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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는 동영상 강좌의 화질이 좋지않아 동영상 속 슬라이드의 내용을 제

대로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슬라이드 이미지를 동영상 강좌에 합성해서 사용

자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슬라이드가 없을 경우에는 동영상으

로부터 슬라이드를 추출해주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사용자는 슬라이드 문서와 동영상을 첨부하고 동영상 속에서 슬라이드가 나오는 

부분을 선택하기만 하면 프로그램은 슬라이드 이미지와 동영상 프레임 이미지의 

일치를 검사해서 시간에 맞는 슬라이드 이미지를 동영상에 합성해준다.

  위와 같이 간단한 동작만으로 사용자는 슬라이드와 동영상을 번갈아가며 보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영상 강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

 `

<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 같은 동영상 화면을 얻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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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온라인 교육 시장의 성장

온라인 교육 시장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업체 뿐만 아니라 개인 사용자 

또한 다양한 목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업로드하고 있음. 고화질의 영상을 제

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어려운 개인 사용자들이 양질의 동영상을 제작

할 수 있도록 도와줌.

2) 다양한 컨퍼런스의 증가

기업과 단체에서는 시민들과 정보공유를 위해서 다양한 컨퍼런스를 개최하

고 있고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컨퍼런스 강의 내용을 녹화해 인터넷

에 업로드하고 있음. 동영상 녹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

의 동영상의 화질이 낮아 슬라이드 내용을 판독하기 어려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에게 슬라이드 부분이 선명한 동영상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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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본 프로젝트는 화질이 좋지않아 동영상 강좌 안에 있는 슬라이드 내용을 제

대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강의 슬라이드와 동영상을 합성해 사용자에게 양

질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이미치 일치, 동영상 

합성, 동영상 프레임 나누니가 올바르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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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I. Qt

GUI 프로그래밍을 위한 프레임워크. 

- 기존 슬라이드 이미지와 비교해 동일 이미지 여부 검사

- 기존 슬라이드 이미지를 동영상 이미지에 합성

- 동영상을 일정 시간 간격프레임으로 저장

위와 같이 프로그램이 수행해야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Qt 프로그래밍을 통해 진행.

II.    

디지털 음성 스트림과 영상 스트림에  다양한 종류의 형태로 기록하고 변환하는 프로그

램이다. 현재는 여러가지 자유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 제공되고 있다.

프레임 이미지 관련 처리는 FFmpeg 명령어를 이용해 처리한다.

III. OpenCV 

Open Computer Vision 의 약자로 오픈소스 컴퓨터 비전 C라이브러리이다.

실시간 이미지 프로세싱에 중점을 둔 라이브러리이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미지 일치, 

Tracking (카메라 이동에 따른 슬라이드 화면 인식), Rectification ( 카메라 각도에 따른 완

전한 사각형의 화면을 추출하기 위함)을 위해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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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pHash Algorithm

pHash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이다. perceptual hashing을 통해 이미지들간의 유사도를 

수치로 나타내줌.

본 프로젝트에서는 openCV를 이용해 구현하였으며 동영상 프레임 이미지와 슬라이드 

이미지간 일치도를 분석해 슬라이드 이미지가 어느 시간에 동영상에 합성돼야 할지를 결

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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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p사용자가 동영상과 슬라이드를 업로드하게 되면 powerpoint API를 이용해 슬라이드를 

이미지로 바꾼다. 이후 ffmpeg를 통해 동영상 프레임 이미지로 추출하고 phash 알고리

즘을 통해 이미지 유사도를 검사한다. 유사도를 검사한 결과 동영상 속 슬라이드가 몇초

에는 몇쪽 페이지가 노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정보를 이용해 선명한 슬라이드 이

미지를 동영상에 합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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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상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되었다. 그 중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것을 녹화한 동영상은 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하지만 녹화장비의 화질이 좋지않아 동영상 속 슬라이드 

내용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동영상 업로드시 슬라이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봐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동영상 속에서 선명한 슬라이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연 내용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된다. 가독성을 증가시킨다는 장점 뿐만 아니라 

동영상에 덧씌우는 방식이므로 사용자가 느낄 어색함이 줄어들었고 현재까지 이

런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또한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강의를 시청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락 강

의를 제공해주는 업체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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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 목표 및 내용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개발환경

