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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처 인식을 표현하는 인공지능

이름: 김도윤 학년: 6 학년 작성날짜: 2020 년 7 월 3 일

1. (1 차시) 주변에서의 피지컬 컴퓨팅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강의에서 제시된 것 외

에도 한 가지를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의 센서와 액추에이터는 각각 무엇인가요?

주변에서의 피지컬 컴퓨팅 사례는 주차공간표시등이 있습니다.

주차공간표시등의 센서는 초음파 센서가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는 초음파를 발생시켜 

초음파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차가 없다면 

측정된 거리가 길어지고, 차가 있으면 측정된 거리가 짧아집니다. 그것을 판단하여 액추

에이터인 주차공간표시등에 표시합니다. 액추에이터는 RGB LED 입니다. 차가 있으면 빨

간불, 없으면 초록불로 표시를 합니다. 즉, 초음파 센서로 측정한 결과를 RGB LED 를 

이용해 출력하는 것입니다.  

2. (2 차시) 중국어 숫자를 추가한 모습을 캡처해서 넣어주세요. 몇 개의 예시를 사용하

였는지도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① 중국어 숫자를 추가한 모습을 캡처한 사진

         <육 6>                     <칠 7>                    <팔 8>

                      ② 예시를 사용한 사진

*5 예시 신뢰도: 50~80%      *25 예시 신뢰도: 70~99%     *50 예시 신뢰도: 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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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차시) 강의자료에서와 같이, 손가락 숫자에 따른 LED 의 색상 변화를 관찰할 수 있

도록 사진을 찍어주세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숫자를 사진을 찍어주고 캡처해주세요. 

① 손가락 숫자에 따른 LED 의 색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사진

- <육 6>                   - <칠 7>                      - <팔 8>

② 손가락 숫자에 따른 네오픽셀의 색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사진

- <일 1>                   - <이 2>                    - <오 5>

4. (4 차시) 우리 주변에서 영상 인식과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예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강의에서 제시된 것 이외의 예시를 들어주세요.

예시 1: 무인 스토어

무인 스토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즘 무

인 스토어에서는 줄 서 계산할 필요가 없으며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스마트폰을 꺼내 결제할 

일도 없습니다. 얼굴 등록이 된 사용자의 경우 

모든 구매 과정이 얼굴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얼굴인식 기술로 매장에 들어갈 때 

0.2 초 만에 얼굴을 인식해 냅니다. 이후 계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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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자동으로 소비자 손에 있는 상품을 검측해 냅니다. 

얼굴인식을 통해 계좌를 찾아내며 소비자가 가게를 나서면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만

약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냥 나가면 됩니다.

최근에 국내외 무인 편의점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운영 방식을 쓴 

미래 호텔도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얼굴인식을 통해 체크인부터 체크아웃까지 이

뤄지며 로봇이 서비스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예시 2: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팩토리란 전통 제조업에 ICT 를 결합

하여 모든 공정의 생산 데이터와 정보가 실시

간으로 공유되는 최적화된 생산이 가능한 공장

을 말합니다. 스마트팩토리의 모든 공정은 로

봇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되며 특히 양품과 불

량품을 선별하는 품질측정 단계에서 영상인식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유리기판 제조 생산 공장에서는 부품 불량의 원인이 

되는 기포와 먼지를 구별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연상인식 기술이 스

마트팩토리에 적용되면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것보다 오류 발생 확률을 현저히 낮추

고 불량 판정율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 영상인식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은 사람의 눈보다 

정확해서 아주 선명하게 양품과 불량품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카메라와 센서들

이 오류가 나면 불량품을 인식 못하고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5. (4 차시) 멘토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질문해 보세요^^

1. 만약 카메라가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영상인식이 되나요?

2. 영상인식이 실수 하나 없이 오인식 확률이 0%로 만들 수 있나요?

3. 미래에 우리가 여권을 안 갖고 다녀도 얼굴인식으로 출입국이 가능하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