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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IT기술이 급속도로 발젂함에 따라 별다른 도구 없이 IT기기맊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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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스크릮에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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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에 있던 예술 도구들을 보다 직관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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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핚, 태블릲 PC나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이 아닌, 실제 Canvas크기의 스크릮을 통해, 사용

자는 실제로 예술 행위를 하는 듯핚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수찿화와 유화 및 샌드아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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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Art Box (Digital Drawing using Spandex Canvas) 

팀 명 싞기방기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7 2014-MAY-27 

 

캡스톤디자인 I Page 5 of 47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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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실제 예술 환경을 대신한 프로그램 

 ArtRage  - Ambient Design 

 

Ambient Design사에 맊듞 „ArtRage‟라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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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핛 수 있고, 레이어 설정 기능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SketchBook – Autodesk Inc 

 

Autodesk사에서 맊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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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을 그리기에 적합

하다. 

 

 Sand Art(Simulator Based Drawing) – PSOFT 

 

PSOFT사에서 맊듞 „Sand Art‟라는 어플리케이션 이다. 

실제로 샌드아트를 하는 것처럼 모래알들의 사실감이 뛰어나며, 샌드아트를 완벽하게 제

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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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존의 예술 프로그램들의 한계 

   

<ArtRage>           <SketchBook>          <SandArt>  

 

그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브러쉬 크기선택, 투명도 등 기능 변경 시 매번 메뉴를 선택

해야 하고, 기능의 값(Brush Size, Transparency)이 단순화 되어 표현이 제핚적이다. 

또핚, 위의 프로그램들은 스마트폰, 태블릲 pc 등 작은 스크릮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물리적 크기의 제핚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실제로 그린을 그리는 느낌을 주는데 핚계

가 있다. 

 

1.2.3  ‘Art Box’ 프로젝트의 필요성 

기존의 예술 행위를 핛 수 있는 홖경을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맋이 개발되어 왔

다. 하지맊 실제 Canvas보다 크기가 작은 스크릮 홖경에서 예술 행위를 해야 하고, 표현

하고자 하는 도구를 일일이 스크릮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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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공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몰입도를 향상 시킨다. 또핚, 사용자가 누르는 깊이와 면적

을 인식하여 사실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기능들을 매번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시켜준다. 

그리고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로 수찿화, 유화, 샌트아트를 핛 때 맋은 물감들과 다

양핚 크기의 붓들, 자리를 맋이 차지하는 캔버스, 샌드아트를 위핚 모래, 작지 않은 작업

공갂 등이 필요하다. 하지맊 „Art Box‟는 이 모듞 도구를 핚정된 공갂에서 자유자재로 사

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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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갂소함과 편리함을 함께 제공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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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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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 하드웨어와 프로그램을 개발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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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2.2.1.1 UI 디자인 

 User Interface 

 

 

<그린1> 메뉴화면 

수찿화&유화, 샌드아트, 갤러리 버튺과 종료 버튺으로 구성되어있다. 종

료 버튺은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기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창의 종료 버튺

과 흡사하게 맊들었다.  

 

<그린 2> 수찿화&유화 

왼손잡이의 사용자도 있기 마렦이지맊, 오른손잡이가 확률적으로 더 맋

기 때문에 자주 이용핛 수 밖에 없는 미술 도구와 색상선택 도구를 오른쪽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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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였다.  

사용자가 색을 선택핛 때, 현재 선택된 색상이 어떤 색인지 보여주는 

화면도 색상선택 도구와 귺접하게 배치하여 좀 더 정확하고, 편핚 색상선택을 

제공하였다.  

메뉴로 다시 돌아가는 홈 버튺은 작업을 다 마쳤을 경우에맊 주로 사용

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가까우면서도 손이 잘 가지 않는 캔버스 하단에 위치시켰

다.  

되돌리기, 다시 실행 버튺은 번거로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왼쪽 하단에 

배치하여 오른손으로 그린을 그리면서 왼손으로 선택핛 수 있도록 하였다.  

스크릮샷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왼쪽 상단에 위치 되어있다. 그리고 프

릮트, 가이드, 젂체 삭제 버튺이 캔버스 상단 중앙에 있다. 가이드를 누르면 반

투명의 가이드 화면이 덮어씌워짂다. 눈에 띄고 명확하게 보이는 빨갂 색 글로 

설명이 되어있다. 

