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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대부분의 강의나 회의에서 컴퓨터와 고해상

도 프로젝터를 이용하는 일이 점점 일반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컴퓨터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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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응용하여 프리젠테이션시에 슬라이드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

는 일반 레이저 포인터로 슬라이드 쇼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실제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하 다. 슬라이

드 상에 레이저 포인터로 포인팅 할 가상 버튼 역을 설정하여 카메라에서 보이는 슬라이드의 가상 버튼 

역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검출함으로써 슬라이드 쇼 제어 명령을 수행한다. 따라서 발표자가 슬라이드 쇼

를 제어하기 위해 키보드나 마우스 주변에 머물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가 처음에 카메라에서 보이는 슬라이드의 모양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복잡한 캘리브레이션 과정 없

이 실시간으로 가상 버튼 역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또한, 가상 버튼 역에 속하는 픽셀들의 컬

러 정보 획득을 위해 해당 픽셀들의 좌표들을 동적 큐를 생성하여 저장 사용함으로써 계산의 복잡도를 낮추

었다. 현재 구현된 시스템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포인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와 유사한 다른 프

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인간 중심의 발표 시스템 하에서, 발표자는 기

존의 슬라이드를 제어하기 위한 공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청중에게 내용 전달을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human-oriented interface based on 

computer vision that efficiently controls presentation slides. The user does not have to be confined 

to a keyboard or mouse any more, and can move around more freely because slides for presentation 

can be up and down using a general laser pointer that is used for presentation. Regions for virtual 

buttons are set on the slide so that the user can conveniently point the buttons using the laser 

pointer. We have proposed a simple and efficient method that computes the button areas in the 

image without complicated calibration. The proposed method has been implemented based on 

Microsoft PowerPoint; moreover, it can be applied to other PowerPoint-like presentation softwares. 

Our method for human-centered slide control enables the user to give audiences a more interactive 

presentation in a natural way.

Keywords : Computer Vision, Smart Presentation, Human Computer Interface(H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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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에 많은 내용

의 전달과 동시에 청중의 이해를 돕는데 효과적인 수

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강의나 

발표를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 보고가 

있어 왔다
[1-3]. 

  현재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으

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Microsoft)의 파워포인트(Power-

Point)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누구나 손쉽게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이용하여 강

의나 회의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전통적인 입력 장치 기반 하에서 슬라

이드 쇼의 제어는 다소 불편하다. 발표자나 또 다른 한

명의 도우미가 항상 컴퓨터 입력 장치 주변에 상주하

여 슬라이드 쇼를 제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입력 수단의 사용은 사용자의 공간적인 제약을 수반한

다
[2-4]. 이러한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고자 리모트 컨트

롤러처럼 레이저 포인터에 RF(Radio Frequency) 송신 

모듈을 장착하고, 컴퓨터에 RF 수신 모듈을 장착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5]. 하지만 이러한 장비

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RF 송신부가 결합된 특수한 레이저 포

인터를 사용해야 하는 제약과, 사용시에 RF 수신부를 

컴퓨터에 장착해 주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부가

적인 하드웨어의 장착 없이 단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USB 카메라와 일반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하여 슬라이

드 쇼를 제어 할 수 있다면, 발표자는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청중들과 보다 긴 한 인터랙션을 가질 수 있

으므로 능률적인 강의나 회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2-3].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응용하여 이러한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슬라이드 쇼 제어 방법을 

제안한다. 일반 레이저 포인터가 특정 역을 포인팅하

면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상의 슬라이드 부분에서 

레이저 포인터의 컬러 검출을 통하여 슬라이드의 ‘다음 

페이지’ 혹은 ‘이전 페이지’ 명령에 해당하는 제어를 수

행하게 된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슬라이드 쇼를 제

어하는 기법을 제안한 기존의 연구
[2]에서는 레이저 포

인터로 포인팅하는 역을 얻기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슬라이드가 존재하는 3D 공간과 카메라로부터 얻은 2D 

상의 왜곡을 보정하는 복잡한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필요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극복하고, 실시간으로 관심 역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

을 제안한다. 카메라의 설치는 카메라의 시야에 프리젠

테이션 슬라이드가 보이는 범위 내의 임의의 각도에서 

가능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구성한 시스템을 실제 

강의나 논문 발표에 적용한 결과, 사용자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발표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포인트를 기

반으로 구현하 으나, 이와 유사한 다른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전체 시스

템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3절에서는 가상 버

튼 역의 온라인 학습 과정과 방법을 설명한다. 4절에

서는 ‘비디오 포 윈도우즈’ 기반에서 카메라로부터 상

을 획득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5절에서는 슬라이드 쇼 제어에 대한 실험 결

과를 기술하 다.

