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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요약

본 발명은 발표자가 실시간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 영상과 직접 제스쳐 또는/및 음성을 통해 다양한 인터액션을 하면서 발

표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능동 적외선 카메라와;

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와 연결된 명령 인식 시스템과; 그리고 능동 적외선 카메라 및 명령 인식 시스템과 연결된 영상 합

성 시스템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본 발명의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은 발표자를 3차원 영상에 적절히 합성하기 위한 스테레

오 카메라 셋트와 3차원 움직임 시스템을 더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에 의하여, 발표자의 제스쳐 또는 음성에 의한 명령이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또한 발표자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발표 자료 화면과 합성되는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청각 효과가 극대화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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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 비디오 합성, 적외선 능동 카메라, 제스쳐 인식, 3차원 위치 추적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의 개략도.

도 2a는 본 발명에 따른 능동 적외선 카메라의 내부 구조를 도시한 측면도.

도 2b는 본 발명에 따른 능동 적외선 카메라의 정면도.

도 3a는 본 발명에 따른 적외선 반사체 마커를 보인 사진.

도 3b는 도 3a의 적외선 반사체 마커를 손가락에 착용한 상태를 보인 사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명령 인식 시스템의 컴퓨터 장치에서 수행되는 제스쳐 인식 알고리즘의 흐름도.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명령 인식 시스템에서 추출된 각 적외선 반사체 마커 영역의 위치, 높이 및 폭을 나타낸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명령 인식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알고리즘에서 지정될 수 있는 제스쳐 모드의 예를 도시한 도면.

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 합성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알고리즘의 흐름도.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3차원 움직임 추적 시스템의 동작을 도시한 흐름도.

도 9a는 본 발명에 따라 발표자가 발표자료 영상과 3차원적으로 합성된 합성 이미지를 보이는 사진.

도 9b는 본 발명에 따라 발표자의 영상이 3차원 위치 추적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컴퓨터 화면의 사진.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10 : 발표자 112 : 적외선 반사체

114 : 무선 마이크 120 : 능동 적외선 카메라

130 : 명령 인식 시스템 140 : 영상 합성 시스템

150 : 3차원 움직임 추적 시스템 160 : 스테레오 카메라 셋트

170 : 프로젝터 180 : 스크린

221 : 렌즈부 222 : 적외선 조사 장치

223 : 콜드 미러 224 : 적외선 카메라

225 : 동영상 카메라 226 : 반사경

312a : 엄지 착용 마커 312b : 검지 착용 마커

512a : 엄지 마커 영역 512b : 검지 마커 영역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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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컴퓨터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표시되는 발표 자료 화면의 영상과 발표

자가 직접 인터액션(interaction)을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interactive

presentation)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통상적인 컴퓨터를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발표자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컴퓨터 모니터 상에 표시하거나 프로젝터

(projector) 등을 통해 대형 스크린에 투사시켜서 청중들에게 보여주고, 표시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 영상 부근에서 지시

봉이나 레이저 포인터(laser pointer) 등을 사용하여, 프레젠테이션 자료 영상 중 특정 부분을 가리키면서 설명한다. 또한,

발표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페이지를 넘기거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포함된 비디오 또는 파일 등과 같은 대상체

(object)를 실행시키기 위해 컴퓨터를 직접 조작함으로써 컴퓨터와 인터액션 한다. 최근에는, 무선 마우스나 리모컨

(remote controller)으로 컴퓨터와 어느 정도 이격되어 인터액션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기술에 따른 프

레젠테이션 방식은 발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인터액션이 제한적이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프리젠테이션보다 그

진행이나 인터액션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종래기술에 따른 프레젠테이션 방식은 발표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 청중이 모두 동일한 장

소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공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청중이 원격지에 있

는 경우, 발표자가 종래와 같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를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여 통신망을 통해 원격지로 전송하는 방

식이 현재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은 비디오 카메라의 해상도가 컴퓨터 모니터의 해상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원격

지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청중이 있는 원격지에 마련된 컴퓨터에 저장하여 이를 통해 표시하고,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발표자 영상을 원격지로 전송하여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동시에 표시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이

러한 방식은 발표자의 영상과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동기화시켜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다른 방안으로,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다큐멘터리물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바와 같이, 발표자가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행동

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래픽 처리를 나중에 하여 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은 발표자가 각본에 의해 제한

된 인터액션만 가능하고 즉흥적 활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합성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없어 실시간 프레젠테이션 시

스템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 방송국에서 사용되는 일기예보 시스템과 같이 기상 자료 영상과 리포터 영상을 합성하여 표시하는 방안

이 있으나, 이 시스템 또한 전술한 종래기술과 마찬가지로 리포터가 버튼과 같은 제어 장치를 통해 다음 화면으로 넘기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인터액션만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발표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 영상과 실시간으로 인터액션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이 요구된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발표자가 실시간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 영상과 직접 제스쳐 또는/및 음성을 통해 다양한 인터액션을

하면서 발표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표자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능동 적외선 카메라와; 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

와 연결되어, 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상기 발표자의 적외선 영상을 입력받아 상기 발표자의 제스쳐 인식 알고리즘

을 수행하여 이에 대응하는 명령을 출력하기 위한 명령 인식 시스템과; 그리고 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와 연결되어 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발표자의 영상을 입력받아 발표자의 모습과 발표 자료 화면을 합성하고, 상기 명령 인식 시스템

