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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본 프로젝트는 동영상 강좌의 화질이 좋지 않아 동영상 속 슬라이드의 내용을 제대로 판

독할 수 없을 때, 기존 슬라이드 이미지를 동영상 강좌에 합성해서 사용자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슬라이드가 없을 경우에는 동영상만을 통해 슬라이드 파일

을 추출해주는 역할까지 수행한다. 

사용자가 슬라이드 문서와 동영상을 첨부한 뒤, 첨부한 동영상 속의 슬라이드 부분을 지

정해주면 프로그램은 슬라이드 이미지와 동영상 프레임 이미지의 일치 검사를 통해 페이

지 넘김 시간 정보를 획득한 뒤 시간에 맞는 슬라이드 이미지를 동영상에 합성해준다. 

위와 같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사용자는 슬라이드와 동영상을 번갈아 가며 보는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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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좌측 그림은 vSlide를 사용하기 전 슬라이드 부분이 흐릿한 영상이고  

우측 그림은 vSlide를 사용해서 슬라이드 부분을 선명하게 처리한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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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온라인 교육 시장의 확대 

메가스터디와 산업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시장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

다. 여기에 나온 지표들은 2010년 이전 지표들이며,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진 현재는 규

모가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요즘 강의의 추세는 펜을 이용해 칠판에 쓰는 강의

가 아닌 모니터 화면에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강의이기 때문에 vSlide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2. 위 자료를 통해 온라인 교육 시장은 지속 성장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vSlide의 수요도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2)  다양한 컨퍼런스의 증가 

아래와 같은 검색결과를 보면 기업과 단체에서는 정보공유를 위해서 다양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고,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강의 영상을 녹화하여 유투브와 

같은 스트리밍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있다. 하지만 동영상 녹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영상의 화질이 낮을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vSlide를 이용

한다면 사용자에게 슬라이드 부분이 선명한 동영상을 공급할 수 있어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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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기업체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컨퍼런스 활동을 vSlide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하지 못한 시민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강의 녹화 시스템 문제점 

아래의 그림은 국민대 가상대학에 있는 강의 녹화 시스템이다. 교내에서 많은 비

용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으며, 18개의 강의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보면,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녹화하고 교안(슬라이드)도 따로 녹화를 해서 이중으

로 녹화된 것을 하나로 묶어주어 제공해주는 형태이다.  

그러나 오른쪽의 교안과 왼쪽의 영상을 번갈아 봐야 하는 불편함과, 강의하는 교

수님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점에서 단점이 많고 교안도 따로 녹

화를 하기 때문에 저장용량이 커진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 

이에 vSlide통해 영상과 슬라이드를 합성하여 한눈에 보기 편하게 하였다. 또한, 

교안을 따로 녹화하지 않기 때문에 용량이 작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그림 1-4. vSlide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그림과 같이 슬라이드 부분을 같이 녹화하는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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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영상은 자체적으로 수업시간에 찍은 영상이다. 고화질로 나오지만 슬라이드 화면이 

잘 안보이고 흐려서 한번에 보기 힘들다. vSlide를 이용한다면 더 선명한 화면으로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5. 강의 녹화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강의실에서도 vSlide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강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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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Slide 

2.1 목표 

본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표는 슬라이드 속 화면의 화질이 좋지 않아 슬라이드 내용을 제

대로 식별할 수 없을 때 강의 슬라이드와 동영상을 합성해 사용자에게 양질의 동영상을 제

공하는 것이다. 

두번째 목표는 처리 가능한 화질의 동영상만 있을 경우 영상처리를 통해 슬라이드 파일을 

pdf형식으로 추출하여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슬라이드 이미지 추출, 슬라이드 부분 자동 인식, 사각화, 이미지 일치 비교, 

슬라이드 이미지 합성, Matting 등의 기술이 활용된다. 

 

 

     그림 2-1 슬라이드가 포함된 동영상과 슬라이드 파일을 이용하여 

슬라이드 부분이 선명한 동영상으로 만들어준다. 

