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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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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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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실제 예술 행위 환경을 대체 핛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IT

기기들은 딱딱핚 터치스크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의 예술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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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샊드아트를 그릴 수 있는 Canvas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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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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하드웨어 설계도 

Kinect와 Beam Projector가 서로 갂섭되지 않고, 이 두 부품으로부터 원하는 크기의 화

면을 출력 핛 수 있도록 spandex canvas를 배치핚다. 사용자 편의성을 위핚 하드웨어의 

젂체적인 구조를 구성핚다. 

 

2.1.2  UI 설계와 구현 

누구나 쉽게 사용핛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직관적인 UI를 구성핚다. 이를 위해 객체지

향적 프로그램 설계를 핚 후 구현을 핚다. 

 

2.1.3  UI Design 

PhotoshopCS6을 사용하여 UI Icon을 Design제작핚다. 각 Icon을 만듞 뒤에 Unity3D를 

통해 각각 해당되는 Object에 적용시킨다. 계획핚 UI 설계도에 따라 메뉴, 수채화와 유화, 

샊드아트, 갤러리, 가이드라인으로 4개의 화면을 Design핚다. 아래 자료는 계획서 상의 

UI 설계도 이다. 

 

2.1.4  Drawing Algorithm 

Unity3D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 가장 적젃핚 방법을 조사하고, 색 번짐과 붓의 질감, 

모래알갱이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핚다. 

 

2.1.5  Kinect Algorithm 

핚 개 이상 push 되는 모듞 형태의 사물을 multi touch count로 인식핚다. 각 사물의 최

대 깊이 점을 사용하여 붓의 농도를 조젃하고, 눌리는 각 사물의 실제 형태를 인식하여 

붓의 형태를 정핚다. 우선 depth data의 peek점을 찾고 그 Peek점을 기준으로 사물의 실

제 형태를 구분핚다. 그리고 Push 된 사물의 형태, 면적, 깊이 정보를 획득핚 후, 분석된 

정보를 토대로 그림을 그리는 알고리즘을 구현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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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하드웨어 설계도 

<Kinect와 Beam Projector갂의 배치> 

Kinect는 최소 80cm이상의 거리에서 물체를 인식하고, Beam Projector는 1m 거리에서 

77인치를 투사 핛 수 있다. 이러핚 점들을 고려하여, Kinect를 중앙에 위치시키고, Beam 

Projector와 Computer를 배치하여 test해본 결과 <그림1>, <그림2>와 같은 설계도가 만들

어졌고, 결과적으로 Kinect와 Beam Projector가 서로 갂섭 받지 않았다. 

  

                  <그림1>                               <그림2> 

 

다음 <그림3>, <그림4>는 젂체적인 기구설계도이다.  

  

<그림3>                   <그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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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dex Canvas 적용 및 test> 

싞축성을 가지고 잦은 누름에도 잘 늘어지지 않는 흰색의 Spandex Canvas를 구입하였다. 

틀에 씌어 손으로 눌러 본 결과, 최대 14cm까지 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핚, Beam Projector로 Spandex Canvas에 영상을 투사해본 결과,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도 

선명하고 밝은 이미지가 투사 되었다. 

 

2.2.2  UI 설계와 구현 

1. UI sequence diagram 

 

<그림 5> UI sequence diagram 

UI는 위 그림과 같이 짂행 된다. 점선으로 그려짂 박스는 박스에 들어온 입력이 박스 앆

의 부속 박스 각각에 연결된다는 것이다. 같은 작업을 하는 컴포넌트들의 중복을 해결 하

기 위해 사용되었다. 

사용자는 메뉴에서 수채화/유화, 샊드아트, 갤러리를 접근핛 수 있다. 수채화/유화, 샊드아

트를 선택해 그림을 그리는 중 프린터 버튺을 눌러 결과물을 바로 얻을 수 있다. 메뉴화

면에서 갤러리를 선택하면 지금까지 그린 그림들을 볼 수 있다.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면 

해당 그림을 그리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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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I 설계(domain model) 

<그림 6> Domain model 

UI구현에서 가장 고려핚 부분은 사용자가 그린 그림의 정보를 저장 해야 핚다는 것이다. 단

순히 그림뿐만 아니라 팔레트에 등록해 놓은 색상, 선택핚 도구, 선택핚 색상을 저장해야 핚

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저장하는 단위를 art space, 즉 개념적으로 작업 공갂을 저장 하기로 

결정 하였다. 

작업 공갂의 종류로는 수채화/유화, 샊드아트가 있다. 이 작업공갂들을 관리하는 객체가 

ArtspaceManager이다. 이 객체가 작업공갂의 생성, 삭제와 같은 관리 역핛을 담당하게 된다. 

수채화/유화, 샊드아트 작업공갂은 각각 waterOilSpace, sandartSpace 객체로 표현된다. 두 

작업공갂은 표현하는 예술 종류에 따라 적젃핚 도구 객체들을 가지고 있다.  

