gesture 기반의 최적화된 3x4 키보드 디자인 제작 및 성능 분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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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4x4 키보드 디자인 

 

   제안한 3x4 배열의 키보드 보다 좀더 시간을 줄이는 키보드를 

찾기 위해 key의 개수를 한 단계 늘인 4x4 배열을 키보드를 

디자인 하였다. 이번에도 제안한 3x4 배열의 키보드를 제작하기 

위한 alphabet 의 빈도수 및 상관 빈도수와 key간의 거리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추가된 key에 대해 늘어난 거리도 고려 

하여 디자인 하였다. 그림 20은 4x4 배열의 최적화된 키보드를 

디자인 한 결과이다. 3x4 배열의 키보드는 26개의 alphabet 을 

12개의 key에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3개의 alphabet 이 

들어갔지만 4x4 배열의 키보드는 16개의 key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key 당 최대 2개의 alphabet 이 들어가게 된다.  

 

 

Figure 20 4x4 키보드 최적화 배열  

 

TY HM AK FJ

DV EC NK OW

UP RB IZ SQ

Reset Space Eng,Num,Sym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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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는 성능 분석을 위한 전체 typing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 제안한 3x4 배열의 키보드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줄어들었다. 

 

Table 2 4x4 keyboard 성능 분석 결과 

 

 

 

 

 

 

 

 

 

 

 

실험 데이터 단어수(개) ABC keyboard (sec) Proposed 3x4 (sec) Proposed 4x4 (sec)

Hello world 2 14.789 10.543 10.709

Life English 500 1,577 8,096 5,582 5,167

E-Book1 (Alice) 28,378 160,863 107,481 101800

E-Book2 (20,000 leagues) 101,657 639,534 409,864 392,176

E-Book3 (Gulliver) 106,015 652,641 422,789 401706

E-Book4 (LesMiserables) 568,568 3.57E+06 2.30E+06 2.19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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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4x5 키보드 디자인 

 

   이번 장은 4x4 배열의 키보드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배열을 하나 

더 늘여 그림 21과 같이 4x5 배열의 키보드를 제작하였다. 제안한 

3x4 배열과 4x4 배열의 키보드를 제작하기 위한 데이터를 똑같이 

이용하였으며 추가된 key에 대해 늘어난 거리도 실험을 통해 구한 

값을 넣어 디자인 하였다. 4x4 배열의 키보드와 마찬가지로 20개의 

key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key 당 최대 2개의 alphabet 이 

들어가게 되지만 key당 1개의 alphabet만 배치된 것도 늘어났다.  

 

 

Figure 21 4x5 키보드 최적화 배열  

 

 

TZ HB AY C

DJ EP NQ OW

UX RK IV LG

W M S F

Reset Space Eng,Num,Sym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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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성능 분석을 위한 전체 typing 시간을 측정한 결과이다. 

실험 결과 제안한 3x4 및 4x4 배열의 키보드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줄어들었다. 

 

Table 3 4x5 keyboard 성능 분석 결과 

 

 

 

 

 

 

 

 

 

 

 

 

실험 데이터 단어수(개) ABC keyboard (sec) Proposed 3x4 (sec) Proposed 4x4 (sec) Proposed 4x5 (sec)

Hello world 2 14.789 10.543 10.709 10.625

Life English 500 1,577 8,096 5,582 5,167 4,944

E-Book1 (Alice) 28,378 160,863 107,481 101800 98084.2

E-Book2 (20,000 leagues) 101,657 639,534 409,864 392,176 377,891

E-Book3 (Gulliver) 106,015 652,641 422,789 401706 385151

E-Book4 (LesMiserables) 568,568 3.57E+06 2.30E+06 2.19E+06 2.11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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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입력 시간 예측 simulation 결과 

 

Click gesture를 이용한 문자입력 시간은 4장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simulation에 의해 비교 된다. 표는 다양한 키보드들과의 성능 