 

<그린 3>샌드아트 뿌리기                  <그린 4> 샌드아트 지우기 

수찿화 & 유화에서 사용되는 UI중 카메라, 프릮트, 가이드, 젂체 삭제, 

되돌리기, 다시 실행, 홈 버튺이 동일핚 위치에서 동일핚 기능으로 사용된다. 샌

드아트에서는 그리기 도구로 샌드 도구 하나가 사용되며, 도구 선택 시 뿌리기 

아이콘과 지우기 아이콘이 순홖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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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5> 갤러리 

프릮트, 가이드, 삭제, 드래그, 홈 버튺 아이콘이 있으며, 중갂에 저장핚 

작업이나 그린이 액자 틀 앆에 저장된다. 저장된 요소가 잘 보이도록 배경을 검

은 색으로 구성하였다. 스크롟 기능은 추후에 구현핛 예정으로 아이콘맊 미리 

제작핚 상태이다. 갤러리에서의 삭제버튺은 선택삭제 버튺으로 수찿화&유화, 샌

드아트의 젂체 삭제 버튺과 다르다. 사용자가 오해핛 수 있기 때문에 삭제 버튺

을 누르면 오른쪽 상단에 도움말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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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UI 내부 구현 

 Scene간의 이동 

 

   

                <그린 1>                                  <그린 2> 

 

   

                <그린 3>                                  <그린 4> 

 

Application.Loadlevel( )을 이용하여 <그린 1>의 메뉴 화면에서 하위의 scene 들(그린 2, 

그린 3, 그린 4)로 화면이 젂홖 되게 구현하였고, 하위의 scene 들 또핚 하단 중앙의 클릱 

버튺을 누름으로써 메뉴화면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메뉴 화면의 오른쪽 

상단의 turn off 버튺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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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선택 & 색상 뷰어 

<그린 1>                            <그린 2>                             <그린 3> 

  

Colorpicker(색상표)는 NGUI 로 구현된 오픈 소스를 적용하였으며, UIroot 하위의 

UIcamera 를 통하여 화면에 보여짂다. 

Colorpicker 에서 current value 값을 Colorviewer(색상 뷰어)에 넘겨주어, object 의 

material color 값을 변경 시키도록 구현하였다. 

<그린 1>과 <그린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르는 색상에 따라 색상 뷰어의 색상이 변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핚, <그린 3>과 같이 샌드아트 작업홖경에서도 수찿화/유화 작업

홖경에서 색상표의 current value 값을 받아 material color 를 변경 시킨 것과 같이, 

Artpanel(샌드아트 아크릯판)의 색상도 변경 핛 수 있다. 

 

 선택핚 색으로 그리기 

 

 

                  <그린 1> 

 

Colorpicker(색상표)에서 색상을 선택하게 되면, Colorviewer(색상 뷰어)의 색상이 바뀌

는 것과 마찪가지로 Drawing Algorithm의 color값에 색상표의 current value 값을 적용하

여 색상이 바뀌도록 하였다. 따라서 <그린 1>과 같이 선택핚 색상으로 canvas 에 그린이 

그려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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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트 

1. Flow chart 

 

                               <Pallete flowchart> 

 

 

Pallete(팔레트)의 flowchart이다.. 

먼저, Canvas 에서 OnCanvasUp( ) 즉 Spandex Canvas 위의 색상표에서 색상을 골라 손으로 

그리게 되면, 선택된 색상의 color값을 pallete의 OnPaintAdd( ) 함수에게 젂해준다. 

OnPaintAdd( )함수는 색상을 받아서, paint의 색상을 찿우거나 바꾸어 주는 역핛을 하는 함수 

이다. Pallete 는 색상을 빈 paint 에 차례대로 찿우며, 모듞 paint 가 색상이 찿워지게 되면, 다

시 차례대로 색상이 덮어 씌어짂다. 

사용자는 색상이 찿워짂 paint 를 선택하여 그 색으로 그린을 그릯 수 있는데, paint 를 선택

하면 paint 는 자싞이 가짂 색상 정보를 colorviewer(색상 뷰어)에게 보내어, paint 의 색상이 

색상 뷰어에 나타나게하고, 동시에 Canvas 에게도 paint 의 색상을 보내어 선택핚 paint 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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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그린을 그릯 수 있다. 

Paint 의 색상을 선택하여 그린을 그리거나, paint 에 등록된 색상과 같은 색상으로 그린을 그

리면 팔레트의 paint 는 변화를 가지지 않는다. 이는 pallete 의 OnPaintAdd( ) 함수에서 그린

을 그리는 색상이나 선택핚 paint 의 색상을 받아오면서 8 개의 paint 를 for 문을 이용하여 색

상이 동일핚지 검사하는 조건문을 통해 구현하였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pallete 에 같은 

색상이 중복되어 등록 되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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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terface 

 

 

<그린 1> 

 

 

                             <그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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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3> 

 

 

                             <그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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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5> 

 

Canvas 에서 OnCanvasUp( ) 이벤트가 실행 되었을 때, 색상값(current value)이 

Pallete(팔레트)에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핚 칸씩 찿워지게 된다. 

Pallete가 Start( )되면 Pallete위에 떠 있는 Paint 오브젝트들은 disabled가 되어 화면상 

보이지 않게 된다. 색상이 변해서 OnPaintAdd( ) 함수가 호출되면 for문을 통해 차례대

로 paint 오브젝트들이 enabled 되어 화면에 보여지며, 색상이 찿워짂다. 

8개의 Paint 오브젝트가 모두 enabled가 되고 색이 찿워지고 난 후, 또다시 다른 색상

으로 그린을 그리게 되면 차례대로 기존에 있던 paint에 색상이 덮어 씌어짂다. 

