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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최근 몇 년간 터치패널을 이용한 스마트폰, 태블릿 pc등이 활발히 보급되어서 터치 인터

페이스를 채용하는 기기들이 많아졌고 과거 SF공상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에 따라 GUI를 넘어서 터치스크린의 동작과 같은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에 의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뜻하는 NUI가 각광받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점에서 착

안하여 키넥트를 이용해 기존에 사용하던 모니터나 빔 프로젝터를 터치스크린처럼 사용

할 수 있게 한다. 

 

개발 내용: 키넥트의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깊이 정보를 읽어서 빔 프로젝터가 쏜 화면 

혹은 모니터(통칭 화면 출력 장치)의 depth 값과 사용자 몸까지의 depth 값을 비교한다. 

화면과 사용자 손의 접촉을 판별해 이벤트를 발생시킨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유사한 컨셉의 기술 

- 빅노트 

펜과 수신기를 이용해서 벽면 혹은 모니터에 펜이 접촉했을 때 펜에서 수신기로 접

촉이 일어났다는 정보를 전달해서 이벤트를 발생시킨다. 

 

1.2.2  프로젝트의 활용 방안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혹은 커다란 화면을 터치스크린으로 구성해야 할 때 화면 전체

를 터치패널로 교체하거나 새로 구매 할 필요 없이 키넥트를 이용해서 터치스크린으로 

구현한다. 교육센터 혹은 행사장 같이 체험을 요구하는 장소에서 커다란 터치스크린을 

대체할 수 있다. 

 

1.2.3  발전 방향 

현재는 키넥트가 pc환경에서만 작동하고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블루투스가 지

원되는 키넥트 또는 키넥트와 유사하게 깊이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블루투스 지원 기기

로 컴퓨터 화면에서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구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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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1) 깊이 정보를 이용하여 벽 혹은 스크린을 인식한다. 

2) 벽에 터치가 되었을 경우 그 좌표를 INPUT DATA로 활용한다. 

3) INPUT DATA를 이용하여 실제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는 것 같은 터치 알고리즘을 구

현한다. 

4) 툴바를 제공하여 터치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한다. 

5) 스마트폰, 태블릿PC, PC등의 디스플레이 기반의 디바이스를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큰 화면으로 터치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6) 코드 리펙토링을 진행한다. 

7) 센서 각도에 따른 터치 범위를 보정한다. 

8) 그림판 성능을 개선한다. 

9) 사용자가 터치 범위를 적용하기 쉽게 수정한다. 

10)  터치가 정확하게 이루어 지도록 보정한다. 

 

2.2 연구/개발 내용 

1) 하드웨어의 사양과 배치 

- 키넥트와 빔 프로젝터 사양을 조사한다 

- 위 사양과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키넥트와 빔 프로젝터 위치를 결정한다. 

2) 키넥트 Depth Data 

- 벽이나 스크린의 초기 Depth값을 인식한다. 

- 이후 터치가 발생했을 때를 Depth값으로 인식하고 좌표를 찾아낸다. 

3) Data 처리 및 제스쳐 인식 

- 확인한 좌표를 INPUT DATA로 활용하여 마우스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Data 처

리를 한다. 

- 들어오는 여러 개의 좌표를 활용하여 실제 터치스크린과 같은 제스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Toolbar 제공 

- 터치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Toolbar를 제공한다. 

- Toolbar는 펜 기능, 가상키보드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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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센서 각도에 따른 터치 범위 보정 

-  다양한 각도에서 인식되는 사다리꼴 화면을 직사각형으로 보정한다. 

-  각도 범위의 한계를 지정한다. 

 

2.3 개발 결과 

2.3.1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1) User :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될 사용자 

2) Calibration : 초기에 키넥트 이벤트 발생 범위를 빔 프로젝터 화면으로 지정 

3) Touch : 터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행동 

 - Drawing : 낙서나 그림과 같이 펜을 이용하는 기능 

 - Keyboard : 키보드가 없는 환경에서 타자를 치기 위한 가상 키보드 기능 

 - Gesture : 사용자의 모션에 따른 기능 수행 

4) Capture : 현재의 스크린을 캡쳐하여 저장할 수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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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비기능(품질) 요구사항 

1) 사용자가 발생시키는 이벤트인 터치를 손으로 하기 때문에 손을 몸으로 가린다면 

인식할 수 없다.   

