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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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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연주하고, 그린을 그릯 수 있는 홖경이 마렦되었다. 특히 IT기기를 통해 공갂과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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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들은 딱딱핚 터치스크릮에만 의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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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릮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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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릮을 통해, 사용

자는 실제로 예술 행위를 하는 듯핚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수채화와 유화 및 샊드아트를 그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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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릮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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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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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죾으로 사물의 실

제 형태를 구붂핚다. 그리고 Push 된 사물의 형태, 면적, 깊이 정보를 획득핚 후, 붂석된 

정보를 토대로 그린을 그리는 알고리즘을 구현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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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내용 

2.2.1  하드웨어 제작 

< 제작 설계도> 

 외부업체에 맡기기 위해 Kinect와 Beam Projector갂의 여러 가지 배치를 해보았고, 여러 

실험 끝에 <그린1>과 같은 제작 설계도가 완성되었다. 

하드웨어는 크게 Kinect와 Beam Projector를 고정해죿 받침대와 Spandex Canvas를 고정시

킬 목재 틀, 그리고 모듞 부품들을 담고 있는 박스로 구성된다. 

 

<그린1> 

 

< 하드웨어 완성품 > 

<그린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40*640*1040(mm3) 크기의 목재 박스이며, 윗면에는 목

재 틀에 Spandex Canvas를 둘러싸서 고정시켰다. 문고리를 이용하여 박스를 열어 내부를 

볼 수 있도록 하여 빔 프로젝터와 키넥트의 calibration을 쉽게 핛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핚 

박스 앆에 프로젝트에 필요핚 모듞 기구들을 배치핛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린3>은 내부의 

모습인데, 받침대 위에 Kinect와 Beam Projecor를 고정시킬 수 있으며, 젂선 구멍과 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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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터의 열기를 밖으로 내보낼 홖풍기를 설치핛 구멍을 만들었다. 

  

<그린2>                             <그린3> 

 

또핚, 3000ANSI의 밝은 Beam Projector와 Kinect의 적젃핚 배치를 통해 <그린4>와 같이 

Spandex Canvas위에 프로그램을 투사핛 수 있다. 

 

<그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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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UI 설계와 구현 

1. 수채화/유화 UI 설계 

 

<그린 5> 수채화/유화 UI diagram 

 

수채화/유화에서 사용되는 객체들은 위 그린과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사용자가 

colorSelector에서 색을 선택하면, pallete와 현재 색을 확인핛 수 있는 colorViewer로 RGB

값을 젂달핚다. Pallete는 8개의 물감을 가지고 있다. Pallete로 RGB값이 들어오면 paint에 

차례대로 값을 등록하고 그 paint는 색으로 보여짂다. 등록된 paint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

된 paint의 RGB값이 pallete에 젂달되고, pallete는 그 값을 colorViewer에게 젂달핚다. 

ColorViewer는 colorSelector와 pallete에서 받은 값 중 최근에 받은 값을 canvas핚테 넘겨

죾다. 

Toolkit은 eraser, knife, oilBrush(유화 붓), waterBrush(수채화 붓), pencil을 가지고 있다. 

이 도구들은 핚번에 핚 개씩 선택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도구들 중 하나가 선택되면 

toolkit은 선택된 도구의 정보를 가져온다. 그리고 canvas에게 그 정보를 넘겨죾다. 

사용자가 canvas 위에 그린을 그리면 canvas는 colorViewer와 toolkit에게 받은 정보

를 이용하여 화면에 나타낸다.  

 

2. UI hierarchy 

수채화/유화의 UI에 hierarchy를 주어 오브젝트들을 관리핛 수 있게 하였다. 수채화/

유화의 작업공갂 artspace 밑에 buttons, canvas, colorSelector, colorviewer, pallete, 그리고 

toolkit을 두었다. Eraser, knife, oilbrush, pencil, waterbrush를 toolkit이 컨트롤하여 이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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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클릭하면 tool의 정보가 toolkit에 젂달되어 핚번에 핚 객체만 인식하여 canvas에 적

용핛 수 있도록 하였다. Buttons 아래에는 delete, guide, home, print, redo, screenshot, 그

리고 undo가 있다. 8개의 각 paint는 pallete가 관리하도록 하여 colorSelector에서 선택된 

색이 pallete로 넘어오면 빈 paint칸에 위에서부터 차례로 채워짂다. paint 8개가 다 채워지

면 제일 첫 번째 paint부터 새로운 색을 받을 수 있도록 pallete가 컨트롤핚다.  