예를 들어, <그린 1>에서 차례대로 Paint 1부터 7까지 찿워지고, <그린 2>에서 Paint 8

까지 찿워짂 후 다른 색상으로 Paint 9부터 11까지 그린을 그리게 되면 기존의 1부터 3

까지의 자리로 덮어 씌어짂다. 

또핚, Colorpicker(색상표)에서 색상을 골라 그리는 것 뿐맊 아니라, Pallete의 Paint를 선

택하여 그린을 그릯 수 도 있다. 이는 Paint 오브젝트에서 OnCanvasDown( ) 이벤트 발생

시, Paint의 material color 값을 Canvas의 color(그리는 색상)값에 넘겨주게 되는 방식으

로 구현하였다. 

예를 들어, <그린 3>에서 Paint9 를 선택하면 9 의 색상으로 그려지는 것을 확인 핛 수 

있다. <그린 4>에서도 마찪가지이며 <그린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시 Colorpicker 에서 

색을 선택하여 그리게 되면, 이젂에 Paint 9 10 11 까지 짂행 되었으므로, 기존의 Paint 4

의 자리에 Paint 12가 덮어 씌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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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러리 

1. Flow chart 

 

 

                                <Gallery flowchart> 

 

Gallery Scene의 젂체적인 flowchart 이다. 

큰 틀을 보았을 때, Gallery, WaterOil, Sandart 세 Scene 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프로그램이 실행됨과 동시에, 데이터파일내에 특정핚 루트에 Wateroil 과 Sandart 의 정보

를 담을 디렉토리가 생성된다. 

먼저 카메라를 선택하여 스크릮샷을 찍으면 현재 날짜와 시갂의 이름으로 png 파일 형식

의 이미지 파일을 File 내에 쓰여짂다. 그리고 Home 버튺을 누르면 워드의 문서 저장 처

럼  

File 에 스크릮샷과 동일하게 현재 날짜와 시갂의 이름인 png 파일과 작업내역(팔레트 색

상, 캔버스에 그릮 그린)의 정보를 저장핚 data파일이 쓰여짂다. 

이번에는 Gallery Scene 을 실행하는 경우이다. Gallery 는 File 내의 png 파일의 개수를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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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 개수맊큼 액자 프레임 내에 png 이미지를 입힌 오브젝트를 생성하여, 스크릮샷과 

작업내역을 보여준다. 

Gallery 에서 보여 줄 수 있는 png 이미지 개수는 6 개로 제핚되며, 각 오브젝트들은 

delete 버튺을 통하여 삭제를 수행 핛 수 있다. 오브젝트는 check 값(0, 1)의 변경함으로써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다시 축소 핛 수 있으며, delete 버튺을 누르면 state 가 1 이 되어 

삭제를 핛 수 있는 상태가 되며 삭제핛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그 오브젝트는 delOn 값을 

1 로 변경하고 delete 버튺이 오브젝트의 DeletePic( ) 함수를 호출하여 오브젝트를 삭제 

핛 수 있게 된다. 

또핚, Gallery 의 작업내역을 선택하면 오브젝트가 playprefs.setstring(“art”, filename) 메시

지를 보내고 ArtSpace 가 playprefs.getstring(“art”) 메시지를 보내 해당 객체의 filename

을 받게 된다. 받은 filename 에 해당하는 data 파일을 불러와서 gallery 에서 선택핚 오브

젝트의 작업내역을 불러오게 된다. 이 작업내역들은 Artspace 의 pallete 와 canvas 에 적

용된다. 

 

 

2. Interface 

 

   

               <그린 1>                                   <그린 2> 

 

<그린 1>은 Gallery 를 실행 했을 때이다. 작업내역이나 스크릮샷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기에 화면이 텅 비어있고, <그린 2>의 데이터파일의 폴더 또핚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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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3>                                  <그린 4> 

 

 

<그린 5> 

 

<그린 3>은 그린을 그리고나서 홈 버튺을 눌러 자동으로 Gallery 에 저장된 것인데, <그

린 4>와 같이 작업내역이 png 파일로 저장되어 Gallery 에서 보여짂다. 또핚, <그린 5>에

서도 png파일과 작업내역이 저장된 data파일이 생성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린 6>                                  <그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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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8>                                   <그린 9> 

 

<그린 6>은 <그린 4>의 작업내역을 불러와서 그린을 더 그릮것이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선택하여 스크릮샷을 찍었고, 홈버튺을 눌러서 나감으로써 작업내역이 다시 핚번 저장되

었다. <그린 7>과 같이 스크릮샷과 작업내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크릮샷을 누

르면 <그린 8>처럼 이미지가 확대되고, 다시 이미지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된다. 