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상기 명령 인식 시스템으로부터 출력된 명령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발표자료 화면 내의 발표자의

위치와 발표 자료 화면의 진행을 제어하기 위한 영상 합성 시스템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액티브 프

레젠테이션 시스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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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는, 적외선 조사영역이 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의 시야 범위와 일치되도록 장착되어

상기 발표자에 적외선을 조사하는 적외선 조명 장치와; 상기 발표자에 의해 반사된 적외선은 투과시키고 가시광선은 반사

시키기 위한 콜드 미러와; 상기 콜드 미러에 의해 투과된 적외선을 수신하여 상기 발표자의 적외선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적외선 카메라와; 그리고 상기 콜드 미러에 의해 반사된 가시광선을 수신하여 상기 발표자의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동영상

카메라를 구비하여 발표자료 및 발표자의 합성 영상과 적외선 영상의 좌표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는 상기 콜드 미러에 의해 반사된 가시광선을 받아 반사시킴으로써 상기 동영상 카메라에

상기 가시광선을 입사시키기 위한 반사경을 더 포함함으로써 하우징내의 적외선 카메라와 동영상 카메라의 배치 공간을

효율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은 상기 발표자가 착용하여 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의 적외선 조사

장치에 의해 조사되는 적외선을 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로 재귀반사 시키기 위한 적외선 반사체 마커를 더 포함함으로써,

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에 장착된 적외선 조사장치로부터 적외선 반사체 마커에 조사되는 적외선을 재귀반사에 의해 능

동 적외선 카메라로 입사시켜 발표자 제스쳐의 적외선 영상 인식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명령 인식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상기 제스쳐 인식 알고리즘은 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상기 발

표자가 착용한 적외선 반사체 마커의 영상 영역을 추출하는 문턱값 조정 단계와; 상기 문턱값 조정 단계에 의해 추출된 영

역을 영상 레이블링하는 영역 레이블링 단계와; 상기 영역 레이블링 단계에 의해 레이블링된 영상을 통해 상기 적외선 반

사체 마커의 각도, 중심 위치, 높이 및 폭을 계산하는 영역 인식 단계와; 상기 영역 인식 단계에 의해 계산된 상기 결과들을

이용하여 소정의 조건들 중 부합하는 조건을 검사하는 각도 및 위치 계산 단계와; 그리고 상기 각도 및 위치 계산 단계에

의해 결정된 해당 조건을 토대로 상기 적외선 반사체 마커의 제스쳐 모드를 결정하여 제스쳐를 인식하는 제스쳐 인식 단계

를 포함한다. 상기 영역 레이블링 단계는 이전 프레임에서 획득한 적외선 반사체 마커 영역을 중심으로 소정의 경계 영역

을 설정하여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상기 경계 영역 내에서만 레이블링하도록 함으로써 제스쳐 인식 과정에 있어서의 연산

량은 크게 감소시켜 제스쳐 인식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적외선 반사체 마커는 크기가 서로 다른 적외선 반사체 마커를 두 개 포함하고; 상기 각도 및 위치 계산 단계의

소정의 조건은 아래의 조건과 같고; 그리고

  조 건  설 명

 Ⅰ  제2마커가 제1마커보다 아래에 있음

 Ⅱ  제2마커가 제1마커보다 위에 있음

 Ⅲ  제2마커가 제1마커보다 오른쪽에 있음

 Ⅳ  제2마커가 제1마커보다 왼쪽에 있음

 Ⅴ  두개의 마커가 수직으로 일정한 범위안에 존재함

상기 제스쳐 인식 단계의 제스쳐 모드의 결정은, 상기 조건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조합과 각 영역이 이루는 각도에 근거

하여 또는 두 영역이 합쳐져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되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명령 인식 시스템은 발표자의 음성 명령을 수신하여 상기 영상 합성 시스템으로 명령 신호를 출력함으로써 본

발명에 따른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이 발표자의 제스쳐 뿐 아니라 음성 명령에 의해서도 제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은 상기 발표자의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검출하기 위해 복수대의 카

메라로 이루어진 스테레오 카메라 셋트와; 그리고 상기 스테레오 카메라 셋트와 연결되어, 상기 스트레오 카메라 셋트로부

터 상기 발표자의 영상을 수신하여 3차원 영상 좌표상의 상기 발표자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한 3차원 움직임 추적 시스템

을 더 포함하며, 상기 3차원 움직임 추적 시스템은 상기 영상 합성 시스템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상기 발표자의 위치 정

보를 상기 영상 합성 시스템으로 전송함으로써 발표 자료 영상이 3차원인 경우 상기 발표자의 영상이 3차원 프레젠테이션

자료 영상의 적절한 위치에 합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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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발명의 상기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은 상기 영상 합성 시스템과 연결되어 상기 영상 합성 시스템에서

합성된 발표 자료를 투사시키기 위한 프로젝터를 더 포함하여 발표자와 동일 공간에 있는 청중에게 합성된 발표 자료를 보

여줄 수 있도록 구성하거나, 또는 상기 영상 합성 시스템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기 영상 합성 시스템에서 합성된 발표 자

료를 원격지로 전송함으로써 발표자와 다른 공간에 있는 청중에게 합성된 발표 자료를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이하,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의한 바람직한 실시예를 기술한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의 개략도가 도시되어 있다.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은 능동 적외선 카메라(120), 명령 인식 시스템(130), 영상 합성 시스템

(140)으로 구성되고, 발표자료와 발표자(110)의 3차원적인 합성을 위해 3차원 움직임 추적 시스템(150)이 추가로 구성될

수 있다. 이들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다.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은 발표자(110)의 손가락에 끼워지는 적외

선 반사체 마커(112)(이하, 마커(marker)로 지칭함), 발표자(110)의 신체에 장착되는 무선마이크(114), 발표자(110)와 프

레젠테이션 자료가 합성된 영상을 투사하기 위한 프로젝터(170), 프로젝터(170)로부터 출력된 합성 영상을 디스플레이하

기 위한 스크린(180), 발표자(110)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한 스테레오(stereo) 카메라(160)를 더 포함하고 있다.