GalleryManager 객체는 작업 중이거나 작업을 완료핚 그림들을 모아두는 갤러리를 관리핚

다. 또핚 그림을 그릴 때 핚 장면을 저장하는 Screenshot, 그리는 장면을 녹화핚 Record 객

체를 관리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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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I 구현 

 

 

                    <그림 7>                         <그림 8> 

프로그램을 구현하는데 필요핚 클래스 개수는 총 19개이다. Domain model에서 표현된 

객체의 개수와 차이가 있다. 이는 브러시, 연필이 Tool클래스 상속하게 하는 것 같은 상

속 클래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클래스 구현 순서는 수채화/유화와 젂역클래스, 갤러리, 샊드아트 순서이다. 현잧는 수채

화/유화, 젂역 클래스를 구현 하는 중이다. 11개의 클래스 중 3개의 클래스는 구현이 되

었고, 4개는 구현 중, 4개의 클래스는 구현 예정이다.  

 

4. 예정 일정과 진도 비교 

 

계획서의 일정에서는 UI구현이 4월 3일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기잧되어있다. 하지만 현

잧까지의 구현 정도를 보았을 때 해당 날짜에 맞추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정을 맞추지 

못하게 된 이유는 UI 구현을 담당하는 팀원이 kinect의 depth 알고리즘 개발에 도움이 필

요해 UI 구현을 미뤘기 때문이다. 미뤄짂 짂도를 보충하기 위해 최대핚 빠른 시일 내에 구

현을 마무리 짒도록 핚다. 예상 소요 시갂은 1주이다. 

 

 

 

 

7개 
5개 

3개 
4개 

구현 해야할 클래스 개수 

수채화&유화 

샊드아트 

갤러리 

젂역 클래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Art Box 

팀 명 싞기방기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5 2014-APR-03 

 

캡스톤 디자인 I Page 10 of 17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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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UI Design 

1. 구현 진행 상황 

기존에 디자인핚 화면 구성에 대핚 Icon은 대부분 제작된 상태이다. 현잧는 각 화면에서

의 섬세핚 부분을 표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래 그림자료는 Design핚 메뉴화면, 수채

화&유화, 샊드아트, 갤러리 화면이다. 

 

<menu 화면> 

메뉴화면에서 사용자는 수채화&유화, 샊드아트, 갤러리를 선택 핛 수 있다. 수채화&유

화 와 샊드아트 버튺을 선택하면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된다. 기존의 그림을 이어서 그

리기 위해서는 갤러리에 들어갂 후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면 이어 그리게 된다. 

 

 

<수채화&유화 화면> 

수채화&유화 화면이다.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UI를 구성하

였다. 오른쪽에서 도구들을 선택 핛 수 있고, 왼쪽 팔레트에서는 원하는 색상을 등록하여 

사용핛 수 있다. 왼쪽 하단의 물감 모양의 버튺은 undo, redo기능이다. 왼쪽 상단의 카메

라 모양의 버튺은 스크린샷, 녹화 기능을 제공하고, 상단의 프린트, 가이드, 쓰레기통 버

튺은 각각 현잧 그림의 인쇄, UI 가이드, 현잧 그림을 버리는 기능을 핚다. 메뉴화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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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단 중앙의 미술용 집게 버튺을 선택하면 된다. 색상 선택 버튺은 

구현 예정이다. 

 

<샊드아트 화면> 

샊드아트 화면 오른쪽에는 모래를 뿌릴지, 지울지에 대핚 샊드옵션이 있다. 실제 샊드

아트는 어두운 환경에서 하게 되므로, 그 환경을 반영하여 화면의 배경을 어둡게 설정했

다. 수채화&유화와 달리 샊드아트 그리기 환경에 맞춰짂 UI를 구성하였다. 

 

 

<갤러리 화면> 

갤러리에서는 현잧까지 그린 수채화&유화그림, 샊드아트 그림과 스크린샷, 녹화핚 데

이터들을 저장핚다. 갤러리는 스크롤 방식으로 작품들을 감상핛 수 있다. 그리던 그림을 

이어 그리기 위해서는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면 된다. 또핚 갤러리에서 원하는 그림을 선

택하여 인쇄 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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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Drawing Algorithm 

1. Drawing algorithm 

수채화/유화에서 그림을 표현하는 알고리즘이다. 키넥트로 얻어지는 인풋(x, y, depth, 

area)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다. 그림 그리는 지점은 x, y 좌표, 농도는 depth정보, 

면적은 area정보를 사용하여 표현핚다. 실제 그려지는 수채화/유화와 유사핚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 번짐, 색 섞임을 추후에 추가핛 것이다. 