 

         

   그림 2-2 슬라이드가 포함된 동영상만으로  

     슬라이드 부분을 추출하여 슬라이드 파일로 만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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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화면 구성 

초기 실행 화면 

 

그림 2-2. 초기에 사용자는 슬라이드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선택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파일 첨부 화면 

 

그림 2-3. 슬라이드가 있는 경우, 슬라이드 선택과 동영상을 선택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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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를 첨부했을 때 화면 

 

그림 2-4. 첨부한 영상에서 SIFT를 이용해 자동으로 슬라이드 부분을 검출해준다 

동영상만 첨부했을 때 화면 

 

그림 2-5. 동영상만 첨부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슬라이드 부분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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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ystem Architecture 

 

1) System Flow 

 

<초기 상태에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진행되는 시스템의 흐름> 

 

2) System Function 

 

<Source Item을 첨부했을 때 vSlide 프로그램상의 여러 기능을 이용해 Result Item을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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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발 환경 및 구동 환경 

2.4.1  개발 환경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통합 개발 환경 프로그램이

다. 슬라이드 이미지 변환 C#언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

되었다.  

 

GUI 프로그래밍을 위한 위젯 툴킷이자 비GUI 프로그래밍을 위한 프레임워크

이다. 쉽게 말해 UI/UX를 위한 프로그래밍 툴이다. 사용언어는 C++이며, 아래

에 나오는 FFmpeg와 OpenCV를 연동시켜 사용할 것이다. 파일첨부 및 전체적

인 프로그램 실행을 담당하게 된다. 

 

영상처리를 위한 컴퓨터 비전 C 라이브러리이다. QT에 연동하여 사용되며 슬

라이드 부분 자동인식, 프레임 추출, 이미지 비교등 전반적인 영상처리를 담

당한다. vSlide에게 있어 핵심적인 라이브러리이다. 

 

 

디지털 음성 및 영상 스트림의 처리를 위한 C 라이브러리이다. 새

롭게 만들어진 영상에 오디오 정보와 코덱 등을 복사해준다. 

 

 

 

 

2.4.2  구동 환경 

PC PlatForm Program 

윈도우 32비트 

Intel® Graphics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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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각 Milestone 구현 내용 및 결과 

2.5.1  슬라이드 to 이미지 

문제인식 

동영상 속 슬라이드를 선명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합성이 필수적인데, 본 프로젝트에서 

합성할 이미지는 슬라이드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선 해당 슬라이드 파일을 이미지 파일들

로 변경해주어야 한다. 

 

해결방법 

 

그림 3-1. C#으로 작성한 슬라이드 이미지 추출 프로그램을 Qt에서 바이너리 형태로 실행한다. 

 

QT의 QProcess로 C#으로 미리 만든 exe 파일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슬라이드 이미지를 

추출한다. 

 

결과물 

슬라이드 파일을 첨부한 후 각 페이지를 이미지로 변환한다 

 

그림 3-2. 위의 마일스톤을 이용해 슬라이드를 이미지로 변환한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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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선택 영역 이미지 추출 

문제인식 

슬라이드 부분의 이미지를 추출이 가능해야 프레임분석, 이미지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구현해야 할 기능이다. 

 

해결방법 

우선 사용자편이를 위한 슬라이드 부분 자동선택과 직접선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자동선

택은 OpenCV의 Tracking 알고리즘인 SURF, SIFT 등을 이용하려고 한다. 자동선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5.8인 슬라이드 부분 자동선택(Recognition)에서 언급하겠다. 다음으로 직

접선택에 대한 내용인데 직접 선택한 4개의 좌표정보를 받아와서 사각형을 구성한다. 구성

한 사각형 내부의 이미지를 추출하여 이미지로 저장한다.  

 

 

     그림 3-3 슬라이드 부분을 4개의 점을 찍어 선택한 화면이다. 

결과물 

수동선택이든 자동선택이든 결과는 아래의 이미지처럼 나올 것이다. 추출한 이미지는 완전

한 직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2.5.6 선택영역 이미지 Rectification

을 이용하여 변환 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림 3-4 선택한 이미지를 추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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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슬라이드 이미지 합성 

문제인식 

슬라이드 부분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이미지를 동영상 위에 합성한다. 특히 특

정위치와 동영상의 특정시간에 맞추어 합성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Milestone에서는 

동영상에 이미지를 씌우는 것이 목적이다. 

