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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pstone Design I 

 

1.1 프로젝트 개요 

IT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별다른 도구 없이 IT기기만으로 스포츠를 즐기고, 악

기를 연주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특히 IT기기를 통해 공간과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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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들은 딱딱한 터치스크린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의 예술활동을 행하는 데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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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번거로움이 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제한을 해결하기 위해 Spandex Canvas라는 탄성을 가진 천과 

Kinect, Beam Projector를 이용하여 ‘Art Box’를 개발하도록 한다. 

 Spandex Canvas의 눌러진 영역을 통해 Kinect가 깊이를 인식 하도록 한다. 눌려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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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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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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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실제로 예술 행위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수채화와 유화 및 샌드아트를 그릴 수 있는 Canvas 환경을 제공한다. 

본 프로젝트는 ‘Art Box’라는 기구를 통해 사용자들이 IT기기의 장점과 실제 예술 행위를 

하는 듯한 경험을 동시에 제공한다.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작업한 작품이나 작업중인 작품

을 ‘Print’ 버튼을 누름으로써 프린터로 작품을 출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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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ystem Architecture 

 

 

Windows 환경에서 Kinect 를 이용한 Unity 3D 개발 툴로 개발하였다. 시스템의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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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TD(Detect Multi Touch of Depth)에 전달한다. 그 다음 DMTD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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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Printer 를 통해 

결과 영상의 이미지를 출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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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Hardware Architecture 

 

 

   

 

 

                                 <Real Hardware> 

하드웨어의 전체적인 외관이며, Beam Projector 의 투사거리(1m 에서 77inch 투사), Kin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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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하였다. 박스 윗면에는 목재 틀에 Spandex Canvas 를 둘러싸서 고정시킨다. 

문고리를 이용하여 박스를 열어 Beam Projector 와 Kinect 의 calibration 을 손쉽게 할 수 

있다. Beam Projector 는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3000ansi 의 제품을 

선택 하였고, 짧은 거리에서 투사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초점 렌즈를 선택하였다. 또한, 

Kinect 는 윈도우용 Kinect 를 사용하였다. 옆의 그림을 통하여 Spandex Canvas 에 Beam 

Projector 가 투사하는 영상이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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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MTD(Detecting Multi Touch from Depth) Algorithm 

DMTD 란 Spandex Canvas(이하 스크린)에 사람의 손을 이용한 터치를 인식하는 알고리

즘이다. Kinect를 이용한 스크린의 깊이 정보를 토대로 사람의 손가락을 이용한 터치(이

하 마커)의 좌표 측정, ID, 깊이, 넓이, 이전 좌표의 이동 등을 계산을 한다. 

  

성능 

컴퓨터 하드웨어 

CPU : i7-3770k 3.50GHz 

그래픽카드 : Geforce 680 

메모리 : 4Gb 

초당 프레임 수 : 약 30 frame 

인식율 : 90% 이상 

 

 

( 그래프 7 – 손가락 한개 ) 

 

( 그래프 8 – 손가락 두개 ) 

 

( 그래프 9 – 손가락 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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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작동모습 

 

프로그램 실행시 시작화면으로써, 

water/oil, sandart, gallery를 실행 할 수

있다. 

 

 

 

 

 

 

 

Water/oil 작업환경이다. 

색과 도구를 선택 후, 캔버스에 그림

을 그릴 수 있다. 

 

 

 

 

 

 

 

연필, 유화 붓, 수채화 붓, 나이프, 지

우개의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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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art 작업 환경이다. 

오른쪽의 샌드를 눌러 모래를 캔버스

에 뿌릴 수 있고, 다시 한번 샌드를 눌

러 모래를 지울 수 있다. 

 

 

 

 

 

 

Gallery 작업 환경이다. 

작업했던 작품들과, 스크린샷이 저장 

되어 있고, 언제든지 로딩하여 이어 작

업하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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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pstone Design Ⅱ 진행 계획 

2.1 Code 

2.1.1  UI (C#) 

 UI는 C#을 기반으로 한 Unity 3D라는 개발환경에서 개발되었다. 객체지향적 모델링을 

통해 코드가 구현되어있다. 파일의 개수는 약 30 ~ 40개 이다. 구현 당시 시간의 제약 때

문에 상세한 주석처리는 되어있지 않고, 이 또한 개발자가 각자 추가한 것이라 다른 사

람이 볼 때 난해한 것들도 있다. 그리고 개발 도중 추가했던 테스트 코드들도 상당수 남

아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핵심 기능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모

델링이 되어있으므로 추가적인 문서작업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코드정리와 

주석, 그리고 객체에 대한 리펙토링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2.1.2  Drawing algorithm (C) 

 Drawing algorithm은 MyPaint라는 open source를 사용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C로 구현

이 되어있다. 본 프로그램은 C#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MyPaint 알고리즘을 C 

DLL파일로 만들어 C#에서 사용하였다. MyPaint 알고리즘에 대한 document는 공식 홈페

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코드, 문서는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DLL에서 알

고리즘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DLL 파일

은 최대 10줄로 이루어진 함수들로 구성되어있다. 코드의 길이가 짧으므로 코드 주석을 

달아 설명을 하고 문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2.1.3  DMTD algorithm (C++) 

Kinect에서 얻은 깊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터치 지점을 찾는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C#은 한번도 써보지 않았고 C++에 능숙하여, 알고리즘을 

C++ DLL파일로 구현하였다. 구현 하는 알고리즘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을 하는 문서가 필요하다. 또한 코드 주석으로 코드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 

 

2.1.4  Print (C++) 

본 프로그램은 C#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용하는 개발 툴의 제약으로 C# 자체의 프

린트 모듈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에서 프린트 모듈을 구현하여 

DLL형태로 C#에 연결시켰다. 프린트를 하는 C++ 코드는 짧으므로 추가적인 코드 간결

화는 필요 없을 것이다. 코드 주석으로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해놓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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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발견된 문제점 

2.2.1  문제점 항목  

문제점 설명 원인 

Calibration Kinect 와 beam projector의 

Calibration이 잘 맞지 않아 정확한 

터치 포인트를 잡아내지 못한다. 

Kinect가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조정되

지 않았다. 

Drawing 

performance 

그리는 넓이가 커지면 fps가 한자리 

수로 낮아진다. 

Drawing algorithm 상의 성능 문제. 

Program 

shutdown 

프로그램 작동 중 예기치 못하게 종

료된다. 

Undo/Redo 기능에서 되돌릴 수 있는 

작업의 수를 제한하지 않았음 

(Memory 용량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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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정 

 

 

항목 세부내용 9 월 10 월 11 월 12 월 비고 

최적화 및 

오류 분석 

최적화 대상 분석 
    

 

프로그램 오류 발견 및 

해결방안 분석     
 

코드 재가공 

UI 
    

 

Drawing algorithm      

DMTD      

Print      

문서 재가공 

계획서 
    

 

결과 보고서 
    

 

최적화 진행 

및 오류 수정 

최적화 진행 
    

 

오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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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모전 진행 상황 

3.1 공모전 진행 상황 

공모전 명 진행 일정 진행 상황 수상 

글로벌 SW 공모전 11월 까지 작품 심사 3차 작품 심사 중 서류 심사 탈락 

공학거점센터 창의적 종합

설계 경진대회 2차 

10월 1일 전시회 진행 완료 대상 

공학거점센터 창의적 종합 

설계 경진대회 3차 

10월 27일 전시회 진행 완료 미정 

< 표1 – 공모전 진행 상황 > 

 

3.2 공모전 수상 자료  

 

< 공학거점센터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2차 - 대 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