비교를 위한 simulation 결과를 보여준다. 제안 된 키보드는 

‘ABC’, ‘TOC’, ‘Swarm’, ‘Levine’, ‘Frequency’ 및 

‘QKLP’ 키보드들과 비교 하였다. 제안된 multi-layer용 

키보드는 4장에서 제안한 multi-layer 키보드를 사용하여 입력한 

시간을 보여준다. 또한 제안된 layer-aware gesture 방식의 

키보드도 함께 실험한 결과를 보여준다. 제안 된 multi-layer 

키보드는 ‘ABC’ 방식의 키보드와 비교하여 평균 98.52%의 속도 

향상을 달성하였다. 기존의 키보드 중 가장 빠른 입력이 가능한 

키보드와 비교해도 제안된 키보드의 평균 40.59%의 속도 향상을 

달성하였다. Layer-aware gesture의 경우 각각 평균 46.16% 및 

3.49%의 속도 향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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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다양한 키보드들과의 성능 비교 

 

 

사이즈 변화에 따른 다양한 키보드와 입력 속도를 평가하기 위해 

추가 실험을 수행 하였다. 이를 위해 4x4 및 4x5 크기의 키보드를 

평가를 위해 사용 하였다. 이 키보드들의 배열도 앞 절에서 설명한 

대로 최적화 되었다. 입력 시간 측정을 위해 다음 7가지 문장을 

사용하였다. 'Hello world', 'Seoul national university', ‘A new keyboard 

typing system with hand gesture recognition’, ‘Old friends and old wine 

are best’, ‘Learn from yesterday, live for today, hope for tomorrow’, 

‘You can make more friends with your ears than your mouth’, ‘Books 

are ships which pass through the vast seas of time’. 표 5는 이중 3개의 

샘플 데이터에 대한 입력시간 측정을 한 결과이다. 각각의 실험에는 7명의 

참가자가 실험 하였고 평균 입력시간은 표와 같이 나왔다. Typing error는 

문장에서 잘못 입력된 문자수에 대한 백분율을 나타내었다. CPM은 분 

단위로 입력되는 평균 문자수를 나타낸다. 비교를 위해 ‘QWETY’ 

키보드와 ‘ABC’ 배열의 3x4 키보드, 그리고 3개의 제안된 크기의 

키보드인 3x3, 4x4 및 4x5 크기의 키보드를 이용하여 비교를 하였다. 

Experiment data Total words ABC TOC Swarm Levine Frequency QLKP Proposed(Layer-aware) Proposed(Multi-layer)

Life English 500 1,577 8,096 7,504 7,461 5,964 5,955 5,855 5,695 4,079

E-Book1 (Alice) 28,378 160,863 151,023 146,936 117,758 118,451 116,148 112,022 81,905

E-Book2 (20,000 leagues) 101,657 639,534 592,632 574,458 459,837 457,597 447,143 429,769 319,784

E-Book3 (Gulliver) 106,015 652,641 600,276 586,528 473,522 467,386 457,792 443,067 329,652

E-Book4 (LesMiserables) 568,568 3.57E+06 3.32E+06 3.19E+06 2.57E+06 2.55E+06 2.48E+06 2.40E+06 1.79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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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율을 비교하면 ‘QWERTY’ 키보드와 제안된 3x3 키보드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다른 키보드의 경우 error 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왔다. CPM 측정을 위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제안 된 3x3 

키보드는 분당 40타 보다 빠른 입력 속도를 달성하여 가상 키보드로 

사용하기에 충분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Click gesture 입력 실험 

 

 

 

 

 

 

 

 

Sample data Evaluation QWERTY ABC Proposed(3x3) Proposed(4x4) Proposed(4x5)

Average time 21.8 17.33 14.43 16.2 15.78

Hello Typing error 0.75 1.05 0.33 0.89 0.65

CPM 27.52 34.62 41.58 37.04 38.02

Average time 38.64 44.53 31.67 39.21 32.98

Seoul Typing error 1.25 1.66 1.67 1.85 1.56

CPM 35.71 30.99 43.57 35.2 41.84

Hand Average time 95.25 94.7 82.8 93.2 84.5

gesture Typing error 4.75 4.25 4.4 5.25 3.66

recognition CPM 31.5 31.68 36.23 32.19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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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양손 키보드 디자인 

 

7.1 양손 키보드 디자인의 필요성 

 

   지금까지 한 손으로만 인식하여 동작하는 가상 키보드를 

제작하였다. 한 손 입력 동작 시 키보드 입력은 click gesture와 

동시에 입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음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 해당 

글쇠로 손을 이동하여 다시 입력동작을 수행한다. 이때 전체 

입력시간은 거리와 입력하는 글자수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된다. 