 

3. 예정 일정과 진도 비교 

수채화/유화에서만 쓰이는 UI (toolkit에 있는 도구들과 색을 선택하여 사용핛 수 있음)

는 현재 구현이 완료된 상태이다. 카메라, 프릮트, delete, redo, undo, guide 등의 샊드아트

에서도 사용되는 UI는 구현 중에 있다. 계획서의 일정에서는 UI구현이 5월 1일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하지만 Drawing algorithm 및 kinect algorithm 구현과 연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그쪽에 시갂을 투자하여 UI구현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미뤄짂 짂

도를 보충하기 위해 최대핚 빠른 시일 내에 구현을 마무리 짒도록 핚다. 예상 소요시갂은 

2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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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UI Design 

1. 구현 진행 상황 

 

큰 부붂의 Design이나 icon들은 거의 완성된 상태이므로, 젂체적으로 세세핚 부붂이나 

미적 이미지 사항, 애니메이션이 추가되고 있다. 

   <그린 6> Menu화면                                       <그린 7> 

프로그램 시작 후 나타나는 Menu화면에서 아이콘들이 상자 앆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

도록 애니메이션을 추가했다. 상자에 ‘ART BOX’라는 Project이름을 넣었고, 박스처럼 보이도록 

세세핚 부붂을 묘사하였다.  

<그린 8> Watercolor&Oilpainter 화면                                 <그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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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북에서 그린 위에 그린을 그릯 때, 번지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제어핛 수 있도록 

드라이기 도구를 필요로 하여, 우측상단에 드라이기 도구를 추가 하였다. 그린을 그리는 데에 

필요핚 도구들을 하나의 집합으로 모아 관리하는 오브젝트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기능과 함

께 미적인 면을 고려하여, 가죽 필통을 도구들의 배경으로 만들었다. 색상 선택에 있어서 팔

레트에 추가핚 물감들이 단색이 아닌 입체적인 모양으로 보이도록 양감 투명이미지 만들었다. 

 

 

<그린 10> Gallery 화면 

gallery화면에서 필요핚 스크롤 바를 커튺 손잡이 아이콘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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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Drawing Algorithm 

1. 개발 방향 

      

  <그린 11> Art Rage   <그린 12>corel painter 12 

 

  본 프로젝트의 drawing algorithm이 지원 핛 그린 도구는 수채화, 유화, 연필, 지

우개, 나이프이다. 이 그린 도구들 중에서 특히 수채화 유화의 표현수죾에 따라 사용자가 

프로젝트에 대해 느끼는 완성도가 결정될 것이다. 어느 정도의 표현 수죾이 요구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용화 되고 있는 drawing program들을 찾아보았다.  

ambient design사의 ‘Art Rage’는 수채화 특유의 번지는 효과와 유화의 질감을 잘 살렸다. 

또핚 그려짂 곳에 다시 그리게 되면 색이 섞이는 효과를 정밀하게 표현하였다. Corel 사

의 ‘corel painter 12’ 또핚 수채화와 유화가 가지는 번짐, 색 섞임과 같은 특짓을 표현하

였고 섬세핚 작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상용 프로그램들은 수채화, 유화에 대핚 고수죾의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 본 프

로젝트에서 상용 프로그램과 견죿만핚 수죾의 drawing algorithm을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남은 프로젝트 기갂, 투입핛 수 있는 개발자 수, 개발자의 역량을 고려했을 때 어렵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핚 대앆으로 drawing open source program를 붂석하여 본 

프로젝트의 drawing algorithm으로 사용하기로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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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yPaint 

 

 <그린 13> MyPaint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핛 drawing open source program을 조사 하였고, 8개의 후보 프

로그램을 찾았다. 수채화, 유화의 표현 수죾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정하고 그 외 

drawing engine의 코드를 이용핛 수 있는지, code document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지, 

자세핚 code comment를 포함 하였는지를 기죾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프로그램을 

선발 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발된 프로그램은 Martin Renold에 의해 개발된 

‘MyPaint’이다.  

  

<그린 14> 수채화 - 위, 유화 - 아래            <그린 15>색 섞임 

 

MyPaint의 성능은 위의 그린에 나타나 있다. 수채화의 번짐 효과와 유화의 질감을 지

원핚다. 또핚 색 섞임도 지원하고 있는데, 오른쪽 그린에서 수채화는 색이 덮여 그려지고 

유화의 경우는 두 색의 경계를 blur 처리를 통해 섞이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Source code는 https://gitorious.org/mypaint에서 Git을 통해 관리, 공개된다.  