Ⅱ. 전체 시스템 개요

  전체 시스템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부분(Part I)은 

카메라로부터 받아들일 상 데이터의 형식을 정의하

고 가상 버튼 역을 계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가상 

버튼 역은 슬라이드 상의 특정 역을 정하여 슬라

이드 쇼 제어 명령 수행을 위해 레이저 포인터를 포인

팅하는 역이다. 이 역의 세그멘테이션 결과로부터 

상 데이터의 좌표가 저장된 큐가 동적으로 생성된다. 

두번째 부분(Part II)에서는 카메라를 통해 획득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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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체 시스템 흐름도

Fig. 1. System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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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클립보드 메모리 역으로 복사하고, 상 좌

표가 저장된 큐를 이용하여 가상 버튼 역에 해당하

는 좌표들의 R, G, B 값을 추출한다. 마지막 과정(Part 

III)에서는 가상 버튼 역의 R, G, B 값을 레이저 포

인터의 임계값과 비교하여 실제 포인터로 판명되면, 각 

해당 역에 해당하는 키보드 키의 메시지(즉, Page-

Down, PageUp)를 시스템으로 발생시킨다.

Ⅲ. 가상 버튼 역의 설정 및 검출

  본 연구에서는 미리 정해놓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의 상단 부분, 즉, 좌․우측 상단과 슬라이드 중앙 상단 

부분에서 레이저 포인터의 컬러가 검출되면, Page-

Down, PageUp, 슬라이드 쇼의 시작 명령이 이루어지

도록 가상 버튼 역을 설정하 으므로 설정된 역만

이 모든 계산의 주 관심 역이 된다. 일반적으로 카메

라로부터 획득한 상은 많은 왜곡을 포함한다. 그 대

표적인 왜곡으로 상이 틀어지는 와핑(warping)을 꼽

을 수 있다. 이러한 왜곡은 프로젝터 위치에 상관없이 

카메라를 임의의 지점에 두는 경우 발생한다. 카메라로 

획득한 상에서 원하는 관심 역을 검출하기 위하여 

획득한 상의 왜곡을 보정하는 복잡한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적용한 연구
[2]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본 논

문에서는 실시간 구현에 적합한 간단한 온라인 학습 

기법을 제안한다.

  연속된 두장의 프레임 중에 임의로 한 프레임에 변

화를 주어, 두 상의 차이를 구하면 변화된 역을 얻

1 1 2 2 2 1 1

1 2 2 4 2 2 1

2 2 4 8 4 2 2

2 4 8 16 8 4 2

2 2 4 8 4 2 2

1 2 2 4 2 2 1

1 1 2 2 2 1 1
 

그림 2. 7×7 가우시안 마스크

Fig. 2. 7×7 Gaussian mask.

을 수 있다. 이 방법을 가상 버튼 역 계산에 적용하

여 시스템이 구동되면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이루어지

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을 지닌다. 

  우선, 기준 배경이 되는 상과 가상 버튼 역의 컬

러를 변경시킨 두 번째 상을 연속으로 디스플레이하

게 되는데 이 두 상의 차 상을 통해 가상 버튼 

역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복잡한 

와핑 변환
[2] 과정 없이 빠르게 관심 역을 결정한다. 

각각 두 장의 상에서 잡음의 향을 줄이고자 전처

리 과정으로 7×7 가우시안 마스크를 사용한다[6]. <그림 

2>는 이차원 7×7 가우시안 마스크를 보여준다.