하지만 양손을 이용한다면 다음 글자를 입력할 때 방금 전에 

입력한 손과 대기하는 손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손을 움직여 

번갈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입력 속도가 높아진다. 이번 

장에서는 양손 click gesture 개발과 동작 방식과 함께 양손 키보드  

제작과 입력시간 simulation 분석에 대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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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양손 인식 click gesture 

 

양손을 인식하기 위해서 한 손을 이용한 방식과 같이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손 영역을 분리한 후 손의 외곽선 정보를 추출한다. 이때 

외곽선의 특징을 이용하여 각 손가락의 위치를 탐색하기 때문에 

외곽선이 겹치지 않도록 왼손과 오른손의 활동 영역을 정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VGA 영상에서 두 손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각각 나누어서 인식한다. 먼저 왼손의 활동 영역을 영상의 

왼쪽 끝에서 400 pixel 지점까지 정하여 왼손을 인식한다. 활동 

영역을 분할 할 때 영상의 절반인 320 pixel이 아닌 400 pixel로 

정한 이유는 손의 움직임이 좀더 여유롭도록 공간을 주어 자유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다. Click gesture에서 가장 중요한 손가락은 

검지와 엄지의 움직임이며 나머지 손가락은 layer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펴진 손가락의 개수를 정확히 

탐색해야 한다. 손가락들의 위치를 탐색하기 위해 먼저 왼손 

영역에서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왼손을 분할 한 이후 외곽선 

정보를 구한다. 이때 다양한 외곽선 중 가장 큰 외곽선을 선택하여 

왼손의 위치를 탐색한다. 왼손의 외곽선 정보를 이용하여 손의 

중심을 구하고 convex hull과 convexity defects 연산을 통하여 

손가락의 위치를 탐색한다. 손가락의 위치를 배열에 저장을 하여 

frame 별로 손가락들의 움직임을 추적한다. 하지만 손 모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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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밝기의 변화에 따른 손의 외곽선이 변형 되면서 특정 

손가락을 못 찾거나 손가락이 아닌 부분을 손가락으로 판별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심을 기준으로 

각각의 손가락 간의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여 frame 별로 변하는 

손가락의 위치를 추적한다.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 가상 키보드의 

해당 글쇠 위에 검지 손을 올리고 엄지손을 검지의 몸에 닿을 때 

click gesture 동작이 수행된다. 이때 검지와 엄지손 끝의 거리를 

기준으로 특정 값 이상으로 가까워졌을 때 click 신호로 판단하고 

검지 손의 위치 좌표에 있는 글쇠의 글자를 출력한다. 이러한 

동작을 반복 수행하여 왼쪽의 가상 키보드를 입력한다.  

오른손을 이용한 click gesture도 같은 방식으로 글자를 입력한다. 

하지만 오른손의 활동영역은 영상의 오른쪽 부분인 240 pixel에서 

640 pixel까지 정하여 왼손의 움직임에 간섭 받지 않도록 한다. 

또한 각 손가락들의 위치를 정할 때 왼쪽 손가락들의 순서와 

반대로 탐색하여 저장한다. 왼손 click gesture와 같이 오른손 click 

gesture 동작이 수행 되었을 때 검지 손의 위치에 있는 글쇠의 

글자를 출력한다. 이렇게 양손을 이용해서 원하는 글자를 좌우로 

번갈아 입력하는 방식으로 양손 키보드 입력 동작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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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양손 키보드 디자인 및 성능분석 

 

이번 장에서는 가상 키보드 입력을 위해 왼손 및 오른손 모두 

사용되며 양손 입력에 적합한 키보드를 새롭게 디자인 하였다. 

양손을 사용하여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두 개의 키보드가 

각각 왼손 및 오른손 용으로 설계되었다. 그림 22은 양손을 

지원하는 타입의 동작에 사용되는 양손 키보드의 예를 도시한다.  

타이핑 동작은 한 손을 이용한 click gesture와 동일하며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이 닿을 때 입력이 수행 된다. 그림 22에서 

오른손은 글자 ‘T’를 입력하는 동안 왼손은 ‘E’를 입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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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22 양손 키보드 및 입력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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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에 구애 받지 않는 키보드 배열을 최적화 하기 위해 새 

키보드 방식에 대해 한 손 키보드에 사용되었던 전체 입력 시간을 

재정의 한다. 이를 위해 MT(k)를 수정하여 식 (14)와 같이 

MT”(k)로 정의 한다. 