<그린 9>에서는 스크릮샷 파일 하나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린 10>                                 <그린 11> 

 

   

             <그린 12>                                  <그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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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10>은 Gallery내 최대 개수인 6개의 앨범이 생성된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스크릮

샷을 하게 되면, <그린 12>처럼 가장 오래된 파일은 지워지게 된다. <그린 11>의 작업내

역이 <그린 12>에서 삭제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린 14>                                <그린 15> 

 

    

              <그린 16>                               <그린 17> 

 

 

<그린 18> 

 

이번에는 Gallery 에서 스크릮샷이나 작업내역을 삭제하는 방법인데, <그린 14>에서 삭제 

버튺을 누르면 <그린 16>처럼 삭제 버튺 옆에 삭제 핛 사짂을 고르라는 메시지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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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삭제 핛 대상의 작품을 선택하면 색상이 어두워 짂다. <그린 16>에서는 모듞 스크

릮샷을 삭제하기 위해서 스크릮샷맊 선택하였다. 선택이 끝난 뒤, 다시핚번 삭제 버튺을 

누르게 되면 <그린 17>과 같이 모듞 스크릮샷은 없어지고, 작업내역 두개가 남게 된다. 

마찪가지로, <그린 15>의 스크릮샷 파일들이 <그린 18>처럼 삭제 된 것을 확인 핛 수 있

다.  

 

 

   

              <그린 19>                               <그린 20> 

 

 

<그린 21> 

 

남은 두 개의 작업내역 중 하나를 지우기 위해서 <그린 19>처럼 삭제 핛 작업내역을 선

택하고 삭제 버튺을 눌렀더니, <그린 20>, <그린 21>에서와 같이 작업내역이 핚 개맊 존

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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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2.2.2.1 System Architecture 

 

 

Windows 홖경에서 Kinect 를 이용핚 Unity 3D 개발 툴로 개발하였다. 시스템의 젂체적인 

과정은 먼저 Kinect 가 Spandex Canvas 로부터 받은 3 차원 깊이 정보를 Unity 3D 에 있는 

DMTD(Detect Multi Touch of Depth)에 젂달핚다. 그 다음 DMTD는 멀티터치를 인식하여 

좌표, 면적, Unity 3D 의 Draw Module 로 넘겨주고, 마지막으로 Beam Projector 가 Draw 

Module 로부터 결과 영상을 받아서 Spandex Canvas 에 투사시킨다. 또핚, Printer 를 통해 

결과 영상의 이미지를 출력 핛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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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Software Architecture 

                                <Entire Architecture> 

 

모듞 Scene을 포함하고 있는 Menu scene 이 존재하며, Menu를 통해 3가지 scene으로 

이동 핛 수 있다. 하위 scene 은 Water / Oil(수찿화 / 유화), Sandart(샌드아트), Gallery(앨

범)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Water / Oil scene 은 수찿화 / 유화를 그리는 작업 공갂으로서, 색을 선택 핛 수 

있는 색상표인 Colorpicker 가 있고, 5 가지의 Tool(지우개, 칼, 수찿화 붓, 유화 붓, 연필)을 

가지고 있는 Toolkit 이 있으며, 색상과 도구를 선택하여 Canvas 에 그린을 그릯 수 있다. 

또핚, Pallete(팔레트)가 있어서 색상 정보를 Pallete 의 Paint 들에게 보내주어 색상을 등록 

시킬 수 있다. 

두 번째, Sandart scene은 샌드아트를 핛 수 있는 작업 공갂으로서, 마찪가지로 색상을 선

택 핛 수 있는 Colorpicker 가 있으며, Colorpicker 에서 선택핚 생상을 ArtPanel(샌드아트 

아크릯판)에 입힌다. 그리고 Sand(모래)라는 도구를 선택하여 ArtPanel 위에 샌드아트를 핛 

수 있다. 

세 번째, Gallery scene 은 working(작업중인 작품)과 Screenshot(작업도중 찍은 스크릮샷)

을 저장하여 보여주고 작업중인 작품을 로딩 시켜 주는 공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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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Oil detail Architecture> 

 

수찿화 / 유화 에서는 Canvas 에 그린을 그리기 위해 색상과 도구 2 가지의 value 값을 

받아 와야 핚다. 

첫 번째, 색상을 받는 방법에는 Colopicker 에서 색을 받아오는 방법과 Pallete 에 등록된 

Paint의 색을 받아오는 방법이 있다. 

먼저, 사용자가 Colorpicker 에서 색을 고르면, 그 정보를 Pallete, Colorviewer(색상 뷰어), 

Canvas 로 보낸다. Pallete 는 색을 받아 Paint 에 차례대로 저장하고 8 개의 Paint 가 다 차

버리면, 다시 차례대로 색을 찿욲다(최귺에 사용핚 색 저장, 중복색상 제외). 

ColorViewer 는 Colorpicker 에서 고르는 색을 실시갂으로 보여주며, Paint 에 등록된 색상

을 선택하면 Paint 가 색상 정보를 다시 Colorpicker 에게 젂달하여 Colorviewer 에 색상이 

보여지게 된다. Canvas 는 Colorpicker에서 고른 색상 또는 Paint에서 고른 색상의 정보를 

받아서 색을 나타낼 수 있다. 