능동 적외선 카메라(120)는 능동 적외선 카메라(120)의 시야 범위 내에 있는 발표자의 영상을 촬영하여, 발표자의 적외선

영상은 명령 인식 시스템(130)으로, 발표자의 동영상은 영상 합성 시스템(140)으로 출력한다. 상기 명령 인식 시스템

(130)은 능동 적외선 카메라(120)로부터 수신된 발표자의 적외선 영상으로부터 제스쳐 명령을 인식하여 이 명령을 영상

합성 시스템(140)으로 전송한다. 이때, 발표자(110)는 마커(112)를 손가락에 착용하고 소정의 명령 제스쳐를 취함으로써

명령 인식 시스템(130)과 원격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또한, 발표자(110)는 무선 마이크(114)를 통해 상기 명령 인식 시

스템(130)에 음성 신호를 입력할 수도 있다. 영상 합성 시스템(140)은 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120)로부터 입력된 발표

자의 동영상을 발표자료 화면과 합성하며, 상기 명령 인식 시스템(130)으로부터 전송되는 제스쳐 명령 또는 음성 명령을

수신하여 발표자료의 제어를 담당한다. 3차원 움직임 추적 시스템(150)은 복수대의 카메라로 이루어진 스테레오 카메라

(160)와 연결되며, 스테레오 카메라(160)는 발표자(110)의 영상을 촬영하여 3차원 움직임 추적 시스템(150)으로 출력하

며, 3차원 움직임 추적 시스템(150)은 이를 입력받아 발표자 영상을 배경 영상과 분리하고, 발표자의 3차원 영상 좌표에서

의 위치를 설정하여 영상 합성 시스템(140)으로 이 정보를 전송한다. 영상 합성 시스템(140)은 3차원 움직임 추적 시스템

(150)으로부터 발표자(110)의 위치 좌표를 입력받아, 발표자 영상을 이에 대응하는 위치에 합성시킨다. 영상 합성 시스템

(140)은 프로젝터(170)와 연결되어 합성된 발표화면을 스크린(180) 등에 투사함으로써 청중에게 발표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에 있는 청중에게 합성된 발표화면을 전송할 수도 있다. 시스템의 각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하 관련 도면에서 상술될 것이다.

도 2를 참조하면, 도 1에 도시한 능동 적외선 카메라(120)의 구성도가 도시된다. 도 2a는 능동 적외선 카메라(120)의 측면

내부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고, 도 2b는 능동 적외선 카메라(120)의 정면 모습을 도시한 도면이다. 능동 적외선 카메라

(120)는 하나 이상의 적외선 조사 장치(222), 콜드 미러(223), 적외선 카메라(224), 동영상 카메라(225), 반사경(226)으

로 구성된다. 적외선 조사 장치(222)로는 광의 직진성이 높은 적외선 LED(Light Emitting Diode)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능동 적외선 카메라(120)의 렌즈부(221) 둘레에 장착하여 카메라의 시야 범위와 적외선의 조사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외선 조사 장치(222)를 이용하여 발표자(110)의 적외선 제스쳐 영상을 획득함으로써, 명령 인식 시스

템(130)이 주변 가시광선 조명의 변화의 영향 없이 제스쳐를 인식할 수 있다. 도시된 바와 같이, 렌즈부(221)와 일직선으

로 적외선만을 통과시키고 가시광선은 반사시키는 콜드 미러(cold mirror)(223)가 배치되고 그 뒤에 적외선 카메라(224)

가 배치되어, 피사체(즉, 발표자)에 의해 반사되어 렌즈부(221)를 통해 입사되는 적외광이 적외선 카메라(224)에 입사된

다. 콜드 미러(223)에 의해 반사되는 가시광을 받아 반사시킬 수 있는 위치에 반사경(226)을 배치하며, 반사경(226)에 의

해 반사되는 가시광을 받을 수 있도록 동영상 카메라(225)를 배치하여,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콜드 미러(223)에 의해

반사되는 가시광이 반사경(226)에 의해 반사되어 동영상 카메라(225)로 입사된다. 그 다음, 상기 적외선 카메라(224)에

의해 출력된 적외선 영상은 명령 인식 시스템(130)에 입력되어 발표자(110)의 제스쳐가 명령으로 인식되게 되며, 상기 동

영상 카메라(225)에 의해 출력된 발표자의 영상(즉, 가시광선 영상)은 영상 합성 시스템(140)에 입력되어 발표 자료 화면

과 합성된다. 이와 같은 적외선 카메라(224)와 동영상 카메라(225)로 구성된 능동 적외선 카메라(120)는 영상 합성 시스

템(140)에서의 합성 영상과 적외선 영상의 좌표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예를 들면 발표자가 손으로 어떤 아이콘을

선택하는 경우, 합성 발표 화면상에서 발표자의 손 영상이 선택한 아이콘 상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한다.