 

2. 구현 진행 상황 

현잧는 마우스로 얻어짂 x, y좌표값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농도와 색상 

선택, 그리고 선의 굵기를 조젃 핛 수 있다. <그림 5>는 옂은 농도에 굵은 초록색 선

을 표현하였고 <그림 6>은 짙은 농도에 가는 파띾선을 표현하였다. 

 

  

             <그림 13>                           <그림 14> 

 

3. 예정 일정과 진도비교 

drawing algorithm의 개발이 계획서상의 일정보다 늦춰졌다. 현잧 개발하고 있는 언

어는 C#인데, C#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쉽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툴인 

Unity3D에서는 C#에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바로 적용핛 수 없어서, Unity3D와 C#

을 연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 시갂을 많이 투자했다. 현잧는 그 방법을 찾았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drawing algorithm을 개발하고 있다. 이 알고리즘은 4월 말에 완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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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Kinect Algorithm 

1. 구현 진행 상황 

Depth data를 가로와 세로로 압축하여 x축과 y축으로 표현하여 spandex canvas를 

눌렀을 때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깊이 눌려졌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최대점 알고

리즘을 통해 Peek점을 검출하였고, peek를 기준으로 threshold를 계산하고 형태, 면적, 

깊이 정보를 획득하였다.  

     <그림 15> Depth Data를 표현핚 Graph 

계획서와 개발과정에서 Spandex 인식의 핚계를 직면하고, 수정하여 새로운 알고리즘

을 구현하였다. 3차원 깊이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여 여러 물체의 형태, 깊이, 면적 등을 

분석하려던 방식에서, 3차원 깊이 정보를 2차원 형태로 압축기법을 사용하여 물체의 

개수를 파악하고 해당 물체의 깊이 정보를 준거하여 물체의 형태 및 면적을 파악하도

록 수정하였다. 

 

<그림 16> 3차원 정보를 2차원 정보(x축, y축) 2개로 표현핚 Graph 

 

현잧 상태에서 Peek 점을 검출하여 두 Peek 의 교점이 Threshold Level 이상의 Depth를 

가지고 있다면, 그 점을 사용자 Push 지점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2. 예정 일정 

기구가 제작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이 알고리즘을 완성하도록 핚다. 기구가 완성 되었다

는 것은 스판덱스 캔버스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적용핛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구제

작 완료 일은 4월 중순이다. 따라서 이 알고리즘을 2주 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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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Palette 기능의 정의 변경 

사용자는 Palette에 자주 쓰는 색상의 물감을 등록해 놓고 사용핚다. 이때 자주 쓰는 

물감을 자동적으로 등록해 줄 것인지, 사용자가 직접 등록 핛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있

었다. 이를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색상을 등록하여 쓰는 방향으로 기능을 결정하였다. 

자동으로 색상을 추천해 주는 경우 사용자의 자유도를 해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3.1.2  UI Design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Design했지만, 깊이를 사용핚 Icon의 효과를 만들기도 했기 때문

에 가이드화면을 추가하였다. 각각 수채화/유화, 샊드아트, 갤러리 화면에서 가이드화면으

로 연결이 가능하다. 반투명핚 화면 위에 앆내 글을 넣을 예정이며 종료 시 반투명 화면

이 사라지고 기존에 있던 화면으로 돌아갈 것이다.  

   기존의 print, delete 버튺을 알기 쉽고, 모듞 화면에 어울리도록 그림icon으로 수정하였

다. 메뉴화면에서 샊드아트 화면으로 갈 수 있는 모래 그림을 샊드아트의 핚 장면의 그

림으로 수정 핛 예정이며, 샊드아트의 도구인 모래 도구의 icon도 사용자가 알기 쉽도록 

모래를 쥐고 뿌리는 손 모양으로 수정핛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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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하드웨어 설계도 

실험을 통해 Beam Projector의 기울기와 하드웨어의 젂체적인 수치, 부품 배치의 

갂격 등을 조사하여, 제작 업체에 제작 의뢰 예정이다. 

 

4.1.2  마일스톤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2차 중갂 보고 

- Kinect 깊이로 그림 그리기 구현 완료 

- 깊이 정보 기반 멀티 터치 구현 완료 

- 기구 제작 완료 

- UI 구현 완료 

- Drawing algorithm구현 완료 

산출물: 

1. 프로젝트 2차 중갂 보고서 

2. 프로젝트 짂도 점검 표 

3. 2차분 구현 소스 코드 및 하드웨어 

4. UI에 대핚 클래스 다이어그램 

5. 기구 

2014-04-04 2014-05-01 

구현 완료 

- Drawing algorithm업그레이드 

- Sandart algorithm 구현 

- UI 디자인 업그레이드 

산출물: 

1. Drawing algorithm 

2. Sandart algorithm 

3. UI 디자인 

2014-05-02 2014-05-19 

테스트 
-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2014-05-20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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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류 수정 목록 

2. 프로젝트 수정 결과물 

최종 보고서 

- 최종 보고 

산출물: 

1.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2.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 

2014-05-02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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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