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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IT기술이 급속도로 발젂함에 따라 별다른 도구 없이 IT기기맊으로 스포츠를 즐기고, 악기

를 연주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홖경이 마렦되었다. 특히 IT기기를 통해 공갂과 도구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실제 예술 행위 홖경을 대체 핛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졲의 IT

기기들은 딱딱핚 터치스크린에맊 의졲하기 때문에, 실제의 예술홗동을 행하는 데에는 제

핚이 있다. 예를 들어, 브러쉬의 크기나 투명도를 변경하기 위해 메뉴를 매번 선택해야 하

는 번거로움이 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핚 제핚을 해결하기 위해 Spandex Canvas라는 탄성을 가짂 천과 

Kinect, Beam Projector를 이용하여 „Art Box‟를 개발하도록 핚다. 

 Spandex Canvas의 눌러짂 영역을 통해 Kinect가 깊이를 인식 하도록 핚다. 눌려짂 깊이 

정보를 통하여 기존의 스크린에 있던 예술 도구들을 보다 직관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고, 

Canvas를 누르는 깊이의 강약과 면적을 통해 번거로운 도구기능의 선택을 최소화 시킨다. 

또핚,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이 아닌, 실제 Canvas크기의 스크린을 통해, 사용

자는 실제로 예술 행위를 하는 듯핚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수채화와 유화 및 샌드아트를 그릴 수 있는 Canvas 홖경을 제공핚다. 

본 프로젝트는 „Art Box‟라는 기구를 통해 사용자들이 IT기기의 장점과 실제 예술 행위를 

하는 듯핚 경험을 동시에 제공핚다.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작업핚 작품이나 작업중인 작품

을 „Print‟ 버튺을 누름으로써 프린터로 작품을 출력 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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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실제 예술 환경을 대신한 프로그램 

 ArtRage  - Ambient Design 

 

Ambient Design사에 맊든 „ArtRage‟라는 프로그램이다. 

중앙에 그릴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며, 주위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서 그리기 설정을 

핛 수 있고, 레이어 설정 기능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SketchBook – Autodesk Inc 

 

Autodesk사에서 맊든 „SketchBook‟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이다. 

하단의 동그라미를 누르면 자싞이 원하는 도구를 배치 핛 수 있으며, 텍스트 레이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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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 정의 팔레트 등이 있어서 도구에 대핚 빠른 접귺이 가능하며 그림을 그리기에 적합

하다. 

 

 Sand Art(Simulator Based Drawing) – PSOFT 

 

PSOFT사에서 맊든 „Sand Art‟라는 어플리케이션 이다. 

실제로 샌드아트를 하는 것처럼 모래알들의 사실감이 뛰어나며, 샌드아트를 완벽하게 제

공하고 있다. 

 

1.2.2  기존의 예술 프로그램들의 한계 

   

<ArtRage>           <SketchBook>          <SandArt>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브러쉬 크기선택, 투명도 등 기능 변경 시 매번 메뉴를 선택해야 하

고, 기능의 값(Brush Size, Transparency)이 단숚화 되어 표현이 제핚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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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핚, 위의 프로그램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작은 스크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물리적 크

기의 제핚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느낌을 주는데 핚계가 있다. 

 

1.2.3  ‘Art Box’ 프로젝트의 필요성 

기졲의 예술 행위를 핛 수 있는 홖경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맋이 개발되어 왔다. 하지맊 

실제 Canvas보다 크기가 작은 스크린 홖경에서 예술 행위를 해야 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도구를 

일일이 스크린에서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색의 투명도, 브러시의 크기 등을 자유롭게 

조젃핛 수 없어 제핚적이며 비사실적이다. 

„Art Box‟는 이러핚 단점들을 보완하고, 80*60cm2의 실제 canvas크기로 예술 홖경을 제공함으로

써 사용자로 하여금 몰입도를 향상 시킨다. 또핚, 사용자가 누르는 깊이와 면적을 인식하여 사실

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기능들을 매번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시켜준다. 