도 3을 참조하면, 도 3a 및 도 3b는 각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적외선 반사체 마커(312a, 312b)의 사진과 이

마커를 사용자가 착용한 사진을 도시한다. 자체에 조사된 적외선을 반사시켜 컴퓨터와 상호작용 하기 위한 적외선 반사체

를 골무형태로 제작하여, 신체 영역중 다양한 움직임이 가장 자유로운 손가락에 착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컴퓨터와의 상

호작용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엄지와 검지 손가락에 크기가 다른(예를 들면, 엄지 손가락에 착용되는 마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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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검지 손가락에 착용되는 마커는 작게 제작할 수 있음) 마커(312a 및 312b)를 착용함으로써, 하기에서 기술될 컴퓨터

장치에서 두 마커를 그 크기에 의해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히 바람직하다. 또한, 마커(312a, 312b)는 적

외선에 대하여 재귀 반사 특성을 갖는 재료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이는 마커(312a, 312b)가 가진 재귀 반사 특성

을 이용하여 상기 도 2와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능동 적외선 카메라(120)에서 조사되는 적외선을 다시 상기 능동 적

외선 카메라(120)의 방향으로 반사시킴으로서 적외선 반사체(112)의 영역을 정확히 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귀 반사

특성을 갖는 재료는 공지의 것이며, 대표적으로 재귀 반사 미세 글라스비드(Glass Bead)가 도포된 반사 원단 및 반사 테이

프, 반사 LED 등이 있다. 이러한 적외선 반사체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컴퓨터와 상호 작용동안 물리적 제한에서 벗어

나 활동이 자유로우며, 또한 대상 영역을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명령 인식 시스템(130)은 영상 인식(즉, 발표자의 제스쳐 인식)과 음성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발표자(110)

가 인터액티브하게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에 따른 명령 인식 시스템

(130)의 컴퓨터 장치에서 수행되는 제스쳐 인식 알고리즘의 흐름도가 도시된다. 도시된 바와 같이, 컴퓨터 장치가 수행하

는 제스쳐 인식 알고리즘은 문턱값 조정(Thresholding) 단계, 영역 레이블링(Blob Labeling) 단계, 영역 인식(Blob

Recognition) 단계, 각도 및 위치 계산(Angle & Position Computation) 단계 및 제스쳐 결정(Gesture Decision) 단계로

이루어진다.

문턱값 조정 단계(410)는 영상 획득 장치로부터 입력된 적외선 반사체의 영상 영역을 추출하는 단계이다. 영상 획득 장치

에 의해 획득된 영상에서 적외선 반사체의 영역은 밝은 값을 지니고 있으므로, 입력된 영상을 이진화된 영상으로 변환시키

는 문턱값(thresholding) 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관심 영역만을 추출한다. 이러한 처리 기법은 영상 처리 분야에서 공지의

것이며,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해 관심 영역인 적외선 반사체의 영역만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제거하게 된다.

g(x,y) = 1 (f(x,y) > T 인 경우)

0 (f(x,y))≤T 인 경우)

여기서, g(x,y)는 문턱값 처리를 한 후의 이진 영상의 값을, f(x,y)는 영상 획득 장치로부터 입력된 적외선 영상의 값을, T

는 사용자가 지정한 문턱값을 나타낸다. T값은 적외선 반사체의 특성 및 적외선 조사 장치의 강도에 따라 지정될 수 있으

며, 예를 들어 한 픽셀의 값의 범위가 0에서 255까지 변하는 경우, T값은 그 중간 값인 128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영역 레이블링 단계(420)는 상기 문턱값 조정 단계(410)에 의해 추출된 관심 영역의 영상의 각 컴포넌트에 개별 레이블을

붙이는 영상 레이블링(labeling)을 수행하는 단계로서,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영상 레이블링에 따라 엄지와 검지에 착

용한 마커(312a, 312b)를 구분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420)에서는, 문턱값 처리에 의해 이진화된 적외선 영상을 좌

에서 우로 상단에서 하단으로 화소 단위로 탐색하여 관심 대상인 8개의 연결 요소(4개의 연결 요소도 가능)를 알아낸다.

이 때,영상을 읽는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화소를 p라 하고, r은 p의 상단, t는 좌측, q는 좌대각, s는 우대각의 부분 이웃 화

소라고 할 때, 8개의 연결 요소를 알아내는 경우 r, t, q 및 s(4개의 연결 요소를 알아내는 경우, r과 t를 고려함)를 고려한

다. p의 값이 0이면 무시하고, p의 값이 1이면 부분 이웃을 검사한다. 부분 이웃이 모두 0이면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 한

이웃만 1이면 그 이웃의 이름을 부여하며, 둘 이상의 이웃이 1이면 그 중 한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이름들이 동일함을 기록한

다. 그 다음 재 탐색에서 동일한 이름을 통일하게 된다. 이렇게 탐색하는 작업이 끝나면 1의 값을 가진 모든 화소는 이름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 레이블링 작업을 통해서 적외선 영상에서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두개의 영역을 얻게 된

다. 이 중에서 영역의 크기를 비교하여 큰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엄지 마커 영역(도 5의 512a)이라고 하고, 작은 것을 검지

마커 영역(도 5의 512b)이라고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영상 레이블링 기법 또한 공지의 것이므로 더 구체적인 설명

은 생략한다.

