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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프레젠테이션의 편의성을 위한 다양한 장비가 개발되고 있다. 레이저 포인터와 기기들에 키보드와 마우스의 기능을 추가한 장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기들은 행동이 제한적이고 이벤트가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깊이 카메라를 이용한

손의 컨트롤로 프레젠테이션의 자유도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깊이 및 색상 카메라로부터 손의 수평, 수직위치와 손과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인식하며, 손이 스크린을 터치하는 위치 및 패턴 등으로 프레젠테이션 이벤트를 실행한다. 모의실험 결과로부터 스

크린의 좌측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9개의 프레젠테이션 이벤트를 실행하는 경우에 정확하게 프레젠테이션이 수행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Recently, various equipments have been developed for convenience of presentations. Presentation equipments added the keyboard 
and mouse functions to laser pointer and devices have become main method. However these devices have demerits of limited 
action and a few event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which increases the degrees of freedom of presentation as the control 
of the hand by using a depth camera. The proposed method recognizes the horizontal and vertical positions of hand pointer and 
the distance between hand and camera from both depth and RGB cameras, then performs a presentation event as the location and 
pattern that the hand touches a screen.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a camera is fixed on left side of the screen, and nine 
presentation events is correctly performed.

Keyword : Presentation, Event, Depth Information, Region of Interest

Ⅰ. 서 론

프레젠테이션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는

Power Point, 키노트, 프레지 등이 있다. 이들 소프트웨어는

발표 내용의 배치와 디자인 위주의 프로그램이다. 하드웨

어로는 마우스, 키보드와 레이저 포인터 같은 포인트 도구

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기기들 중 마우스, 키보드는 정확도

는 높지만 보조인원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고, 레이저 포

인터는 가리키는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지만 이벤

트가 2~3개뿐이라는 단점이 있다. 
또한, 색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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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을 검출하고 판단하여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하는 연구

도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색상 카메라를 통하여 정확하고

실시간적으로 관심객체를 추출하고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이벤트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몇 년간 깊이 감지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깊이 카메

라를 이용한 포즈 추정 및 제스처 인식을 이용한 컴퓨터

제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1,2,3]. 특히, 2010

년 말에 출시된 Microsoft사의 Kinect와 Asus의 Xtion계열

이 널리 보급되어 깊이 카메라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제

어 소프트웨어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4,5]. 카메라

제조사의 개발환경을 이용하면 손을 비롯한 신체의 관절을

인식할 수 있다. 인식한 손을 이용하면 핸드마우스, 제스처

등으로 마우스 및 키보드 버튼 이벤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식을 위해서는 최소한 신체의 허리 이상이

카메라에 정면으로 인식되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 외

에도 추출한 손 영역의 깊이 정보와 기존의 색상카메라에

서 연구된 핸드 마우스분야를 접목하여 보다 정확하게 추

출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깊이 카메라의 방식은 두 종류로 TOF(Time of Flight)방

식과 스테레오 정합방식이 있다. 이 방식들 중에서 조사파와

반사파의 위상 차이를 이용하는 스테레오 정합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Kinect와 Xtion계열은 빛을 조사하는 발신

부와 반사파를 감지하는 수신부가 일정 간격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한 패턴을 갖는 적외선 구조광을 조사하고, 물체

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파를 조사한 파와 스테레오 정합하여

깊이 정보를 추출한다. 따라서 어느 파를 기준으로 하건, 물
체의 좌측 또는 우측 면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6]. 
본 논문에서는 저가의 스테레오 정합방식의 깊이 카메라

와 색상 카메라를 동시에 이용한 포인터 추출과 포인터의

깊이 정보와 공간 좌표를 이용한 이벤트 제공 방법을 제안한

다. 깊이 카메라에서 제공되는 거리 정보로부터 밝기에 영향

을 받지 않는 배경영상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러한 배경 영상

으로부터, 움직이는 관심영역을 추출하고, 추출한 영역을 라

벨링한다. 라벨링한 영역의 크기와 길이를 비교하여 특정 크

기의 영역을 추출한다. 이벤트는 깊이 정보와 공간 좌표를

이용하여 이벤트의 범위와 실행할 이벤트를 설정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는 깊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배

경 영상을 만들고, 깊이 카메라와 색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포인터를 추출한다. 그리고, 이벤트 범위에서 이벤트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모의

실험 및 결과를 분석하며 4장에서는 결론에 대해 기술한다.