 

                    If k, k-1 belong to the same keyboard 

                   otherwise                     (14) 

 

여기서 MT(k)는 한손 키보드에서 정의 된 것과 동일하다. k 와 k-

1 에 있는 문자가 동일한 키보드(왼쪽 또는 오른쪽 키보드)에 있을 

때, 이동 시간 MT(k)는 한손 키보드와 같은 방식으로 도출 된다. 

이것은 하나의 키보드에서 검지의 움직임이 다른 키보드의 입력 

작동과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개의 키보드에서 손가락 

움직임과 입력 동작이 겹치는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 새로운 매개 

변수 c를 도입하였다. c의 값은 한 손의 집게 손가락을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에 따라 사용자가 다른 손으로 입력 동작을 

수행하는 속도에 달려 있다.  

S (k)의 값은 또한 다음 식 (15)와 같이 새로운 값 S "(k)로 

정의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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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양손용 키보드는 두개의 키보드 중 하나에서 모든 문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레이어 선택과 대기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14)와 (15)에서 두 개의 연속 된 문자가 다른 키보드에 

있으면 입력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 

빈도수가 많은 글자가 두 키보드에 배치되므로 바로 전에 입력한 

글자가 어느 키보드에서 사용 되었는지에 따라 다음 글자는 대기 

중인 손에 위치한 키보드에서 입력할 수 있다.  

 

 

Figure 23 왼쪽(3x4), 오른쪽(4x4) 양손 입력 키보드 디자인 

 

그림 23은 양손을 지원하는 타입의 왼쪽 3x4, 오른쪽 4x4를 

지원하는 양손 키보드 디자인이다. 양손 키보드는 한쪽 손이 입력을 

하는 동안 다른 손이 다음 글쇠를 입력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손 키보드 보다 효율적으로 입력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THE’를 입력 할 때 왼손으로 ‘T’를 입력하는 

동안 오른손으로는 ‘H’를 입력 할 준비를 하고, 오른손으로 

‘H’를 입력하는 동안 오른손으로 ‘E’를 입력할 준비를 한다. 

B O U C S R Q

V E T E T H N

K A I M L F D

X Y J W G P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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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입력이 끝나면 마지막으로‘E’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손을 

번갈아 사용하기 때문에 글쇠간의 이동 거리가 적은 쪽의 키보드를 

선택하여 입력시간을 줄일 수 있다. 양손용 키보드의 최적화된 

레이아웃을 위해 목적 함수는 (14)의 MT”(k) 및 (15)의 

S”(k)를 사용하여 전체 입력시간인 Ttot 을 최소화 하도록 공식화 

하였다. 해를 구하기 위해 글자는 (i) 왼쪽 키보드의 글자, (ii) 

오른쪽 키보드의 문자, (iii) 두 키보드의 문자 등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양손용 키보드 디자인은 모든 글자를 위에 설명 

된 세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한다. 다음 단계는 MT”(k)를 

최소화 하기 위해 왼쪽 및 오른쪽 키보드 레이아웃을 설계한다. 

이를 위해 다음 알고리즘이 제안된다.  

 

Step 1 :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문자들을 정렬 

Step 2 : S를 대상 키보드 레이아웃에 대해 선택되는 매개변수인 두 

키보드에 포함 할 S 개의 가장 빈번한 문자를 선택  

Step 3 : 다음과 같이 왼쪽 키보드 또는 오른쪽 키보드의 나머지 

문자를 분류한다.  

Step 3-1 : 가능한 모든 두 문자 조합에 대해 두 문자간의 연속 

상관 빈도를 측정한다. 

Step 3-2 : 교차점들은 문자를 나타내고 경계 점은 step 3-1에서 

얻은 빈도수로 구성된 전체 그래프를 만든다. 