이와 같은 영상 레이블링을 종래의 기술에서와 같이 매 프레임마다 전체 영상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많은 연산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의 측면에 있어서 적절치 못하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이전 프레임에서 획득한 각 적외

선 반사체 영역의 중심 좌표를 중심으로 소정의 경계 영역을 설정하여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그 영역 내에서만 레이블링

하도록 함으로써, 종래 기술에 비하여 연산량을 크게 감소시켰다. 상기 경계 영역은 관심 영역의 두 배 크기를 갖도록 설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상 획득 장치가 초당 30 프레임의 속도로 영상을 획득하기 때문에, 각 프레임간에 손가락이 이동

할 수 있는 영역이 미미하여 이전 프레임의 중심좌표로부터 다음 프레임의 대상 영역이 될 경계 영역을 예측할 수 있는 것

이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영상 레이블링 처리가 전체 영상 영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전 영역으로부터 예측된

일부 영역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종래 기술에 비하여 연산량을 크게 감소시켜 실시간 처리에 적합하다.

영역 인식 단계(430)는 상기 영역 레이블링 단계에서 레이블링 된 영상을 이용해 적외선 반사체의 각도, 중심 위치, 높이

및 폭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430)에서는, 상기한 실시예에서와 같이 사용자의 두 손가락에 각각 크기가 다른 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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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a 및 312b)를 착용한 경우, 각 레이블링 된 손가락 영역에 대하여 손가락의 방향과 위치를 고려하여 제스쳐를 구분한

다. 먼저, 손가락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2차 모멘트 계수를 사용하여 영역의 방향을 아래 식과 같이 계산한다. 0차 모

멘트와 1차 모멘트를 사용하여 각 손가락 영역들의 중심을 구한다.

위 식에서, xc, yc는 각 손가락 영역의 중심 좌표이고, I(x,y)는 손가락 영역에 해당하는 화소의 밝기 값, Mij는 각각 x, y의

방향별 차수를 의미하는 모멘트 계수이다.

그 다음, 아래 식으로 표현되는 2차 모멘트를 사용하여 각 손가락의 방향 각도( θ)를 계산한다.

위 식에서, xc, yc는 각 손가락 영역의 중심 좌표이고, I(x,y)는 손가락 영역에 해당하는 화소의 밝기 값, Mij는 각각 x, y의

방향별 차수를 의미하는 모멘트 계수이다.

그 다음, 상기 영역 레이블링 단계에서 도출된 관심 영역이 차지하는 픽셀 수, 중심 평균값, 폭 및 높이의 값을 계산한다(도

5 참조). 도 5에서, 참조번호 512a번은 엄지 마커(312a)에 해당하는 관심 영역이고, 참조번호 512b번은 검지 마커(312b)

에 해당하는 관심영역이다. 도면의 WG 및 WY는 각 영역의 폭을, HG 및 HY는 각 영역의 높이를, (xG, yG) 및 (xY, yY)는 각

영역의 중심 좌표를 나타낸다.

각도 및 위치 계산 단계(440)는 상기 영역 인식 단계(430)에 의해 계산된 결과들을 이용하여 아래의 표에 나타낸 조건 중

어느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사한다.

  조 건  설 명

 Ⅰ  제2마커가 제1마커보다 아래에 있음

 Ⅱ  제2마커가 제1마커보다 위에 있음

 Ⅲ  제2마커가 제1마커보다 오른쪽에 있음

 Ⅳ  제2마커가 제1마커보다 왼쪽에 있음

 Ⅴ  두 개의 마커가 수직으로 일정한 범위안에 존재함

제스쳐 인식 단계(450)는 상기 각도 및 위치 계산 단계(440)에 의해 결정된 해당 조건을 토대로 적외선 반사체의 제스쳐

모드를 결정하여 제스쳐를 인식하는 단계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컴퓨터 장치에서 수행되는 알고리즘에서 지정될 수

있는 제스쳐 모드의 예를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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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상기 표와 도 6의 제스쳐 모드의 종류와 관계하여 제스쳐 모드 결정의 예를 설명한다. 엄지 골무 영역(상기 표에서

는, 제 1 마커, 이하 같음)(512a)의 각도가 영상 좌표계(image coordinate)의 X축(가로축)에 대하여 90도를 이루고 검지

골무 영역(상기 표에서는, 제 2 마커, 이하 같음)(512b)의 각도가 0도를 이루면서, 동시에 위치 관계가 조건 Ⅰ과 조건 Ⅲ

을 만족시키는 경우 우측으로 향하라는 "우로" 모드로 인식되게 된다. 엄지 골무 영역(512a)의 각도가 90도를 이루고, 검

지 골무 영역(512b)의 각도가 0도를 이루면서, 동시에 위치관계가 조건 Ⅰ및 Ⅳ를 만족시키는 경우 좌측으로 향하라는 "좌

로" 모드로 인식한다. 엄지 골무 영역(512a)의 각도가 0도를 이루고, 검지 골무 영역(512b)의 각도가 90도를 이루면서 동

시에 위치 관계가 조건 Ⅱ 및 Ⅳ를 만족시키는 경우 위로 향하라는 "위로" 모드로 인식한다. 엄지 골무 영역(512a)의 각도

가 0도를 이루고, 검지 골무 영역(512b)의 각도가 90도를 이루면서 동시에 위치 관계가 Ⅱ 및 Ⅲ을 만족시키는 경우 아래

로 향하라는 "아래로" 모드로 인식한다. 엄지 골무 영역(512a)과 검지 골무 영역(512b)의 각도가 모두 90도를 이루면서 동

시에 위치 관계가 조건Ⅰ 및 Ⅴ를 만족시키는 경우 앞으로 향하라는 "전진" 모드로 인식한다. 엄지 골무 영역(512a) 및 검

지 골무 영역(512b)의 각도가 모두 90도를 이루면서 동시에 위치 관계가 조건 Ⅱ 및 Ⅴ를 만족시키는 경우 뒤로 향하라는

"후진" 모드로 인식한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우상, 우하, 좌상, 좌하 모드 등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엄지 골무 영역