  잡음을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 단계 후, 원래의 배경 

상과 가상 버튼 역을 구하기 위해 수정된 두 번째 

상의 차를 구한다
[6-7]. 이 두 상의 차는 이진 상

의 형태로 만들어 진다. 실험으로부터 얻은 임계값을 

이용하여 결과 상에서 가상 버튼 역을 추출한다. 

<그림 3>은 두 상의 차이의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a), (b)> 모두 가우시안 마스크를 적용한 상이며 

<그림 3(b)>에서 <그림 3(a)>의 상을 빼면 <그림 

(a) 처음 배경 상

(b)가상버튼 역만변경한 상 

(c) (b)-(a)의 결과

그림 3. 가상 버튼 역 검출

Fig. 3. Detection of virtual button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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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두 상의 차로 구해진 관심 역을 나타내는 결과 

상은 슬라이드 배경의 복잡성으로 인해 간혹 내부에 

빈 역이 생성되기도 하고, 관심 역의 외곽선이 고

르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폴로지 기법의 팽창 연

산과 침식 연산으로 구성된 채움 연산을 사용한다. <그

림 4>는 <그림 3(c)>의 관심 역을 추출하기 위해 팽

창 연산과 침식 연산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가상 버튼 역을 직접 계산하므

로 카메라의 설치를 용이하게 해준다. 뿐만아니라 기존

의 연구
[2]와 같이 와핑 변환 계산을 위하여 카메라에서 

보이는 슬라이드 면의 모서리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해 

주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a) 원래 상

(b) 팽창 연산

(c) 침식 연산

그림 4. 검출된 가상 버튼 역에 대해 모폴로지 연산

을 적용

Fig. 4. Application of morphological operators to 

virtual button regions detected.

1.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

  전체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다. 발표 내용

의 슬라이드가 적재된 파워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을 구

동한 후, 레이저 포인터로 ‘시작버튼’ 역을 포인팅하

면 슬라이드 쇼 모드로 진행된다. 이 때, ‘시작버튼’은 

사라지고, 이전과 다음 슬라이드를 가리키는 버튼이 슬

라이드의 좌, 우측 상단에 생성된다. 일반 USB 카메라

를 사용하여 고속으로 상획득을 하기 위하여, 레이저 

포인터로 포인팅할 가상 버튼 역 상의 좌표를 큐 

자료구조를 사용하여 저장한다.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쇼 구동 시 파워포인트가 출력 디바이스를 점유하여 

모든 윈도우 객체를 가리는 문제는 버튼 레이어를 사

용하여 해결하 다.

1.1 가상 버튼 역의 정보를 저장하는 동적 큐 생성

  <그림 4>의 결과 상(c)에서 얻은 가상 버튼 역

들을 화면 주사선 방향으로 스캔하여 가상 버튼 역

에 속하는 픽셀들의 좌표를 알아낼 수 있다. 이 좌표들

은 선입선출(FIFO: First Input First Output) 구조를 

갖는 자료구조인 큐에 동적으로 생성되어 저장된다. 한

번 생성된 큐는 시스템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메

모리에 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상 데이터에서 레

이저 포인터 컬러를 찾기 위해 가상 버튼 역 좌표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큐를 사용함으로 시스템의 메모

리 접근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4. 1. 2절 참조).

1.2 가상 버튼의 사용

  파워포인트(PowerPoint) 애플리케이션의 슬라이드 쇼 

모드에서 컴퓨터와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슬라

이드 상의 가상 버튼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모드는 

파워포인트 구동 시 슬라이드를 제외한 모든 애플리케

이션들은 가리고, 모든 출력 디바이스를 점유하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버튼이 있는 슬라이드를 사용하려면 강

의나 발표 준비 시에 매 슬라이드에 버튼들을 첨가해

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동적으로 가상 버튼

을 만들어 내면서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피할 수 있도

록 구현하 다. 