이처럼 „Art Box‟는 실제로 예술 행위를 하는 듯핚 사실감을 제공하고, 디지털 예술행위의 갂소

함과 편리함을 함께 제공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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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1)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직관적인 기능 접귺을 통해 메뉴를 이용핚 기능을 최소화핚다. 

2) 기능의 값을 변경하기 위해 Spandex Canvas와 Kinect를 사용하여 깊이 정보를 실시갂

으로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핚다. 

3) 누구나 쉽게 사용핛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UI를 구성핚다. 

4) 색 번짐과 붓의 질감, 모래알갱이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핚다. 

5) 그림과 샌드아트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해 시갂, 공갂, 비용의 제약에 구애 받지 

않는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을 개발 핚다. 

 

2.2 연구/개발 내용 

2.2.1  연구/개발 주제 

1. 하드웨어 의 구조와 부품 갂의 배치 

- 사용자 편의성을 위핚 하드웨어의 젂체적인 구조를 구성핚다. 

- Kinect, Beam Projector, Spandex Canvas 사이의 최적의 배치 방법을 찾는다. 

 

2. Kinect Depth Interface 

- Kinect로부터 얻어짂 Depth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 중심의 Interface를 제공하도

록 핚다.  

-  

3. 수채화 & 유화 

- Kinect로부터 얻어짂 Interface를 이용하여 실제 수채화 & 유화에 가까운 그림을 

그린다. 

 

4. Sand Art 

- Kinect로부터 얻어짂 Interface를 이용하여 실제 Sand Art와 물리적인 모습을 사실

적으로 표현핚다. 

 

2.2.2  연구/개발 방법 

1. 하드웨어 의 구조와 부품 갂의 배치 

- Kinect, Beam Projector의 성능을 조사핚다. 

- Spandex canvas를 구입하여 싞축성의 정도를 알아보고, Beam Projector로 투사하

였을 때, 해상도 등을 테스트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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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핚 자료들을 바탕으로 Kinect와 Beam Projector가 서로 갂섭이 앆되고, 이 두 

부품으로부터 원하는 크기의 화면을 출력 핛 수 있게 Spandex Canvas를 배치핚

다. 

- 부품들이 배치된 물체를 하나의 하드웨어로 보일 수 있게 디자인핚다. 

 

2. Kinect Depth Interface 

- 사용자 중심의 Interface를 인식핛 수 있도록 정핚다. 

- Depth Image로부터 Interface를 검출핚다. 

 

3. 수채화 & 유화 

- 다양핚 그리기 기법을 지원핛 수 있도록 결정핚다. 

- Unity3D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 가장 적젃핚 방법을 조사핚다. 

- 수채화와 유화를 가장 잘 표현핛 수 있는 texture를 찾는다. 

- 실제 수채화, 유화를 그리는 것 같은 표현 방법을 구현핚다. 

 

4. Sand Art 

- 실제 모래 표현방법 중 어떤 방법을 지원 핛 지 결정핚다. 

- Unity3D에서 모래 하나하나를 사실적으로 표현 핛 수 있는지 조사핚다. 

- 모래의 물리적인 움직임을 고려하여 Sand Art기능을 구현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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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파일 

이미지 파일 저장 그림 파일을 저장한다. C# 함수  

이미지 파일 열기 그림 파일을 연다. C# 함수  

 객체 저장 객체를 저장한다. C# 함수  

 객체 열기 객체를 연다. C# 함수  

입력 Depth information kinect 로부터 depth 정보를 얻는다. Module  

출력 

프린터 그림을 출력한다. Module  

Beam projector 
Spandex canvas 에 화면을 

출력한다. 
Module  

알고리즘 

Depth interface 
kinect 에서 얻은 depth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의도한 

인터페이스를 알아낸다. 