Ⅱ. 깊이 정보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방법

스크린의 상하좌우 중의 한곳에 깊이 및 색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스크린 터치를 통하여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이

벤트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림 1과 같이 깊이 정

보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관심영역만을 추출함으로써 일반

적인 색상 카메라에서 나타나는 밝기 차에 대한 오차를 제

거할 수 있다. 스크린을 터치하는 포인터의 깊이 정보와 공

간 좌표를 이용하여 이벤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는 설정해 놓은 각 이벤트 영역에 포인터가 들어왔을 때

실행이 이루어진다. 

그림 1. 제안된 프레젠테이션 제어 방법
Fig. 1. Proposed presentation contro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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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방법은 깊이 및 색상 카메라를 동시에 이용하고, 
깊이 카메라로부터 촬영 범위에 대한 모든 깊이 정보를 얻

고, 색상 카메라로부터 추출된 관심 영역의 HSV(Hue 
Saturation Value)신호를 얻는다. 
그림 2는 깊이정보가 빛의 밝기 변화 등에 따라 잡음이

발생하는 것을 나타낸다. 잡음은 모든 깊이 정보에 연속되

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특정 시간에 존재한다. 따라서 잡음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깊이 정보를 축적

하고 깊이 정보의 특정 범위를찾기 위한 배경영상을 구한

다. 배경영상 생성시, 깊이 정보의 범위만큼 저장 공간을

만든다. 처음 깊이 값 D(t)를 기준으로 이후의 깊이 값

 과의 차가 특정치 T이하이면 현재의 임계 값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영역내의 가장큰깊이값과 가장작은

깊이 값을 상위 및 하위 임계 값을 설정한다. 

≤  (1)

이러한 상위 및 하위임계값설정은 일정 개수의 화면이

입력될때까지 계속한다. 만약깊이 값의 차가 T이상이 되

면새로운임계값의 영역을 생성한다. 새로 생성된 영역에

대해서도앞에서와 같이 상위 및 하위임계값설정을 수행

한다.

  (2)

그림 2. 깊이 정보의 임계 값의 변화
Fig. 2. Changes of threshold in the depth information

그림 3과 같이 카메라의 촬영 범위에 움직이는 객체가

나타나거나 배경영상을 생성하는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잡

음들은 임계값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경영상에서

포함되지 않는 영역의 화소값을 ‘255’로, 포함되는 영역은

‘0’으로 바꾼다.

그림 3. 배경영상 생성 후 새로운 영역
Fig. 3. New region after generating a background picture

그림 4는 관심영역을 추출한 영상이다. 배경 영상의 첫

화소부터 순차적으로 화소 값이 ‘255’인 화소들을 그룹화

하고 라벨링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라벨링 된 순서대로 첫

번째객체에는 ‘1’, 두번째객체에는 ‘2’ 등으로 객체 수만

큼의 크기값으로 저장한다. 라벨링된 객체들 중 잡음과 불

특정 객체들을 제거하기 위해 화소 개수가 최소 Nmin개 이

상 최대 Nmax개 이하의 객체만을 추출하여 관심영역을 추

출한다. 그리고, 관심영역을 포함하는 최소 사각형 형태의

화소 그룹만을 추출한다. 
그림 5는 색상 영역을 이용하여 관심영역을 추출한 영상

이다. 배경영상에서 추출한 최소 사각형 형태의 영역에 대

하여 색상 영상의 이용으로 정확한 관심 영역을 추출할 수

있다. 색상 영상에서 해당 영역의 화소들을 HSV타입으로

변경한다. 변경한 화소들에서 Hue(색)의 값만을 추출하여

히스토그램을 만든다. 히스토그램에 대응되는 영역을 색상

영상전체에서 탐색한다. 탐색 시 탐색 범위를 변경해가며

히스토그램에 대응되는 영역을 추출한다.
배경영상에서 추출한 사각형 영역에서 화소 값이 ‘255’

인 화소만을 다시 추출하고, 전체 화소들 중 외곽의 다각형

을 형성하는 화소들을 선택하여 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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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4. 배경 영상에서 관심 영역의 추출
Fig. 4. Extraction of the interest region from background picture, (a) color picture (b) background picture

    

                                       (a)                                (b)

그림 5.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관심영역 추출 (작은 사각형)
Fig. 5. Extraction of ROI using the histogram (Small rectangle)