  재 구현된 시스템에서는 3가지 종류의 버튼이 사용

된다. 발표 시작 전에 슬라이드 쇼를 구동하기 위한 시

작 버튼과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위한 버튼 그리고 이

전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한 버튼이 존재한다. 각 버튼

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시작 버튼의 경우 파워포인트

의 슬라이드 쇼 시작시 출력 디바이스를 점유하지 않

은 상태에서 사용되고, ‘이전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 

버튼은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슬라이드 쇼가 진행되는 

동안 사용된다. 슬라이드 쇼 모드에서는 파워포인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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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상 버튼 레이어 개념의 도식화 

(b)화살표방향에서의본화면

그림 5. 가상 버튼 레이어를 사용한 파워포인트의 슬

라이드 쇼 모드

Fig. 5. Slide show based on virtual button layer.

슬라이드가 출력 디바이스를 점유하여 윈도우 상에 존

재하는 다른 객체들이 가려지지만 레이어 개념을 도입

하여 출력 디바이스와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사이에 

버튼 레이어를 끼어 넣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

다. <그림 5(a)>는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슬라이드 쇼 

모드에서 파워포인트가 출력 디바이스를 점유하여 다

른 애플리케이션들을 가린 상태를 나타낸다. 이때 가상 

버튼 레이어를 적용하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상에 버

튼들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b)>는 모든 레이어들

을 화면에 디스플레이 한 결과를 보여준다.

1.3 가상 버튼을 이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슬라이드 상에 가상 버튼이 위치하는 역은 일반적

으로 슬라이드 설명시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 슬라이

드 좌, 우 상단 구석 부분이므로, 강의나 발표시에 설명

을 하기 위한 단순한 포인팅에 의해서 다음 혹은 이전 

슬라이드로 잘못 넘어가는 가능성은 낮다. <그림 6(a)>

는 중앙 상단의 시작 버튼을 레이저 포인터로 포인팅

하여 슬라이드 쇼를 구동시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그림 6(b)>는 <그림 6(a)>의 결과로 시작 버튼은 사

라지고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쇼가 실행된 것을 보여 

준다. 슬라이드 좌, 우 상단에 버튼이 생성됨을 볼 수 

있다.

 

(a) 레이저 포인터로 ‘시작버튼’ 역을 포인팅

(b) 슬라이드 쇼가 구동된 결과

그림 6. 슬라이드 쇼의 시작

Fig. 6. The beginning of a slide show.

Ⅳ. 컬러 정보 추출

1. ‘비디오 포 윈도우즈’ 기반에서의 상 획득

  카메라로부터 받아들이는 상은 윈도우에서 멀티미

디어를 위해 제공하는 ‘비디오 포 윈도우즈’ (Video for 

Windows) 클래스
[8]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7>

의 흐름도는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하여 상을 획득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 상 획득의 흐름도

Fig. 7. The process for input image acquisition.

1.1 동 상 데이터의 획득 과정

  ‘비디오 포 윈도우즈’ 기반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성

능을 높이기 위해서, USB 카메라로 획득한 상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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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디스크로의 저장 없이 바로 전역 메모리인 클립보

드 메모리로 로딩되며 클립보드에 저장된 데이터 형태

가 사용 가능한 지 확인한다. 만약 사용 가능하다면 클

립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한다. 그 후, 클립보

드에 존재하는 상 데이터가 장치 독립적인 비트맵 

데이터 형태로 이용 가능한 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다. 이런 일련의 검사 과정을 통해서 유효한 상 데이

터를 얻을 수 있다. 또한, 획득된 데이터의 변형을 막기 

위해 유효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클립보드의 메모리 

역을 독점하고, 이 때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메모

리 역의 접근은 금지된다. 이렇게 메모리 역을 독

점한 상태에서 자유로이 필요한 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상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을 마친 후에는 다

른 애플리케이션이 독점된 클립보드 역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차단을 해제한다. 이와 같은 과

정을 고속으로 반복하면서, 동 상 데이터의 입출력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1.2 유효한 컬러 정보의 획득 과정