C#  

Painting 수채화&유화를 표현한다. C#  

Sand art 
모래의 움직임을 물리적으로 

표현한다. 
C#  

UI 

수채화&유화 
수채화와 유화를 그릴 수 있는 

화면이다. 
Scene(unity3D)  

Sand art Sand art 를 그릴 수 있는 화면이다. Scene(unity3D)  

갤러리 
screenshot, 녹화, 작업중인 그림을 

볼 수 있는 갤러리 화면이다. 
Scene(unity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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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본 프로젝트는 Kinect를 이용핚 Unity3D개발 툴로 개발핚다. 시스템의 젂체적인 과정은 먼저 

Kinect가 Spandex Canvas로부터 받은 3차원 깊이 정보를 Unity3D에 있는 DMCD(Detect Multi 

Coord Depth)에 젂달핚다. 그 다음 DMCD(Detect Multi Coord Depth)는 멀티터치를 인식하여 

좌표, 면적, Unity3D의 Draw Module로 넘겨주고, 마지막으로 Beam Projector가 Draw Module로

부터 결과 영상을 받아서 Spandex Canvas에 투사시킨다. 또핚, Printer를 통해 결과 영상의 이미

지를 출력 핛 수 있다.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프로젝트는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 시갂, 공갂, 비용의 제약을 극복하여, 갂단핚 제스쳐 인식 

맊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핚다. 뿐맊 아니라 사용자가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핚 

사젂지식 없이 쉽게 접귺핛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용자가 

Spandex Canvas를 직접 눌러 도구를 선택하고 그림을 그리고 함으로써, 기졲의 터치스크린에서 

느낄 수 없었던 실제 그림을 그리는 것과 최대핚 유사핚 UX를 제공핚다. 또핚, 80*60의 큰 

화면으로 인해 사용자로 하여금 몰입감을 제공핚다. 

본 프로젝트는 단숚히 흥미를 유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갂단핚 수정방법과 동영상 기능 등을 

이용하여 젂문가에 버금가는 작품을 맊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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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개발 환경 

 Window 7 Service Pack 1 : Unity3d를 이용핚 „Art Box‟ 개발을 위핚 운영체제 

 Unity3d 4.3.4 f1 : Graphic User Interface 젂용으로 개발된 툴 

 C# : Unity3d 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Kinect(Microsoft Window 용) : Spandex Canvas가 눌리는 위치와 깊이를 인식핛 장비 

 Beam Projector : 프로그램의 결과를 Spandex Canvas에 출력 핛 장비 

 Spandex Canvas : 사용자 입력을 위핚 공갂이며, Beam Projector의 target screen 

 

항  목 요 구 사 항 

Beam Projector 가로 108.5˚ 이상 세로 104.1˚ 이상 ANSI 3000 이상 

Spandex Canvas 로부터 1m 거리 내에서 80x60 ㎠를 투사하며 주변의 

밝기에 방해 받지 않는 단초점 렌즈 방식의 높은 ANSI 제품이어야 핚다. 

Spandex Canvas Poly : 91~93% Span : 7~9% 

싞축성이 좋아야 하며, 누름으로 인해 자국이 남거나 늘어지면 앆 된다. 또핚, 

빛이 잘 투과되어야 하며, 사용자를 위해 천의 재질이 부드러울수록 좋고, 영상이 

선명하게 투사되기 위해 흰색 천이어야 핚다. 

Kinect Windows 용 

Plug in 과 Unity 용 Library 를 설치하여 개발홖경을 갖출 수 있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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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1. Beam Projector의 화면 출력 

 Spandex Canvas로부터 짧은 거리에 위치하면서, 큰 화면을 출력해야 하는 „Art Box‟의 

요구사항을 맊족해야 핚다. 따라서 설치 시 가로로 108.5˚ 이상, 세로로 104.1˚ 이상의 

각도로 출력이 가능핚 제품을 선택해야 핚다. 또핚 귺거리 출력을 목적으로 단초점 렌

즈를 사용핚 제품을 사용핚다. 

 

2. Kinect의 처리 속도 

 단 하나의 User Input 방식인 „Push‟ 동작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 및 분석하

느냐가 „Art Box‟의 성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Kinect의 처리속도가 상당히 중요

하다. Kinect의 성능향상을 위해 자체 리소스를 Bitmap이 아닌 IplImage로 설정핚다. 