Step 3-3 : Step3-2의 그래프를 두 개의 서브 그래프로 분할하여 



 

 87 

두 개의 서브 그래프에서 경계 점을 최대화한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step 2의 결과가 두 키보드에 포함 될 문자를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step 3-3의 결과는 왼쪽 키보드 또는 오른쪽 키보드에서 

문자를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a) (b) 

Figure 24 그래프 분할 예 (a) 26, (b) 18 

 

그림 24는 A, B, C 및 D의 4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step 3에 대한 

간단한 예를 보여준다. 이 그래프에서 각각의 교차점은 문자에 

대응하고 경계 가중치 값은 2개의 문자의 연속적으로 출현되는 

상관 빈도를 나타낸다. 두꺼운 점선은 두 개의 하위 그래프로 분할 

된 것을 나타낸다. 그림 24 (a)에서 문자 A와 C는 하나의 파티션에 

있고 B와 D는 다른 파티션에 있다. 이 경우 두 하위 그래프의 경계 

가중치 합은 26이다. 그림 24 (b)에서 교차점의 합은 18이다. 이는 

그림 24 (a)의 파티션이 두 개의 키보드를 26번 연속으로 입력 할 

A B

DC

1

6

3285

A B

DC

1

6

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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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이는 그림 24 (b)의 경우보다 8배 더 크기 때문에 그림 

24 (a)의 파티션이 그림 24 (b)의 파티션보다 우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모든 파티션 중에서 합계의 최대 값을 가진 

파티션이 최적의 파티션이 된다. 그래프 이론[37]에서는 그래프를 

두 개의 하위 그래프로 분할 하는 효율적인 휴리스틱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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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양손 키보드 실험 결과 

 

이번 절에서는 한 손용 키보드 레이아웃과 양손용 키보드 

레이아웃에 대한 simulation 결과를 제시한다. 입력 시간은 

스마트폰 인터페이스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BC’방식의 

키보드와 ‘QLKP’방식의 키보드와 비교하였다. 또한 multi-layer 

gesture 인식용 키보드와도 비교하였다. 문자 입력 시간을 얻기 

위해 실험으로 측정 된 매개 변수로 Ttot을 계산하기 위한 

simulation을 수행한다. 표 21의 첫 번째 열에 있는 5권의 

데이터는 각 책들의 모든 문자를 입력 할 시간을 추정하기 위해 

선택된다. 표 21에서와 같이 제안 된 양손 키보드(왼쪽 및 오른쪽 

각각 3x4 및 4x4 키보드)는 입력 속도를 14.4% 증가 시켰다. 

기존의 ‘ABC’ 키보드와 비교할 때, 속도 향상은 127.1%로 

나타났다.  

 

Table 6 이전 키보드들과 입력시간 비교 

 

Experiment data Total words ABC TOC Swarm Levine Frequency QLKP Proposed(Multi-layer) Proposed(Ambidextrous)

Life English 500 1,577 8,096 7,504 7,461 5,964 5,955 5,855 4,079 3,587

E-Book1 (Alice) 28,378 160,863 151,023 146,936 117,758 118,451 116,148 81,905 71,488

E-Book2 (20,000 leagues) 101,657 639,534 592,632 574,458 459,837 457,597 447,143 319,784 279,511

E-Book3 (Gulliver) 106,015 652,641 600,276 586,528 473,522 467,386 457,792 329,652 287,464

E-Book4 (LesMiserables) 568,568 3.57E+06 3.32E+06 3.19E+06 2.57E+06 2.55E+06 2.48E+06 1.79E+06 1.56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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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다양한 사이즈의 양손용 키보드들과 입력시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3x4, 4x4), (4x4, 4x4) 및 (4x4, 5x4) 사이즈의 

키보드를 사용하였다. (3x4, 4x4) 키보드의 경우 사용빈도수가 높은 ‘E’와 

‘T’ 문자는 두 키보드에서 공유된다. (4x4, 4x4) 키보드의 경우 ‘A, E, H, 

N, O, T’ 문자가 두 키보드에서 공유된다. 또한 (4x4, 5x4) 키보드의 경우 

‘A, E, H, I, N, O, R, S, T’ 문자가 두 키보드에서 공유된다. Simulation 

결과에서는 키보드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입력이 감소 함을 보여준다. 