(512a) 및 검지 골무 영역(512b)이 겹쳐져서 하나의 영역으로만 인식되는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즉,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의 경우 왼쪽 버튼을 클릭하는 것과 같은 행위)하라는 "선택" 모드로 인식한다. 컴퓨터 장치는 이 외의 제스쳐에 대해

서는 무의미한 제스쳐로 인식하게 되며, 사용자는 영상 획득 장치의 시야범위 내에서 적외선 반사체를 착용하고 이와 같이

미리 정해진 제스쳐 모드에 따라 제스쳐를 취함으로써 컴퓨터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상기한 간단한 수

식의 처리에 의해 도출된 조건들을 조합하여 미리 지정된 제스쳐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을 비교 연산하여 매칭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종래 추출된 제스쳐 특징으로 모든 명령 세트의 특징점과의 비교를 통해 제스쳐를 인식하던

방법에 비하여 연상량을 크게 감소시켰으며, 이에 따라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

도 1에 도시된 것과 같이, 명령 인식 시스템(130)은 발표자(110)가 무선 마이크(114)를 통해 지시한 명령에 따른 인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영상 합성 시스템(140)에 전송함으로써 발표자(110)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음성 명령으로 제어하도

록 구성될 수 있다. 음성 인식 시스템은 공지의 음성 인식 모듈을 채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는 제스쳐/음성 명령의 구성은 프리젠테이션 내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인식 시스템에 따라서도 변경될 수

있다. 구현될 수 있는 제스쳐/음성 명령 세트의 예를 아래 표로 도시한다. 2D 아바타 움직임(2D avatar move) 조정은 2차

원 발표 자료 화면상에서, 3D 네비게이션(3D navigation)은 3차원 발표 자료 화면상에서 구현되는 모드를 의미한다.

Type Detailed Service Comments

 Hand

gesture

Left / Right

Up / Down

 2D avatar move or 3D navigation

 Forward / Backward  3D navigation

 Select  Left mouse button Double click

 Voice Left / Right

Up / Down

 2D avatar move or 3D navigation

Slideshow

Next / Previous

Select

Close

Powerpoint full screen

Proceed or go back

Window close

Pen Mode

Pen Mode Exit

Powerpoint pen mode

 Screen Keyboard  

Navigation

Forward / Backward

Navigation Stop

3D navigation start

3D navigation

3D navigation stop

Music Start

Equalizer

Media Player start

Media Player equalizer

 Help  Call a helping MS Agent

이와 같은 제스쳐 및/또는 음성 명령 인식 시스템(130)를 이용하여, 발표자(110)는 능동 적외선 카메라(120)의 가시 영역

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자신의 발표화면 내의 영상(이하 '아바타(avatar)'라 함)을 발표 자료가 표시되는 영상 속에서 원하

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한 발표 자료의 진행을 인터액티브하게 제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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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본 발명에 따른 영상 합성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알고리즘의 흐름도가 도시한다. 영상 합성 시스템(도 1의 140)은

전술한 능동 적외선 카메라(120)로부터 출력되는 발표자(110)의 영상을 수신하여, 이 발표자(110)의 영상을 발표 자료와

합성한 영상을 생성하여 프로젝터(170)로 전송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지에 있는 컴퓨터로 전송한다. 영상 합성 알고

리즘은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배경제거 및 발표자 추출단계(710)와, 합성 위치 갱신(720)단계와, 그리고 발표 화면에의

발표자 합성 단계(730)로 이루어진다. 배경제거 및 발표자 추출 단계(710)에서, 전술한 능동 적외선 카메라(120)의 동영

상 카메라(225)로부터 입력되는 동영상에서 발표자 영역을 배경 제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발표자 영역만을 추출한다. 여

기서 사용될 수 있는 배경 제거 알고리즘으로는 대표적으로 크로마킹(chromakeying) 기법이 있다. 이것은 배경을 일정한

색상(예를 들면, 파란색)으로 만들고, 이 배경 영역의 색상값의 알파값을 0으로, 나머지 객체 영역의 알파값을 1로 하여 관

심 영역인 객체 영역(즉, 발표자 영역)을 추출하는 공지의 기법이다. 발표 화면에의 발표자 합성 단계(730)에서, 아래의 합

성식에 따라 추출된 발표자 영역을 컴퓨터의 자료 화면에 합성한다.