 

해결방법 

 

그림 3-5. OpenCV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 슬라이드 이미지 Pixel을 동영상에 합성한다. 

  

합성될 슬라이드 이미지를 한 픽셀마다 그려주어 합성하게 된다. 

 

결과물 

 

           그림 3-6. 슬라이드 이미지를 동영상에 정상적으로 합성한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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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동영상 프레임 이미지 추출 

문제인식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시간을 Detect하기 위하여 슬라이드 부분의 각 프레임과 원본 슬라이

드 이미지를 비교하여 넘어가는 시간정보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결방법 

Milestone 2번에서 했던 선택한 이미지 추출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림 3-7. OpenCV CvCapture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조작한다. 

 

결과물 

잘려진 프레임의 일부만 보여주었으며 보통 동영상은 1초에 30프레임이므로 아래 나와 있

는 이미지 파일들은 재생시간 1초내에서 추출된 프레임들이다. 

 

        그림 3-8. CvCapture Class를 사용해 동영상의 프레임을 정상적으로 

 추출한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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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슬라이드 페이지 이동 시간 추출 

문제인식 

동영상 속 슬라이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시간을 알기 위해선 이미지 유사성 검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이미지 유사성 검사만 해서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것인지, 사람

이 슬라이드 위를 지나가는 것인지 판별할 수 없다. 이미지 유사성 검사와 Motion tracking

을 혼합하여 슬라이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시간을 추출한다. 

 

해결방법 

 

 

그림 3-9. OpenCV Optical Flow 이용해 물체의 움직임을 기록한 결과물. 

 

OpenCV Optical flow를 사용하여 프레임 별로 Motion 변화가 있는지 확인한다. 변화가 

생겼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10프레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는 ‘안정화된 프레임’을 추출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레임과 비교한다. 이미지 유사성이 높으면 사람이 지나갔다는 

의미이고 낮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는 의미이다.  

 

결과물 

 

  

    그림 3-10. 좌측 그림은 슬라이드 페이지가 변해 불규칙적인 선이 그어진 화면, 우측 그림은 

사람이 지나가는 경우 규칙적인 선이 그어진 화면. 

 

 

페이지가 넘어갈 때 움직였다고 판단하여 왼쪽의 그림처럼 빨간선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최종보고서 

프로젝트 명 vSlide 

팀 명 파인 애플(Fine Apple)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3 2014-MAY-27 

 

캡스톤디자인 I Page 18 of 32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이때가 페이지가 넘어가는 시간이라고 Detect 한다 오른쪽의 그림은 슬라이드 부분 위에 

사람이 지나갈 때. 움직임을 Detect하여 두 그림을 통해 슬라이드가 넘어가는지 사람이 지

나가는지 구분이 가능하게 한다. 

 

 

 

2.5.6  선택영역 이미지 Rectification(사각화) 

문제인식 

이미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직사각형의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영상은 촬영하는 각

도를 최대한 정면에서 찍더라도 완전한 직사각형의 형태가 나오지 않는다. 아래의 그림처럼 

사다리꼴 비슷한 모양의 슬라이드 부분으로 인식하는데 이것을 영상처리를 통해 직사각형

화(Rectification)하여야 한다. 

 

해결방법 

Milestone 2번에서 한 사각형의 이미지 추출한 것으로 행렬값을 적절히 조절하여 사각화 

시킨다. 이미지를 합성할 때에는 직사각형 이미지가 아닌 원래의 이미지 크기로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Inverse-Rectification(역직사각형화)까지 가능하게 해결한다. 

 

 

그림 3-11. 앞에서 저장한 4개의 좌표를 이용해 이미지를 사각화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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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 

 

    그림 3-12. 선택한 좌표를 이용해서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사각화 됐고, 역으로 사각형의  

이미지가 초기 선택한 좌표대로 배치된 모습.  