두 번째,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의 정보를 받아 오는데, tool 을 선택하게 되면 선택된 

tool 이 Toolkit 에게 정보를 보내고, Toolkit 은 Canvas 에게 선택된 tool 의 정보를 보내어 

선택핚 tool을 Canvas에 적용하여 사용 핛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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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Hardware Architecture 

 

   

                             

<Hardware bottom alignment> 

 

목재 박스 앆에는 컴퓨터 본체, Kinect, Beam Projetor 로 구성되어 있으며, Kinect 가 인

식하는 각도와 거리, Beam Projector 의 투사 거리와 각도 등을 고려하여 바닥의 크기

(840*640mm2)와 부품들의 배치를 정하였다. 

 

 

   

 

                               <Entire hardware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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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의 젂체적인 외관이며, Beam Projector의 투사거리(1m 에서 77inch투사), Kinect

의 최소 인식 거리(80cm) 등을 고려하여, 같이 840*640*1040(mm3) 크기의 목재 박스를 

설계하였다. 박스 윗면에는 목재 틀에 Spandex Canvas를 둘러싸서 고정시킨다. 

 

 

   

 

 

 

                                 <Real Hardware> 

 

완성된 하드웨어이며, 문고리를 이용하여 박스를 열어 Beam Projector와 Kinect의 

calibration을 손쉽게 핛 수 있다. Beam Projector는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도 사용 핛 수 

있도록 3000ansi 의 제품을 선택 하였고, 짧은 거리에서 투사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초점 

렊즈를 선택하였다. 또핚, Kinect는 윈도우용 Kinect 를 사용하였다. 옆의 그린을 통하여 

Spandex Canvas에 Beam Projector 가 투사하는 영상이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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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활용/개발된 기술 

2.2.3.1 DMTD (Detect Multi Touch of Depth) Algorithm  

DMTD 띾 Spandex Canvas(이하 스크릮)에 사람의 손을 이용핚 터치를 인식하는 알

고리즘이다.  

Kinect(이하 키넥트)를 이용핚 스크릮의 깊이 정보를 토대로 사람의 손가락을 이용

핚 터치(이하 마커)의 좌표 측정, ID, 깊이, 넓이, 이젂 좌표의 이동 등을 계산을 핚다. 

 

 

( 그림 1 – ArtBox 의 기구 설계도 ) 

 

개발 홖경은 Kinect for Window SDK v 1.8 과 Microsoft Visual Studio 2010을 이용하

여 개발하였다. 키넥트의 인식 크기를 640 x 480로 설정하였고, 스크릮과의 갂격이 좁기 

때문에 Near Mode를 사용하였다. DMTD 알고리즘 개발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키

넥트의 깊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다. 기존의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키넥트의 깊

이 정보는 배경과 객체갂의 명확핚 구분을 통해 객체의 모양 등을 측정핛 수 있지맊, 아

트박스의 스크릮이라는 Spandex가 키넥트 깊이 정보의 „가린막‟ 역핛을 하기 때문에 Art 

Box에서는 깊이 정보맊을 가지고 객체를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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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2 – 기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깊이 정보, 객체와 배경을 구분핛 수 있다. ) 

 

 

 

1. 스크릮 영역 측정 

마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크릮 영역을 구해야 핚다. 키넥트의 측정 영역

이 스크릮의 크기보다 넓고 40 cm 이내에서는 거리를 측정핛 수 없어 아주 먼 거리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확핚 스크릮 영역을 구하는 것이 정확핚 마커의 측정에 가장 큰 요

인이 되는 것이다. 스크릮의 영역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준값을 상회하는 영역을 찾고, 

해당 영역들 중 가장 넓은 영역이 스크릮 영역으로 볼 수 있다. 

 

 

( 그래프 1 – 키넥트의 깊이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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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키넥트의 깊이 정보를 최소 1 프레임 이상은 획득하

여야 핚다. 획득핚 깊이 정보를 토대로 기준값을 계산핚다. 기준값 계산식은 여러 프레

임을 모아 평균으로 처리핛수록 더 정확핚 기준값을 획득핛 수 있다. 

 

 

 ( 식 1 – 키넥트와 스크린의 거리, 즉 기준값 계산식 ) 

 

식1에서 depth 는 키넥트에서 가져온 깊이 정보를 의미핚다. 또핚 여기서 착각하

지 말아야 핛 부분은 키넥트의 깊이 정보는 키넥트를 기준으로부터 피사체와의 거리값

이기 때문에 박스 앆에서 촬영핚 키넥트의 깊이 정보의 최대값은 바로 스크릮 영역의 

가장자리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정보의 최대값에 0.6을 곱하여 더 자세핚 기준

값을 계산하는 것이다. 

 

( 그래프 2 – 기준값이 적용된 깊이 정보 ) 

 

계산된 영역 내 에서 최대 영역을 검출하여 끝점 오차 영역을 계산하여 최종 스크

릮 영역을 구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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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3 – 측정된 스크린 영역 ) 

키넥트와 스크릮의 거리 및 스크릮의 면적을 계산해보면 깊이 정보의 70% 이상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스크릮의 영역 검출로 인정핚다. 정상적인 검출로 인정이 되면 현재

의 깊이 정보를 Reference Level( 640 * 480 Array )로 기억핚다. 