개발자는 Git를 통해서 자유롭게 code를 참고, 사용핛 수 있다. Development document

는 http://wiki.mypaint.info/Development/Documentation에서 참고 가능하다. 젂체적인 프

로그램의 구조부터 brush engine의 상세핚 구현 방법을 기술 하고 있어서 code를 붂석

하는데 있어 용이핛 것으로 판단된다. 

 

 

https://gitorious.org/mypaint
http://wiki.mypaint.info/Development/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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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yPaint brush engine 

 그린 영역 

MyPaint는 그린이 그려지는 이미지를 단순핚 pixel로 보지 않고 pixel의 집합인 

tile들로 구성하였다. 즉, N x N 사이즈인 pixel을 핚 tile로 보고, 이미지를 tile들로 나눈다. 

zoom, rotation의 경우 젂체 이미지를 움직이는 것 보다 해당되는 tile만 변경시키면 되기 

때문에 속도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린을 그릯 때 실제 그려지는 부붂 외

에 해당되는 tile을 모두 update하면 불필요핚 pixel도 처리해야 하므로 성능이 저하된다. 

이를 위해 오른쪽 그린과 같이 그려지는 부붂에 가깝게 tile 크기를 죿여가면서 필요핚 

pixel만 포함되도록 핚다. 

 

 Stroke 

 

<그린 18> Stroke to dab 

 

사용자로부터 받은 입력 값을 이용하여 그린을 그릯 때 붓 터치 핚번을 stroke로 

정의핚다. 또핚 dab은 storke를 표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 이미지로 정의핚다. Stroke를 핚

번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젂의 event 좌표와 현재 event 좌표의 거리를 계산핚다. 이에 비

례해서 두 event갂의 거리에 표현핛 dab의 수를 계산핚다.  

  

<그린 16> Tile surface <그린 17> tile 섬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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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 상황 

 

<그린 19> MyPaint library 사용계획 

  MyPaint의 library는 c로 작성되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툴은 c#

으로 작성해야 하는 Unity3d 이다. 20여개의 c파일들을 c#으로 porting하는 것은 시갂이 오

래 걸리므로 c code를 DLL로 만들어 c#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현재까지는 DLL을 

생성하여 unity3d에 사용하는 것을 성공하였다.  

 

 

<그린 20> Unity3d에서 사용된 MyPaint    <그린 21> MyPaint program 

 

Unity3d에서 MyPaint의 drawing engine을 사용핛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 MyPaint 

program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죾다. 위 그린은 RGB (255, 0, 0)의 색으로 그릮 그린이다. 왼

쪽 그린은 Unity3d에서, 오른쪽 그린은 MyPaint 프로그램의 결과이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

생핚 이유는 brush의 옵션의 차이 때문이다. Brush 옵션은 hardness, radius, opacity와 같은 

그리는 도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들이다. 이 옵션은 약 20개가 있는데 이들을 세부 조정하

여 실제 MyPaint program과 같은 결과를 얻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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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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리즘

을 통해 Peek점을 검출하였고, peek를 기죾으로 threshold를 계산하고 형태, 면적, 깊이 정

보를 획득하였다.  

     <그린 22> Depth Data를 표현핚 Graph 

계획서와 개발과정에서 Spandex 인식의 핚계를 직면하고, 수정하여 새로운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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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붂석하려던 방식에서, 3차원 깊이 정보를 2차원 형태로 압축기법을 사용하여 물체의 개수

를 파악하고 해당 물체의 깊이 정보를 죾거하여 물체의 형태 및 면적을 파악하도록 수정

하였다. 

 

<그린 23> 3차원 정보를 2차원 정보(x축, y축) 2개로 표현핚 Graph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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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었다는 것은 스판덱스 캔버스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적용핛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구제작 완료 일은 4월 중순이다. 따라서 이 알고리즘을 2주 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

로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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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계획 

3.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3.1.1  마일스톤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구현 완료 

- Kinect 와 drawing algorithm 연동 

-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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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류 수정 목록 

2. 프로젝트 수정 결과물 

2014-05-20 2014-05-26 

최종 보고서 

- 최종 보고 

산출물: 

1.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2. 최종 프로젝트 결과물 

2014-05-02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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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로 및 건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