 

2.5.7  슬라이드 가림 물체 처리(Matting) 

문제인식 

단순히 슬라이드 합성만 한다면 그 위를 지나가는 물체가 합성된 슬라이드에 의해 덮어져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합성된 슬라이드 위를 지나가는 물체의 모습을 보존시켜 이용자가 강

의동영상에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한다. 

 

해결방법 

슬라이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시간을 추출할 때 저장해뒀던 ‘안정화 프레임’은 슬라 

이드 위에 움직이는 사람이 없다고 믿을 수 있는 프레임이다. 이 프레임과 슬라이드 부분의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며 R, G, B 값이 일정 수치 이상 차이가 나는 픽셀에 대해 합성 

한 슬라이드 위에 재 합성해주는 과정을 통해 해결한다. 

 

 

     그림 3-13. 안정화 프레임과 슬라이드 위에 가림 물체가 위치해있는 프레임의 R, G, B값을 

비교해 사람이 있는 부분을 추출한 모습.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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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4. 슬라이드 합성이 이미 된 프레임 위에 사람 영역을 재합성한 모습. 

 

합성된 이미지 위에 사람이 지나가도 어색함이 없게 Matting이 됐음을 알 수 있다. 

 

 

2.5.8  슬라이드 부분 자동 선택(Recognition) 

문제인식 

사용자가 수동으로 슬라이드 부분을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선택

할 때 불안정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을 하고 사용자에게 사용유무를 물

으면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결방법 

OpenCV의 SIFT를 사용한다면 vSlide에서 자동인식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SIFT란? 

Scale Invariant Feature Transform의 약자로 전형적인 코너 검출 알고리즘이다. 다시말해 크

기와 회전에 불변하는 특징을 추출하여 물체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이다.  

Scale Space extrema detection : Interest Point들을 검출하는 과정이다 

Keypoint localization : 검출된 점 중에서 안정적이지 못한 점들을 제거한 후 연속공간에 위

치시킨다.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다. 

Orientation assignment : 검출된 점에서 direction, magnitude를 구한다. 

Keypoint descriptor : 검출된 점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gredient값들의 Orientation을 구한

다. Gaussian window를 이용한다. 

 

 

Matching : 특징점끼리 일치시켜 물체를 인식한다. 노이즈가 발생한 이미지여도 인식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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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사용 예로는 물체인식, 로봇의 localization 및 맵핑, 파노라마 스티치, 3D 모델링 등에 사용

된다. 

여기서 우리는 슬라이드 이미지와 동영상 속 슬라이드 부분을 비교하여 SIFT를 이용해 자

동인식 기능을 추가한다.  

 

 

  그림 3-15. SIFT를 이용해 이미지의 위치를 검출한 모습. 

  

 

결과물 

 

1회실행(1번째 프레임 사용) 

 

그림 3-16. vSlide에 SIFT를 적용해 동영상 프레임에서 슬라이드 영역을 검출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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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실행(2번째프레임 사용) 

 

그림 3-17. 위의 과정을 다른 프레임에 적용하여 새로운 슬라이드 영역을 검출한 모습. 

 

다음과 같이 인식이 자동으로 됨을 알 수 있다. 

 

 

2.5.9  동영상 속 슬라이드 to PDF 

문제인식 

이전의 MileStone들을 모두 합성하면 슬라이드파일과 동영상파일이 있을 때 새로운 동영상

을 추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vSlide의 기능은 2가지로써 동영상 속 슬라이드 부분을 

파일(pdf)로 만들어주는 것까지 가능하여야 한다 . 

 

해결방법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시간을 Detecting했기 때문에 그 시간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이미지들

을 저장한 뒤 Sharpening 한 후 그 이미지들을 모아 pdf로 변환시켜준다. 

 

*Sharpening 

말그대로 선명하게 해주는 것이다. Gaussian Filter를 이용하여 선명하게 한다. vSlide에서는 

글씨 및 사진 등이 들어가는 슬라이드 이미지가 노이즈에 의해 흐리기 때문에 조금 더 선

명하게 해주어 pdf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사용될 것이다.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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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슬라이드 없는 경우, 동영상 첨부만으로 영상에서 사용된 슬라이드를  

PDF로 추출할 수 있다. 