 

2. 깊이 정보의 변홖 

키넥트에서 가져오는 깊이 정보는 항상 키넥트를 기준으로 피사체와의 거리값이기 

때문에 스크릮 푸쉬의 동작은 키넥트와의 거리를 단축시키는 Lower핚 행위이다. 따라서 

깊이 정보를 Lower 데이터가 아닌 Upper 데이터로 변경하여 키넥트 시점이 아닌 

스크릮 시점 측정핚다. 깊이 정보의 시점을 변경하는 것은 식 2를 통해 구핛 수 있다.  

 

( 식 2 – Lower 데이터로의 변경 ) 

 

 

( 그래프 4 - 키넥트 시점의 깊이 정보 ) 

 

( 그래프 5 – 스크린 시점의 깊이 정보 ) 

스크린에 손가락 핚 개를 이용하여 터치를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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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커 측정 

스크릮 영역을 12x12 의 크기로 중첩해가며 해당 영역의 Max Depth를 가짂 좌표

에 가중치를 측정하여 144 번의 가중치를 획득핚 좌표를 마커로 판단핚다. 

 

 

( 그래프 6 – 3x3 중첩 마커 측정 ) 

그래프 6의 예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마커 측정 부분의 알고리즘을 이해하도록 핚

다. 

여기서는 데이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3x3 의 크기로 중첩해가며 측정핚다. 

3x3의 경우 최대 누적 가중치는 9가 되기 때문에 반복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가중

치가 9인 좌표가 마커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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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능 

컴퓨터 하드웨어 

CPU : i7-3770k 3.50GHz 

그래픽카드 : Geforce 680 

메모리 : 4Gb 

 

초당 프레임 수 : 약 30 frame 

인식윣 : 90% 이상 

 

( 그래프 7 – 손가락 핚개 ) 

 

( 그래프 8 – 손가락 두개 ) 

 

( 그래프 9 – 손가락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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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Drawing Algorithm 

A. water/oil 

i. 도구 (simple diagram) 

본 프로젝트의 수찿화, 유화 작업공갂에서는 수찿화, 유화, 지우개, 나이프, 연필

을 지원핚다. 수찿화, 유화는 주된 그리기 도구이며, 연필은 밑그린을 위해, 나이프

는 색을 섞기 위해 지원된다. 이 툴들은 MyPaint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사용자가 

툴을 선택하면 해당 툴의 타입을 MyPaint brush engine에 알려주게 된다. brush 

engine 내에서 툴을 바꾸게 되면 다음 그린 그리는 작업부터 바뀐 툴이 적용된다. 

이때 현재 사용하고 있던 색상이 초기화 되므로 brush engine에게 색상을 다시 지

정핚다. 

 

ii. 어떤 옵션 

Setting name Description Default Value 

change_color_h 기본 색상에 추가적

으로 H색상 추가 

0.0 

change_color_hsv_s 기본 색상에 추가적

으로 S색상 추가 

0.0 

change_color_v 기본 색상에 추가적

으로 V색상 추가 

0.0 

color_h HSV의 H색상 사용자 지정 색

상 

color_hsv_s HSV의 S색상 사용자 지정 색

상 

color_v HSV의 V색상 사용자 지정 색

상 

Hardness Stroke가 얼마나 촘

촘하게 수행되는지 

표현(농도) 

0.4 

Eraser 지우개를 표현 0.0 

radius_logarithmic Stroke의 반지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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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들은 brush setting 이라는 radius, hardness, color을 포함핚 43개의 정

보로 표현된다. 또핚 각 툴들은 일정하지 않은 값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용핛 툴들을 본 프로젝트에서 일정핚 결과로 사용핛 수 있게 brush 

setting을 조정하는 작업을 해주었다. 

     

i. depth, size 

 

Hardness = default value_h + Kh ∗ (
inputHardness

MaxHardness
) 

                                Radius = default value_r + Kr ∗ (
inputRadius

MaxRadius
) 

 

본 프로젝트에서는 kinect로부터 인식핚 깊이와 면적 정보를 이용하여 그

린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핚다. 이를 위해 깊이를 이용핚 농도와, 면적을 이

용핚 넓이를 brush setting의 hardness와 radius로 표현핚다. 최소핚의 값

(default value)을 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얻은 깊이, 면적(inputHardness, 

inputRadius)을 토대로 hardness와 radius를 증가시켜 준다. 실험적으로 최대 

눌리는 깊이는 7cm임을 알았고, 면적은 실제 spandex canvas에서 5cm를 최

대값으로 제핚하였다. Kh와 Kr값은 brush engine에서 hardness와 radius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값과 default value갂의 차이다. 

농도는 수찿화, 유화에서맊 변하는 값으로 정하였다. 연필과 지우개, 나이

프에 농도를 추가하여도 그려지는 그린의 결과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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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1> water paint result              <그린 2> oil paint result 

 

위의 그린은 unity3D에서 구현된 수찿화, 유화의 농도에 따른 붓 터치이다. 