  3.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학습 후 가상 버

튼 역의 정보를 저장하는 큐는 필요한 컬러 정보만

을 획득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학습의 

결과로 만들어진 큐는 상 데이터의 행과 열의 정보

를 갖는다.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하여 클립보드에 존

재하는 상 데이터로의 직접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

어 연산의 복잡도를 낮출 수 있으며 가상 버튼 역의 

픽셀 컬러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

Ⅴ. 슬라이드 쇼 제어

1. 슬라이드 쇼의 제어

  슬라이드 좌, 우 상단에 존재하는 가상 버튼 역에 

레이저 포인터를 포인팅할 때, 한번의 포인팅 동작으로 

한 장의 슬라이드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적절한 

유효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키

보드의 사용과 유사하게 유효 시간 이상 포인팅이 계

속되는 경우 여러장의 슬라이드를 넘기는 것이 가능하

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가상 버튼 

역을 포인팅 했을 때, 실수로 인한 포인팅이 아닌 사

용자가 원하는 슬라이드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

을 임계값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 다. 펜티엄3 

900MHz의 윈도우즈 2000 운 체제에서 USB 카메라를 

사용하는 본 시스템은 초당 평균 7.4 프레임의 처리가 

가능하며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연속되는 세 프레임에

서 가상 버튼 역 내에 레이저 포인터 컬러가 검출되

면 슬라이드가 넘어가도록 설계하 다. 또한, 강의나 회

의 중에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하여 빠르게 많은 슬라

이드를 넘기려하는 사용자를 위해 슬라이드를 기준 이

상으로 계속 포인팅하면 고속으로 슬라이드가 이동하

도록 설계하 다. 

2. 레이저 포인터의 검출

  레이저 포인터가 가지는 컬러의 범위는 슬라이드 배

경색에 의해 다르게 검출된다. 슬라이드의 다양한 배경

색에 따라서 인식되는 레이저 포인터 색의 범위를 <그

림 8>에 나타내었다. 예를 들면, 검은색 배경의 슬라이

드에서 R 값은 157에서 255의 범위를 갖고, G 값은 53

에서 232값을 가지며, B 값은 16에서 117의 범위를 갖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험치들을 바탕으로 하여 

레이저 포인터 컬러 검출을 위한 임계값을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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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동일한 레이저 포인터에 대해 다양한 배경에 

따른 컬러 검출값의 변화

Fig. 8. The change of detected color values for a 

laser pointer on various backgrounds.

3. 슬라이드의 이동

  화면 좌측 상단에 정의된 가상 버튼 역에 포인터

가 위치할 때 PageUp 메시지가 시스템으로 발생하고, 

화면의 우측 상단의 정의된 가상 버튼 역에 포인터

가 위치하면 PageDown 메시지가 발생한다. <그림 

9(a)>는 레이저 포인터가 화면의 우측 상단을 포인팅

하여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9(b)>는 이전 슬라이드로 이동하기 위해 포인터

를 슬라이드 좌측 상단에 위치시킨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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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

 

(b) 이전 슬라이드로 이동

그림 9. 슬라이드 쇼의 제어

Fig. 9. The control of a slide show.

4. 슬라이드 쇼 제어의 용이성

  실험을 통하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실제 

발표 환경에 적용하 을 때 개인의 포인팅 동작 차이

에 따른 슬라이드 쇼 제어의 용이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10>은 일반적인 발표 환경

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가상 버튼 역에 포인팅한 순

간부터 다음 슬라이드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을 여러 

사용자에 대하여 계산한 히스토그램이다. 다음 슬라이

드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는 레이저 포

인터를 사용하는 발표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인한 

산만한 포인팅 동작이 발생한 경우와 버튼 역을 정

확히 포인팅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함을 확인하 다. 그

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부분 1초 이내에서 다음 

슬라이드로의 이동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컴퓨터 비

그림 10. 150개의 응답시간 데이터에 관한 히스토그램

Fig. 10. A histogram for response time.

전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 레이저 포인터로 자연스럽게 

슬라이드를 제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Ⅵ.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키보드나 마우스로 파워포인

트의 슬라이드 쇼를 제어하던 것을 발표자의 레이저 

포인터로 대체하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본 연구를 통

해 구현된 시스템을 실제 강의나 논문 발표에 적용한 

결과, 사용자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발표에 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용자 중심의 인터

페이스를 통해서 발표자는 내용 전달에 더 많은 신경

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강의나 회의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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