 

 

2.5.10  User Interface 

문제인식 

vSlide는 GUI 프로그램인 QT를 이용했고,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야 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사용 방법이 간단한 프로그램 UI로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해결방법 

QT로의 코딩 이전에 포토샵 등을 이용하여 화면구성을 한 후 QT로 옮겼다. 슬라이드가 있

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눈 뒤 슬라이드 및 동영상 첨부 화면을 나오게 한다. 첨부가 완료

되면 앞서 화면구성에서 봤던 것처럼 첫번째 프레임의 이미지를 화면상에 띄워주고 자동인

식을 위한 버튼인 새로고침, 수동을 선택하는 수동버튼, 영상을 만들어주는 시작버튼으로 

구성해준다. 시작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처리 중 이라는 Dialog가 나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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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초기 화면> 

  

<슬라이드가 있을 때 화면>                 <슬라이드가 없을 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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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Demo 테스트 및 결과 분석 

2.6.1  슬라이드가 다음 페이지로 올바른 시간에 넘어가는가 

동영상 속 프레임 비교를 통해 페이지 전환 시간을 추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위에 단순히 사람이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페이지 전환으로 인식할 수 있다. 슬라이드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와 사람이 지나가는 경우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람이 지나가는 경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올바른 슬라이드가 합성된 모습> 

 

 

   

 

<슬라이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 vSlide를 통해 처리한 동영상 역시 동일한 시간인  

“14초”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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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슬라이드가 앞으로 넘어가는 경우 제대로 동작하는가 

강의를 할 때, 이전 내용을 보기위해 앞으로 슬라이드를 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

전 슬라이드가 올바르게 합성되는지 확인한다. 

 

              

          <2초>                          <10초>                        <22초> 

 

그림과 같이 10초일 때 앞 슬라이드로 넘어갔지만 22초일 때 다시 원상 슬라이드로 복

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최종보고서 

프로젝트 명 vSlide 

팀 명 파인 애플(Fine Apple)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3 2014-MAY-27 

 

캡스톤디자인 I Page 27 of 32 결과보고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2.7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1) 인터넷 강의 업체와의 연동 

앞서 추진배경에서도 봤듯이 인터넷강의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일반 어학원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데 vSlide가 적용된다면 슬라이드 부분이 더 선명한 영상이 제공될 

것이다. 이전의 시스템에서는 페이지 넘어가는 시간마다 지정했다면 vSlide는 자동으

로 넘어가는 것을 해주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이다. 그리고 웹에서의 개발로 확장시켜

나간다면 서버를 통해 동영상을 변환하기 때문에 동영상 변환 속도도 훨씬 빨라질 

것이다. 

 

그림 5-1.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는 vSlide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강의 영상을 제공 가능. 

 

 

 

2)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연동  

실제로 강의영상들이 스트리밍 사이트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컨퍼런스의 증가

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 vSlide가 연동이 된다면 lecture라는 옵션을 

추가하여 이것을 선택 후 강의영상을 올리면 강의 슬라이드도 같이 올라오는 식의 

활용도 가능하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스트리밍 서비스는 영상 뿐만 아니라 

강의자료까지 같이 올라오는 다양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2. vSlide를 컨퍼런스에 활용해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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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대 강의 녹화 시스템에서의 활용 

슬라이드와 강의영상을 동시에 녹화한 후 합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제공해주는 이 시

스템을 녹화 된 슬라이드를 강의영상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면 더 유

용할 것이다. 혹은 이 시스템이 아닌 개인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것은 vSlide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해서 변형해주면 녹화 시스템을 이용한 동영상과 직접 찍어 업

로드한 영상과의 차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녹화시스템이 더 활발해지고 

학생들의 복습 및 학과공부에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 향후 발전 방향 

1) 웹으로의 확장 

vSlide 프로그램은 PC Program이다. 현재는 End User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용 PC로 수많은 양의 동영상을 처리한다는 것도 무리가 간다. 그래

서 웹으로의 발전은 필수적이다. 사용자가 vSlide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파일을 업로

드 하면 이 파일이 서버로 가고 서버에서 변환이 끝나면 웹사이트에 업로드가 되는 

형식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웹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면 동영상 변환 시간도 빨라

지고, 웹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공유성도 강해지고, 점차 나아가 강의 사이트로

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수익성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는 발전 계획이다. 