C = αF + (1 - α)B

여기서, C는 합성값이고, F는 전경(즉, 객체)에 해당하는 발표자 영역의 값을 나타내며, B는 배경에 해당하는 컴퓨터 화면

값을 나타낸다. 여기서 α값은 크로마킹 방법에 의해 전경과 배경을 분리한 후 얻어지는 알파값이다. 이와 같이, 발표자의

영역만 추출하여 컴퓨터의 자료 화면 위에 발표자가 합성되어져서, 마치 컴퓨터의 자료 화면상에 발표자가 존재하는 것이

보이게 된다. 여기서 발표자가 컴퓨터 화면상에서 원하는 바에 따라 이동하기 위해서는 위치 이동 명령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명령 인식 시스템(130)으로부터의 이동 명령을 수신하여 컴퓨터의 자료 화면상의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

게 된다(단계 720).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3차원 움직임 추적 시스템의 동작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3차원 움직임 시스템(도 1의 150)은 복

수대의 카메라(도 8의 경우, 두 대의 카메라로 이루어짐)로 구성된 스테레오 카메라 셋트(160)와 연결되며, 스테레오 카메

라 셋트(160)로부터 발표자의 영상을 수신하여 발표자 영역을 분리하고, 3차원 영상 좌표상의 발표자 위치를 계산하는 바,

이 과정을 도 8을 참조하여 3차원 움직임 시스템(150)의 동작을 기술한다. 3차원 움직임 추적 시스템(150)의 동작은 오프

라인 상의 동작과 온라인 상의 동작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오프라인 동작에 있어서, 보정(calibration) 과정을 거쳐 복수의

카메라들간의 위치 관계를 구한다. 카메라 보정은 정확한 트래킹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공지의 작업으로, 3차원의 유클리

디언(Euclidean) 공간과 2차원의 카메라 영상 평면 사이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카메라 내부의 기하학적 광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내부 파라미터(intrinsic parameter)와 기준 좌표계(reference frame)에 대한 카메라 좌표계(camera

coordinate)의 병진(translation)과 회전(rotation)을 나타내는 외부 파라미터(extrinsic parameters)를 구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은 2차원 영상 좌표의 특징점과 3차원 기준 좌표계 사이의 대응 관계를 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핀홀(pinhole) 카

메라 모델을 예로 들면, 3차원 공간상의 점들 X i=[Xi,Yi ,Zi,1]과 2차원 영상에 대응되는 점들 x i=[ui,vi,1]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sx i = PX i

X i, x i를 대입하면,

s[ui,vi,1]T = P[Xi,Yi,Zi,1] T

여기서, s는 스케일링 팩터(scaling factor)이고, P는 3×4 카메라 투영 행렬(camera projection matrix)을 나타낸다. 영

상과 3차원 공간상 사이에 대응점들이 충분히 있다면 P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pij는 행렬 P의 (i,j)번째 요소이다.

그 다음, 온라인 동작에 있어서, 발표자의 영상을 획득하여 연산처리를 하게 된다. 매 프레임마다 각각의 카메라로부터 입

력되어진 영상들을 이용해서, 발표자 추출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크로마킹 방법 등을 이용하여 배경 영

역을 제거(단계 810)하고, 영역 레이블링(blob labeling) 처리(단계 820)에 의해 제거되지 않은 객체 영역 중 가장 큰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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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발표자 영역을 추출한다(단계 830). 그 다음, 발표자 영역의 중심값을 계산하고(단계 840), 이렇게 추출된 발표자 영역

의 중심값을 앞서 오프라인에서 카메라 보정 과정에서 설명한 식의 x i에 대입함으로서 발표자의 3차원 위치 값(X i)을 실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발표자의 3차원 위치 정보가 전술한 영상 합성 시스템(140)으로 전송되며, 그럼으로써 3차원으로 표시되는

발표 자료 영상의 적절한 위치에 발표자(110)의 영상이 합성될 수 있다.

도 9는 상기한 방법으로 발표자의 영상이 3차원적으로 합성된 발표 자료 화면의 사진을 보여준다. 도 9a는 발표자가 발표

자료 화면에 3차원적으로 합성된 모습을 보인 사진이고, 도 9b는 본 발명에 따라 발표자의 영상이 3차원 위치 추적 시스템

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컴퓨터 화면을 보인 사진이다. 도 9a에서 발표 자료 화면인 석굴암 내부에 발표자가 합성되어 있으

며, 발표자(110)가 발표 자료 화면의 본존불 뒤쪽에 위치하여 발표자(110)의 일부가 본존불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술한 3차원 추적 시스템(150)은 스테레오 카메라 셋트(160)에서 입력되는 발표자의 영상에서 발표

자의 3차원 영상 좌표상의 위치를 계산하여, 도 9a에 도시된 것과 같이 발표자의 아바타를 3차원 자료 화면내의 적절한 위

치에 합성시킬 수 있도록 한다.

본 발명이 바람직한 실시예를 통해 설명되고 예시되었으나, 당업자라면 첨부한 청구 범위의 사상 및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수정 및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종래의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에서는 컴퓨터 근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거나,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거나, 보조 진행자

가 발표 자료 화면의 제어를 대신 해주어야 하지만, 본 발명의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에서는 발표자가 손, 음성, 몸으로 인터

액션을 제어하기 때문에 발표자의 움직임이 자유로와 프레젠테이션을 혼자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인터액션은 연산량이 현저히 감소된 명령 인식 시스템을 채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발표자

혼자서 발표 화면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TV 방송과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발표자가 프레젠테이션 화면 속에서 손, 몸, 또는 음성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직접 인터액션을 하면서 프레젠테

이션을 진행할 수 있어, 종래기술에 따른 프레젠테이션 시스템들 보다 훨씬 다양한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해 진다.