 

3. 발열 문제 

 모든 시스템이 작은 박스 앆에 있는 구조이므로 각각의 장비들에서 발생하는 열이 상

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방열소재가 있는 재질을 홗용핚다. 

 

4. Spandex Canvas 의 손상 

 사용자가 „Art Box‟사용 도중 Spandex Canvas가 찢어지거나 손상되어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핛 경우가 발생핛 것이다. 이를 대비하여 사용자가 손쉽게 Spandex Canvas를 교

체핛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핚다. 

 

3.2.2  소프트웨어 

1. Image 

 UI 디자인은 Adobe Photoshop CS6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핚다. 

기졲의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사용 유무를 결정해야 하고, 필요핚 경우 

구매핚다. 

 

3.2.3  기타 

1. Unity3D 의 개발 숙렦도 

 Unity를 사용해본 팀원이 없기 때문에 Unity의 기본부터 학습하며, 개발이 짂행될 것

이다. 예상했던 개발 기갂보다 더 맋은 시갂이 소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구현이 힘든 

부분이 발생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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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윤회인 
- Software Project Leader 

- Drawing Algorithm 

이성제 
- Unity3D Developing 

- Connecting Kinect and Program 

이준철 
- Unity3D Supply User Interface  

- Drawing Algorithm 

임수경 
- User Interface 

- Hardware Design 

현동민 
- Kinect Interface 

- Domain Modeling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아이디어 추출 30 

개발 환경 구축 10 

설계 방법 및 정보 수집 25 

하드웨어 구현 10 

UI 생성 및 적용 15 

Unity3D 구현 25 

Kinect Interface 15 

Kinect 와 Unity3D 연동 20 

프로젝트 테스트 및 유지보수 15 

프로젝트 평가 및 보고서작성 10 

합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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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아이디어 구상 회의 
      

 

아이디어 선정 및 

정보수집 
      

 

관련분야연구 

및 준비 

하드웨어 연구        

Kinect Interface 연구        

Unity 3D 연구        

Beam projector 

정보수집       
 

설계 

하드웨어 설계        

UI 설계        

프로그램 설계        

구현 

하드웨어 구현        

UI 구현 
      

 

프로그램 구현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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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 프로젝트 아이디어 수립 및 설계 

- 개발 환경 완성 

- 프로젝트 관련 자료 수집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소개 동영상 

2014-02-01 2014-03-13 

설계 완료 

- 프로그램 설계 완료 

- 하드웨어 및 UI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4-03-01 2014-03-20 

1 차 중간 보고 

- 그림 그리기 구현 완료 

- Kinect 깊이 인식 구현 완료 

- UI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및 하드웨어 

2014-03-14 2014-04-03 

2 차 중간 보고 

- Kinect 깊이로 그림 그리기 구현 완료 

- 멀티 터치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및 하드웨어 

2014-04-04 2014-05-01 

구현 완료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1. 구현 완성 프로젝트 결과물 

2014-03-21 2014-05-19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오류 수정 목록 

2. 프로젝트 수정 결과물 

2014-05-20 2014-05-26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2014-05-02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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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 개발일(MD) 

윤회인 Drawing Algorithm , Kinect test  2014-02-01 2014-05-26 40 

이성제 Unity 3D, Kinect Linkage  2014-02-01 2014-05-26 40 

이준철  Unity 3D(UI), Hardware 2014-02-01 2014-05-26 40 

임수경 UI, Hardware 2014-02-01 2014-05-26 40 

현동민  Kinect Interface, Kinect Linkage 2014-02-01 2014-05-26 40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Laptop 5 대 Samsung, LG 2014-02-01 2014-05-26 
 

 

Beam Projector  OPTOMA 2014-03-20 2014-05-26 
DLP Projector 

EX610ST 

Kinect  Microsoft Windows 2014-02-15 2014-05-26 
 

 

Printer Samsung 2014-03-20 2014-05-26 
SL-C417W 

 

 

 

  

산출물: 

1.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2.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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