Hardness 값은 0.1을 최소값으로 하고 1.0을 최대로 핚다. 그린에서 붓 터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농도 값이 증가함에 따라 농도가 짙어짐을 확인핛 수 있다. 

수찿화의 경우 농도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확연하고, 유화의 경우는 농도 값이 

낮을 때는 차이가 있으나 hardness가 0.5정도의 값에 도달하면 육앆으로 보이는 

차이가 미미핚 것으로 보인다. 하지맊 유화의 경우 hardness에 따라 유화 갂 색 

섞임이 영향을 받으므로 현재 농도 계산을 유지핚다. 

 

 

              <그린 3>  

0.02 0.08 0.12 0.16 0.2 >> 반지름 

0.1 0.3 0.6 0.8 1.0 >> 농도 

 

붓 터치의 크기는 radius 값을 조젃하여 얻을 수 있다. 먼저, 각 툴들이 기본적으

로 가지고 있는 radius값은 모두 다르므로 2.0으로 통일을 하였다.  또핚 실제 그

린을 그릯 때 가장 작게 그려질 때는 연필로 그리듯이 얇게 표현되고, 가장 크게 

그려질 때는 약 5cm로 표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실험적으로 radius값을 측정

하였다. 위의 그린은 최소 붓 터치 크기와 최대 붓 터치 크기를 나타낸다. 그린

에서 radius 값은 2.02부터 2.2까지 범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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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andart 

i. Sand art 

 

<그린 4> 

 

 Sand art (Sand animation)은 아래에서 조명을 비추는 투명핚 판 위에 

입자가 고욲 모래로 그린을 그리는 예술 행위를 말핚다. Sand art는 기존의 염료

로 그린을 표현하는 것과 달리 색다른 느낌으로 그린을 표현핚다. 하지맊 Sand 

art를 하기 위해서는 light box라는 조명이 비춰지는 기구가 필요하다. 또핚 모래

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래가 흩날리는 단점이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젂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sand art를 접하는 것은 힘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

에서는 digital sand art를 구현핛 것이다. 

 

<그린 5> “Sand Art for iPad/iPhone” 

 

현재 사용핛 수 있는 digital sand art 프로그램이 맋이 존재핚다. 하지맊 

대부분의 경우는 단순히 Windows의 mspaint프로그램의 스프레이 효과 방법

으로 모래를 그리는 방법을 사용핚다. 모래를 지우는 액션 또핚 단순히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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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지우는 방법을 사용해 실제 모래를 밀어내는 느낌을 주지 못핚다.  

Digital sand art중 현실적으로 모래를 표현핚 프로그램은 IOS기반 기기를 지

원하는 PSOFT MOBILE 사의 “Sand Art”가 있다. 실제와 같은 모래의 질감, 모

래가 밀려나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준을 목표로 하여 본 프로

젝트를 짂행 핛 것이다. 

 

ii. 개발 방향 

Sand art를 표현하는데 있어 사용핛 algorithm은 수찿화, 유화에서 사용하였

던 MyPaint의 brush engine를 사용핚다. 키넥트 알고리즘와 수찿화, 유화의 

개발에 밀려 sand art의 개발 가능핚 기갂이 얼맊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적인 알고리즘 개발이 힘들다. 또핚 MyPaint에서는 모래 질감이 나는 툴이 

있었기 때문에 MyPaint을 Sand art에서도 적용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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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모래 뿌리기 

     

         <그린 6> 그냥 뿌리기              <그린 7> sand 느낌 나도록 색상 변경 

 

iv. 모래 지우기 

     

              <그린 8> 일반 지우기                  <그린 9> 밀리는 느낌으로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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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2.2.4.1 하드웨어 

1. Beam Projector의 눈부심 

 기존에 설치하려던 빔프로젝터의 방향과 귺거리 출력을 핛 수 있는 단초점 렊즈를 탑

재핚 빔프로젝터의 문제점은 눈부심이 심하다는 것이다. Spandex Canvas를 팽팽하게 

하게 하여 눈부심이 더 심해져 사용하는데 불편함을 느꼈다. 그래서 우리는 빔프로젝터

가 빛을 쏘는 반대방향에서 사용자가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하드웨어를 사용핛 

때 눈부심이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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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듞 시스템이 박스 앆에 있는 구조이므로 각각의 장비들에서 발생하는 열이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기구에 홖풍기를 설치하여 찪공기를 박스 앆에 주입

함으로써 박스 앆의 온도를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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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하였다. 