그리고, 발표자의 3차원 위치를 추적하여 프레젠테이션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자가 3차원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자

료 사이를 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종래 기술에 따른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에서 얻을 수 없는 현장감을

얻을 수 있으며, 발표자가 프레젠테이션 영상 속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직접 인터액션을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할 수 있어서, 청중이 원격에 있을 경우에도 종래의 프레젠테이션 시스템들 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이 가능하다. 즉, 종래기술에 따른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에서는 발표자의 영상과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따로 전송되어 표시

되므로 발표자가 무엇을 가리키며 설명하는지 모르고 부자연스러웠지만, 본 발명의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및 방법에서는

발표자가 프레젠테이션 영상 속에서 직접 손으로 가리키고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인터액션하며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연스러운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

더욱이, 발표자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나란히 표시하기 위해서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의 해상도가 표시 화면의 해상도보다

낮아야 하는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청각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발표자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능동 적외선 카메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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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와 연결되어, 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상기 발표자의 적외선 영상을 입력받아 상기 발표자

의 제스쳐 인식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이에 대응하는 명령을 출력하기 위한 명령 인식 시스템과; 그리고

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와 연결되어 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발표자의 영상을 입력받아 발표자의 모습과 발표 자

료 화면을 합성하고, 상기 명령 인식 시스템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상기 명령 인식 시스템으로부터 출력된 명령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발표자료 화면 내의 발표자의 위치와 발표 자료 화면의 진행을 제어하기 위한 영상 합성 시스템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는,

적외선 조사영역이 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의 시야 범위와 일치되도록 장착되어 상기 발표자에 적외선을 조사하는 적외

선 조명 장치와;

상기 발표자에 의해 반사된 적외선은 투과시키고 가시광선은 반사시키기 위한 콜드 미러와;

상기 콜드 미러에 의해 투과된 적외선을 수신하여 상기 발표자의 적외선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적외선 카메라와; 그리고

상기 콜드 미러에 의해 반사된 가시광선을 수신하여 상기 발표자의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동영상 카메라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는 상기 콜드 미러에 의해 반사된 가시광선을 받아 반사시킴으로써 상기 동영상 카메라에 상기 가

시광선을 입사시키기 위한 반사경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은 상기 발표자가 착용하여 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의 적외선 조사 장치에 의해 조

사되는 적외선을 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로 재귀반사 시키기 위한 적외선 반사체 마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인식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상기 제스쳐 인식 알고리즘은:

상기 능동 적외선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상기 발표자가 착용한 적외선 반사체 마커의 영상 영역을 추출하는 문턱값 조정 단

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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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문턱값 조정 단계에 의해 추출된 영역을 영상 레이블링하는 영역 레이블링 단계와;

상기 영역 레이블링 단계에 의해 레이블링된 영상을 통해 상기 적외선 반사체 마커의 각도, 중심 위치, 높이 및 폭을 계산

하는 영역 인식 단계와;

상기 영역 인식 단계에 의해 계산된 상기 결과들을 이용하여 소정의 조건들 중 부합하는 조건을 검사하는 각도 및 위치 계

산 단계와; 그리고

상기 각도 및 위치 계산 단계에 의해 결정된 해당 조건을 토대로 상기 적외선 반사체 마커의 제스쳐 모드를 결정하여 제스

쳐를 인식하는 제스쳐 인식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영역 레이블링 단계는 이전 프레임에서 획득한 적외선 반사체 마커 영역을 중심으로 소정의 경계 영역을 설정하여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상기 경계 영역 내에서만 레이블링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적외선 반사체 마커는 크기가 서로 다른 적외선 반사체 마커를 두 개 포함하고;

상기 각도 및 위치 계산 단계의 소정의 조건은 아래의 조건과 같고; 그리고

  조 건  설 명

 Ⅰ  제2마커가 제1마커보다 아래에 있음

 Ⅱ  제2마커가 제1마커보다 위에 있음

 Ⅲ  제2마커가 제1마커보다 오른쪽에 있음

 Ⅳ  제2마커가 제1마커보다 왼쪽에 있음

 Ⅴ  두개의 마커가 수직으로 일정한 범위안에 존재함

상기 제스쳐 인식 단계의 제스쳐 모드의 결정은, 상기 조건들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조합과 각 영역이 이루는 각도에 근거

하여 또는 두 영역이 합쳐져 하나의 영역으로 인식되는지 여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액티브 프

레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명령 인식 시스템은 발표자의 음성 명령을 수신하여 상기 영상 합성 시스템으로 명령 신호를 출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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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발표자의 영상을 검출하기 위해 복수대의 카메라로 이루어진 스테레오 카메라 셋트와; 그리고

상기 스테레오 카메라 셋트와 연결되어, 상기 스트레오 카메라 셋트로부터 상기 발표자의 영상을 수신하여 3차원 영상 좌

표상의 상기 발표자의 위치를 계산하기 위한 3차원 움직임 추적 시스템을 더 포함하고,

상기 3차원 움직임 추적 시스템은 상기 영상 합성 시스템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상기 발표자의 위치 정보를 상기 영상 합

성 시스템으로 전송함으로써 상기 발표자의 영상이 3차원 프레젠테이션 자료 영상의 적절한 위치에 합성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10.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은 상기 영상 합성 시스템과 연결되어 상기 영상 합성 시스템에서 합성된 발표 자료

를 투사시키기 위한 프로젝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청구항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 합성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상기 영상 합성 시스템에서 합성된 발표 자료를 원격지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인터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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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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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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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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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도면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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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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