 

2) Tracking 

현재 vSlide 프로그램은 zoom-in, out 과 고정된 카메라가 아닐 때를 해결하지 못한

다. SIFT를 이용하여 Tracking을 할 수 있었지만 처리속도도 느리고 중간에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자동인식만 하도록 수정하였다. SIFT 알고리즘을 조금 더 수정

하고 vSlide에 맞게 된다면 Tracking이 가능할 것이고, 카메라의 zoom-in, out과 카메

라가 움직여도 이상 없이 작동할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이전 Milestone에서 

Tracking을 구현하려고 할 때 이상이 생겼던 화면이다. 

  

그림 5-3. 현재 vSlide는 고정된 슬라이드 영역을 처리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영상에서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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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imation 효과 

슬라이드 파일을 이미지로 추출할 때 Powerpoint의 Animation 효과는 추출되지 않는

다. 그리고 vSlide가 화면을 인식할 때 Animation이 나오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간다고 

인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Matting에서 했던 Optical Flow를 통해 움직임 처리가 

되었다면 그 기술을 이용하여 Animation을 처리할 계획이다. 실제로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구현이 된다면 단순히 이미지 합성된 것이 아닌 실제로 보는 것과 같은 친숙

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4) 폰트 인식을 통한 재구성 

현재는 동영상만 있을 때 이미지를 모아 pdf로 추출하는 것까지 된다. 이미지이기 때

문에 영상처리를 통해 아래와 같이 폰트인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color 및 폰트 스

타일을 인식하여 화면을 재구성해주는 것이다. 이미지와 폰트인식의 구분만 간다면 

새로운 pptx파일을 생성할 수 있다. 이 계획이 구현이 된다면 vSlide의 핵심기술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그림 5-4. 프레임 분석을 통해 글자를 재구성한다면 사용자에게 가독성이 높은  

PDF 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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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이저 포인트 인식 

실제로 강의영상에서도 슬라이드에 레이저로 가리키면 잘 보이지 않는다. vSlide에서 

변환된 영상도 똑같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강의자를 인식하고

(초록색선) 손과 레이저의 각도 및 방향을 분석(파랑색선) 하여 예상되는 지점에 포인

트를 찍어(빨강색선)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 것이 가능하게 된다면 원본 동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레이저 포인트가 vSlide 변환 영상에는 보이게 되어 원본보다 더 많은 

이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5. 발표자의 손동작을 분석해 슬라이드 위에 레이저 포인터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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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평가 

 

3.1 알고리즘 개선을 통한 실행시간 단축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선택 동영상의 슬라

이드가 전환되는 시간을 검출한 후 처음부터 다시 프레임을 추출하며 슬라이드를 합성하

는 과정을 거친다. 프레임을 추출하는 과정을 2번 거치기 때문에 실행시간 또한 2배 가

까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알고리즘 개선을 통해 시간 검출과 합성을 한 과정에서 시

행되게 한다면 실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3.2 슬라이드 전환시 잡음 문제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시간을 검출할 때 안정화 프레임과 기존 보유하고 있던 프레임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때 안정화 프레임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끝난 시점 

이후 15프레임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화가 2~3프레임 연속으로 일어난다면 

사소한 오차가 생길 수 있다. 프레임 단위로 합성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오

차는 잡음 발생 문제를 초래한다. 완전히 잡음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잡음을 제거해야한다. 

 

 

3.3 데모 영상의 저작권 문제 

프로그램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모 영상이 필요하다. 데모영상을 우리가 직접 촬 

영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 강의 영상을 이용하면 더 큰 현실감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영상의 저작권 때문에 아무 영상이나 사용할 수 없었고 영상마다 사용 허가 를 

받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더욱이 PDF를 추출하는 과정은 개인이 만든 슬라이드를 

무단으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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