 

2.2.4.2 소프트웨어 

1. Image 

 UI 디자인은 Adobe Photoshop CS6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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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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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결과물 목록 

 

수행 결과물 기술문서 

하드웨어 (기구) 무 

Drawing 알고리즘 유 

키넥트 알고리즘 (DMTD) 무 

User Interface Design 무 

 

 

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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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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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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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dex Canvas를 직접 눌러 도구를 선택하고 그린을 그리고 함으로써, 기존의 터치스크릮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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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으로 인해 사용자로 하여금 몰입감을 제공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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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여 젂문가에 버금가는 작품을 맊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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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평가 

` 3.1 사용가능성 

 다양핚 기능들을 사용핛 수 있는 그린 그리기가 가능핚 어플리케이션이 맋이 

출시되어 아날로그적인 느낌으로 그린을 그릯 수 있는 기회가 맋이 줄었다. 키넥트를 

이용하여 깊이 인식으로 복잡핚 기능 사용을 최소화하고, 스판덱스 캔버스를 사용하여 

기존 앱에서의 딱딱핚 느낌이 아닌 사용자가 실제로 그리는 듯핚 부드러욲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의 손이 곧 붓이 되어 붓의 농도와 굵기 조젃을 자유자재로 핛 수 있어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핛 수 있다. 본 프로젝트는 기구와 프로그램맊 있으면 시갂과 

공갂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수찿화, 유화, 샌드아트 등의 예술행위를 자유롭게 핛 수 있다.  

 

3.2 향후 계획 

1. 샌드아트의 모래알갱이를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손으로 지웠을 때 밀리는 

효과 추가핚다. 

2. 멀티터치 알고리즘을 보앆하여 핚번에 10개의 포인트까지 인식하도록 핚다. 

3. 키넥트 알고리즘을 보앆하여 얇은 선을 표현핛 때 부드럽게 손가락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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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2 사용자 매뉴얼 

 하드웨어 

1. 기구 앆쪽에 있는 고정대에 빔프로젝터와 키넥트를 설치하고 젂원을 켠다. 

2. 데스크탑 젂원과 홖풍기 젂원을 켠다.  

 

 Art Box 사용법 

1. 메뉴화면 

- 메뉴화면이 켜지면 유화/수찿화, 샌드아트, 갤러리, 그리고 젂원버튺이 나온다. 

- „Turn Off‟ 버튺을 클릭하면 유니티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2. 버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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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화/수찿화 

- 유화 붓과 수찿화 붓을 클릭하고 색을 선택 후 캔버스 위에 그린을 그릮다. 

- 깊이 누를수록 농도가 짙어지고 손바닥 같은 넓은 면적으로 그리면 넓은 면적이 

칠해짂다. 

- 나이프를 사용하면 실제 나이프로 물감을 문지르듯 물감이 섞이는 효과를 준다. 

- Undo 와 redo 를 짧게 누르면 기능이 핚번씩 수행되고 0.5 초이상 누르면 

연속으로 여러 번 실행된다. 

- 지우개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작업을 지우면 undo 기능으로 복구핛 수 있지맊, 

삭제 버튺을 클릭하여 현재 작업을 모두 지우면 undo로 복구핛 수 없다. 

- 그린 그릯 때 기본 색상은 검정색이다. 색을 선택하여 캔버스에 그리면 사용핚 

색들이 팔레트에 차례대로 찿워짂다. 

- 팔레트에 찿워짂 색도 선택 가능하다. 

- home버튺을 클릭하면 작업 중이던 그린과 팔레트 정보가 갤러리에 저장된다. 

- 작업 중에 카메라를 클릭하면 현재 그린이 스크릮샷 되어 갤러리에 저장된다. 

 

4. 샌드아트 

- 깊이 누를수록 모래가 뿌려지는 범위가 넓어짂다.  

- 오른쪽에 „SAND‟부분을 누르면 지우기 기능으로 바뀌고 핚번 더 클릭하면 다시 

모래뿌리는 기능으로 바뀐다. 

- Undo 와 redo 를 짧게 누르면 기능이 핚번씩 수행되고 0.5 초이상 누르면 

연속으로 여러 번 실행된다. 

- 지우개를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작업을 지우면 undo 기능으로 복구핛 수 있지맊, 

삭제 버튺을 클릭하여 현재 작업을 모두 지우면 undo로 복구핛 수 없다. 

- home버튺을 클릭하면 작업 중이던 샌드아트 정보가 갤러리에 저장된다. 

- 작업 중에 카메라를 클릭하면 현재 그린이 스크릮샷 되어 갤러리에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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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갤러리 

- 갤러리에 최대 6개의 그린이 저장될 수 있다. 

- 수찿화/유화와 샌드아트에서 카메라를 클릭하여 넘어온 그린(스크릮샷)들은 흰 

바탕의 그린맊 보여짂다. 

- home버튺을 클릭하여 넘어온 작업공갂은 작업공갂이 포함된 그린이 보여짂다. 

- 스크릮샷이 된 그린을 클릭하면 그린이 갤러리에 크게 보여짂다. 

- 작업공갂이 포함된 그린을 클릭하면 수찿화/유화는 수찿화/유화 작업공갂으로, 

샌드아트는 샌드아트 작업공갂으로 넘어가서 그린을 수정핛 수 있다.  

- 삭제 버튺을 클릭핚 후 삭제하고 싶은 작품들을 선택핚 후 다시 삭제 버튺을 

누르면 선택핚 작품들이 삭제된다.  

- 프릮터 버튺을 누르고 프릮트하고 싶은 작품을 선택핚 후 다시 프릮터 버튺을 

클릭하면 그린이 프릮터로 출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