 

Table 7 다양한 사이즈의 양손용 키보드들과 입력시간 비교 

 

 

 

 

 

 

 

Experiment Total Ambidextrous Ambidextrous Ambidextrous

data  words (3x4, 4x4) (4x4, 4x4) (4x4, 5x4)

Life English 500 1,577 3,587 3,577 3,576

Alice 28,378 71,488 71,069 70,982

20,000 leagues 101,657 279,511 277,576 277,238

Gulliver 106,015 287,464 285,704 285,283

LesMiserables 568,568 1.56E+06 1.55E+06 1.55E+06



 

 91 

제 8 장 결론  

 

   최근에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컴퓨터와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 

기술로 제안된 증강현실(AR)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손동작 

인식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중요한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에서 입력된 영상을 이용하여 손 영역과 손가락의 위치를 

인식하고 click gesture를 통하여 가상 키보드를 입력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손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일반 RGB 에서는 

조명의 밝기에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YCbCr 색상 공간으로 

변환하여 조명의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도록 하였다. H(Hue)와 

S(Saturation) 정보를 이용하여 피부의 고유의 색을 분리해 내어 

손영역을 탐색하였다. 이진화 된 영상의 노이즈 제거를 위해 확장과 

침식 등의 모폴로지 방법을 사용하여 좀더 명확한 손모양을 분리해 

내었다. 그 다음 과정으로 convex hull과 convexity defects 

방법을 이용하여 손의 외곽과 손가락의 개수 및 위치 정보를 

탐색한다. 이때 엄지와 검지의 위치를 추적하여 엄지손을 검지의 

몸통과 만나는 동작을 click gesture로 제안하였으며 이때 검지 

손끝의 글쇠의 좌표를 출력한다. Hand gesture를 실험 하기 위해 

영상에서만 존재하는 가상 키보드를 만들어 글자를 출력하였다. 

성능 분석을 위해 click gesture를 통하여 가상의 키보드를 입력 할 

때 입력 시간 예측을 위한 simulation 모델을 만들었다. 삼성 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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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배열 키보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simulation 모델을 

이용하여 입력 시간 예측을 하였으며 이 결과를 이용하여 최적의 

키보드 배열을 만들었다. 하지만 한손으로 입력하는 방식의 click 

gesture만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입력 동작에서 

가장 많은 소요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2-layer와 

3-layer를 바로 입력할 수 있는 layer gesture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숫자와 기호를 바로 입력할 수 있는 grab gesture 등의 

다양한 gesture를 추가하였다. 성능 비교를 위해 배열의 크기가 

다른 4x4 키보드와 4x5 키보드를 제작하였으며 영어 문장의 특징 

및 확률 분포 요소를 적용하여 최적화된 각각의 키보드 배열을 

만들었다. 그리고 layer gesture가 적용된 시스템에서 최적화된 

키보드 배열을 simulation 모델을 이용해서 디자인 하였다. 제작한 

다양한 키보드에 대해서 입력 시간 예측 simulation을 이용하여 

성능 비교 및 분석을 하였다. 실험 결과 Layer gesture 기능에 

최적화된 가상 키보드는 삼성폰용 ABC 방식의 키보드보다 최대 

49%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손 동작을 이용한 click 

gesture를 개발하였으며 양손용에 적합한 키보드를 개발하였다. 

제안된 양손용 키보드 중 (좌 4x4, 우 4x5) 키보드는 ‘ABC’ 

키보드의 입력 시간과 비교하였을 때 128.69%의 성능 향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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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Keyboard Typing System 

with Finger Gesture Recognition 

 

Lee Tae-Ho 

School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proposes a system that types the virtual keyboard 

by recognizing hand gestures in a single camera based 

environment. A virtual keyboard is designed in a multi-tab 

method of 3x4 arrays that is widely used in a mobile 

environment. In order to reduce the input time when typing with 

hand gestures, an optimization task is proposed by applying 

English sentence features and frequency and by efficiently 

arranging alphabet. In addition, a method to add more layer 

gestures is proposed for faster input to overcome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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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multi-tab method. To increase the type-in speed, the 

proposed keyboard takes advantage of the freedom in hand 

motion. For type-in action with a single hand, the keyboard 

layer is selected at the same time as the type-in action. When 

both left and right hands are used for typing, an ambidextrous 

keyboard layout is proposed.  In addition, an efficient type-in 

action is defined to speed up character input with both hands. 

An objective function is defined to formulate the type-in time 

and an algorithm is proposed to design a keyboard layout that 

minimizes the input time. The proposed ambidextrous keyboard 

(4x4 and 5x5 in the left and right, respectively) recognition 

achieves a performance speed-up of 20.75% and 128.69% 

when compared to the layer-aware approach and the ABC 

keyboard, respectively. Further optimization with the keyboard 

size may be a good subject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 Augmented Reality, Hand Recognition, Virtual 

Keyboard, Keyboard Layout Optimization, Multi-layer Gesture, 

Ambidextrous Click Ge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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