그림 6과 같이 외곽선이 검출되면 외곽선에 포함되는 화

그림 6. 관심 영역에서 외곽선 검출
Fig. 6. Contour detection in ROI

소들의 위치를 추출한다. 위치가 스크린에 가장 가까운 화

소의 위치를 얻는다. 얻어진 화소는 포인터로서 이벤트를

판단하는데 사용한다. 깊이 정보에서 포인터의 위치에 대

응하는 위치의 깊이 값과 공간 좌표를 이용하여 수평 및

수직 축을 구분하여 이벤트 판단에 사용한다. 
그림 7은 스크린을 기준으로 포인터의 3차원 좌표를 검

출하는 방법이다. 포인터의 깊이 값과 공간 좌표를 비교하

여 이벤트 범위에 포함될 시 이벤트를 실행한다. 이벤트의

판단을 위한 범위지정과 설정은 촬영되는 범위에 대해 깊

이 정보와 배경 영상의 공간 좌표를 이용하여 수평 및 수직

축을 구분 및 지정하고, 실행할 이벤트를 설정한다. 포인터

의 깊이 값과 화소 위치가 이벤트의 깊이 값 영역과 공간

좌표 영역에 대응될 때 이벤트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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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포인터의 좌표
Fig. 7. Coordinates of the pointer

  

Ⅲ. 모의실험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깊이 카메라 및 색상 카메라로 Microsoft
사에서 개발한 Kinect[7]

를 사용한다. Micosoft사는 Prime- 
Sense사의 움직임센서 도입, GestureTek사의 기업인수 등

을 통하여 게임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Kinect를 개발하였다. 
Kinect 기술은 레이저를 이용해 사용자에 적외선을투사하

고 나서 적외선 점(dot)들의 반사파 강도를 측정함으로써

이미지들을 나눈다
[8].

색상 영상 및 깊이 정보는 PrimeSense사의 오픈 라이브

러리인 OpenNI[9]
을 사용하여 얻어냈다. 색상 영상은 수평

방향으로 640화소, 수직 방향으로 480화소로 구성되어 있

으며, 초당 30화면이다. 깊이 정보는 촬영되는 범위에 대해

깊이 정보를 얻어올 수 있으며 초당 30화면에 대한 깊이

정보를 얻어올 수 있다. 
포인터로는 손가락을 이용하였고, 카메라는 스크린의 좌

측에 설치하였다. 이벤트의 테스트에는 Microsoft사의

Power Point를 사용하였다. 

Power Point의 슬라이드 쇼 이벤트 개수 33 개
카메라의 최소 인식 거리 500mm (OpenNI 기준)
카메라의 최대 인식 거리 9000mm
깊이, 색상영상 해상도 수평 640, 수직 480 화소

표 1. 사용한 소프트웨어와 카메라의 정보
Table 1. Information of used software and camera

그림 8. 실제 카메라의 설치 위치
Fig. 8. Installed location of real camera

   
초기의 배경영상은 30장의 화면에 대하여 깊이 값의 하

위 또는 상위 경계임계값을 생성하였다. 상위 및 하위임계

값을 설정하기 위한 특정치는 10으로 사용하였다. 축적된

배경영상의임계값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깊이값에 대

하여 그룹화하고 라벨링을 수행한다. 라벨링 된 객체들 중

라벨링 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개수가 Nmin=100개 이

상, Nmax= 102400개 이내의 관심 영역을 추출한다. 색상

영상에서 관심 영역에 대응되는 영역만을 HSV 타입으로

변경하고 Hue영역만을 추출하여 히스토그램을 만든다. 히
스토그램 생성시, 배경영상과 색상영상에서 관심영역의 화

소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일치하지 않은 화소는

OpenNI을 이용하여 위치를 보정할 수 있다. 색상 영상에

대하여 히스토그램을 사용함으로써 프레젠테이션의 포인

터로 사람의 손이 사용될 경우에 정확하게 사람의 손 영역

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추출한 손 영역은 외곽의

다각형을형성하는 화소들을 이어주면 손가락각각의 마디

끝을 이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외곽선에 해당하는 화

소들 중 스크린에 해당하는축에 가장 가까운화소를 포인

터로 사용한다. 매화면마다 포인터의 깊이값과 공간 좌표

를 확인하여 스크린의 수평축을 구분하고, 공간 좌표의 위

치를 구분하여 이벤트를 판단 및 실행한다. 그리고, 현재

이벤트 실행 후 다음 이벤트 사이의 지연 시간(30장)을 주

어 의도치 않은 이벤트의 연속실행을 방지하게 한다. 그림

9에서와 같이 모의실험에 사용된 이벤트는페이지 좌우 이

동, 확대, 축소, 종료, Enter, 이전슬라이드, 다시 시작,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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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슬라이드의 9개를 사용하였다. 키보드 이벤트는 작동이