I. 개발환경

- Windows 7 32bit OS

II. OpenCV

- 영상 처리와 관련된 Opensource Library

- tracking에 사용

III. FFmpeg

- 동영상 프레임 나누기 및 합성에 사용되는 Library

- 동영상 프레임 이미지와 슬라이드 이미지를 비교할 때 선행

        되는 작업에 사용

IV. Qt

- nokia사에서 개발한 User Interface 개발 프로그램

- 본 프로젝트는 Qt에 연동해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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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I. 동영상 속 슬라이드 화면 위에 다른 물체가 오는 경우

기존 슬라이드 이미지와 동영상 프레임 이미지를 비교해서 같은 이미지인지 검사

해 시간정보를 추출해내야하는데, 발표 진행자가 설명을 하면서 슬라이드 화면에 

겹쳐지거나, 다른 물체가 슬라이드 위를 지나가게 되면 이미지 일치 검사를 올바

르게 수행할 수 없다. 이 경우 matting 기술을 통해 겹쳐진 이미지에 대해 따로 

추출한 후 복원함으로써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대한 덜어줄 굿이다.

II. 동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이동하는 경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카메라가 흔들리게 되면 애초에 동영상에서 슬라이드가 

나와야할 좌표가 어긋나게 되고 이미지 일치 검사를 할 수 없는 오류에 이르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openCV의 tracking 기술을 통해 카메라가 흔들린 것을 감지

해서 흔들린 시간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이미지 합성을 진행하지 않아서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줄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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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슬라이드 화면에 애니메이션이 있는 경우

이 프로그램이 동영상 속에 슬라이드를 합성하는 것은 ffmpeg의 watermark 기능

을 이용하게 되는데 슬라이드에 애니메이션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애니

메이션 형태로 삽입을 할 수 없게된다. 이 경우에 대한 해결법은 찾지못했기 때

문에 이 프로그램의 테스트는 애니메이션이 없는 슬라이드를 이용할 것이고 차후 

2차 캡스톤 때 논의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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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역할

박성수
- Project Leader

- FFmpeg  

김종윤
- User Interface

- Image Comparing 

박준명
- OpenCV

-  Rectification

라지현 -  Information research

장승현 -  Qt User Interface

서석 -  Supply Information

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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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예상치 (MD)

개발환경구축 20

Qt, Visual Studio 2010 연동 10

Qt UI 구현 40

ffmpeg 연동 20

OpenCV 연동 20

pHash algorithm 연동 20

문서 작성 10

합 140

5  프로젝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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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vSlide

팀 명 파인 애플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3 2014-MAR-7

캡스톤 디자인 I Page 17 of 21 제안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 프로젝트 주제 선정

● 요구사항 분석 및 조사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발표 준비물

2014-03-03 2014-03-13

설계 완료

● Qt - Visual Studio 연동

● ffmpeg, OpenCV 연동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4-03-10 2014-03-20

1 차 중간 보고

● 블록지정된 부분의 프레임 자르기 완성

● 슬라이드 이미지와 동영상 프레임 이미지         

비교해 원하는 정보 추출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4-03-14 2014-04-03

2 차 중간 보고

● 마일스톤 통합

● Tracking, Matting 구현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4-04-04 2014-05-01

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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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1.  완성된 프로젝트 소스 코드

2014-05-01 2014-05-23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상태 점검표 

2014-05-23 2014-05-24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산출물: 완성된 소스 코드, 결과 보고서
2014-05-02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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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박성수 개발환경구축 2014-03-03 2014-05-27 20

장승현 UI 연구 2014-03-03 2014-05-27 10

김종윤 Qt, Visual Studio 연동 2014-03-03 2014-05-27 40

박성수 ffmpeg 연동 2014-03-03 2014-05-27 20

박준명 OpenCV 연동 2014-03-03 2014-05-27 20

김종윤 pHash algorithm 연동 2014-03-03 2014-05-27 20

라지현 문서 작성 2014-03-03 2014-05-27 10

6.3 인력자원 투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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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PC 4 대 개인용 2014-03-03 2014-05-27

pHash open license 2014-03-03 2014-05-27

OpenCV open license 2014-03-03 2014-05-27

ffmpeg open license 2014-03-03 2014-05-27

Qt nokia 2014-03-03 2014-05-27

회의실 KMU 2014-03-03 2014-05-27

모니터 KMU 2014-03-03 2014-05-27

Visual Studio 2010 Microsoft 2014-03-03 2014-05-27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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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웹 openCV www.opencv.org

2 웹 pHash www.phash.org

3 웹 ffmpeg www.ffmpeg.org

4 웹 Qt official site www.Qt-project.org

5 도서 Qt 프로그래밍 2010 김대진

7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