원할하지만 마우스 포인터를 이용한 이벤트는 실행 전 입

력할 좌표를 미리 입력해야 한다. 좌우 이동, 종료, Enter 
등 버튼 이벤트는 인식 즉시 반응한다. 하지만 확대, 축소

이벤트 같이 마우스의 기능을 사용하거나 시간이 필요한

이벤트는 마우스의 좌표 및 사용자의 설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양하지 못하였다.

그림 9. 이벤트영역 배치
Fig. 9.  Placement of event region

프레젠테이션시에 이벤트의 실행 순간은 포인터가 스크

린에 직접 접촉하든지 또는 접촉하지 않고 아주 가까운거

리에 있든지 등으로 사용자의 편리성에맞게 구현할 수 있

다. 접촉하지 않고 사용할 때는 사용자의 포인터와 스크린

사이의 거리 간격을 깊이 영상내에서 관심영역의 포인터

위치와 스크린 위치 사이의 화소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포
인터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는 깊이 값에서 일정 화소만큼

의 여유 간격을 두게 함으로써 가능하며, 표 2에서는 스크

카메라로부

터 이벤트

위치

스크린과 포인터 사이의 여유 간격

0
화소

2
화소

4
화소

6 
화소

8 
화소

10 
화소

55 14 20 25 28.5 30 33

135 13.5 18.5 20 22 28 28

235 4 8 12 15 17 20

표 2. 이벤트 인식을 위한 포인터와 스크린 사이의 거리 (단위 cm)
Table 2. Distance between screen and pointer for the event recognition 
(Unit cm) 

린 수직축 방향으로 0~10화소에 해당하는 좌표로 포인터

위치를 2화소씩바꿔가며 실제 포인터와 스크린 사이의 거

리를 조사하였다.
이벤트 범위가 카메라와 가까운 위치(55cm), 스크린의

중앙 위치(135cm), 카메라와 먼 위치(235cm) 등 세 가지

범위에 대해 이벤트가 실행될 때 포인터와 스크린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였다. 여유 화소가 클수록 포인터와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먼 거리에서 실행이 가능했다. 그리고 스크

린과 가까울수록측정 거리의 차가큰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카메라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차가 크게 나타나는 원

인은 카메라 촬영 시에 나타나는 관심 영역의 원근감인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크린의 수직구분은 포인터를 깊이

영상에서 화소단위로 구분하기 때문에 오차 없이 구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실험에서 추출한 화소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발표자의 발표 위치, 스크린과 발표자의 거리등

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안된 방법의 인식률은 카메라에 촬영되는 각각의 영상

에서 스크린외의 촬영되는 영역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스
크린외의 영역의 복잡도가 단순할수록, 불특정 객체의 수

가 작을수록 인식률은 크게 높아진다. 또한, 설치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영상에서 스크린의 영역만을 인식할 수 있

으면 인식률과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은 깊이 카메라와 색상카메라를 같이 이용하여

포인터를 추적하고, 이벤트 범위의 설정과 실행방법을 제

안하였다. 객체의 추적은 깊이 정보와 색상 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확인 작업으로 추출한다. 추출한 최종 포인트 지점

이 이벤트 영역에 대응되는 깊이 정보와 색상 영상에서의

화소 좌표에 위치하지 않으면 이벤트가 수행되지 않고, 다
시 영상획득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이러한 제안된 방법은

보조 인원 없이 포인터 인식으로 10개 이내의 범위에 대해

서 이벤트의 실행을 확인 하였다. 현재는 깊이카메라의 높

은 가격으로 인해서 다양한 방식의 카메라를 이용한 연구

에 제한이 있다. 또한, 현재 깊이 정보를 다양한 분야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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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사례가 미미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깊이카메라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방법은현재깊이 카메라의 가격이 저

렴해지고 정확도가 올라간다면 마우스, 키보드, 레이저 포

인터 같은 제어 장비들이 깊이 카메라 하나로 통합될것으

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측면에서는 Power Point 뿐만 아

니라,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프레젠테이션 제어 외에 TV, 홈 원격제어 등 HCI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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