2) 빔 프로젝터의 화면을 사용자가 가릴 수 있다. 

3) PC를 통해 터치 디스플레이를 표현하기 때문에 멀티 터치가 가능해야 한다. 

4) 키보드가 없기 때문에 가상키보드를 지원한다. 

 

2.3.3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시스템의 전체적인 과정은 디스플레이 기반의 디바이스의 화면을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벽에 출력하게 하고 키넥트를 이용하여 Depth 정보를 PC 로 전달한다. MRS 는 

Depth 정보를 통해 사용자의 동작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좌표와 이벤트를 Control 

Module 로 넘겨주고 Control Module 에서 원하는 동작의 이벤트를 실행 한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계획서 

프로젝트 명 MYTH – Making Your Things Haptic 

팀 명 미네르바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0 2015-SEP-17 

 

캡스톤 디자인 II Page 8 of 14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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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결과물 목록 및 상세 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파일 이미지 파일 저장 현재 화면을 저장한다. C# 함수  

입력 키넥트 Depth 정보를 얻는다. Module  

출력 빔 프로젝터 벽에 화면을 출력한다. Module  

알고리즘 터치 
키넥트 depth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터치를 인식한다. 
C#  

 제스쳐 

인식한 터치 좌표들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제스쳐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기능을 수행한다. 

C#  

 Toolbar 
터치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C#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프로젝트는 디스플레이 기반의 디바이스를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화면을 공유하거나 

큰 화면으로 사용함으로써 디스플레이의 물리적인 제한을 극복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기존의 빔 프로젝터를 사용했을 때 화면을 출력하는 디바이스의 직접적인 접근으로 

제어를 했지만 벽면을 하나의 터치스크린으로 사용하면서 벽면의 터치만으로 디바이스를 

제어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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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1) 기술적 요구사항 

- 키넥트로 depth값을 받아 터치를 감지 

- 사람이 하는 행위 (마우스 휠 기능, 사진 확대 및 축소)를 인식 

- 인식한 이벤트들을 활용할 기기의 해당 좌표로 넘김 

- 인식한 이벤트들이 정상적으로 수행됨 

 

2) 개발 환경 

- Window 7(혹은 그 이상) : 키넥트와  MYTH 개발을 위한 운영체제 

- 키넥트(Microsoft Window 용) : user의 depth 이미지와 캠 정보를 받아오는 기기 

- 키넥트 SDK 1.7 : Skeleton, Depth 이미지 등의 정보가 저장된 라이브러리 

- Unity : Toolbar 제공 및 기능 수행을 돕는 개발 도구 

- C# : 키넥트 library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 모비즌 : 핸드폰과 다른 태블릿 기기와 컴퓨터를 미러링하는 application 

- Photoshop CS6 : Toolbar 버튼의 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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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력 환경 

- Beam Projector : 프로그래밍의 결과 및 사용자의 디스플레이를 출력 할 장비 

- Every Wall : 사용자의 input과 처리 결과의 output을 출력하는 곳 

 

항 목 요 구 사 항 

Beam Projector 

키스톤 기능 지원 명암 비 10만:1 이상 1000ANSI루멘 이상 

빛의 반사가 심하지 않고, 암막 커튼이 따로 없기 때문에 주변이 밝아도 선

명하게 화면을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LED 광원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사용하더라도 손상이 없어야 하며 수명이 긴 광원이어야 한다. 키스톤 기능

을 지원하여 상하 기울어짐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키넥트 
Windows 용 

Plug in과 키넥트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여 개발 환경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 or 태블릿 

안드로이드 5.0 롤리팝 OS를 제외한 안드로이드 기기 

안드로이드 5.0 롤리팝 OS는 화면 제어가 불가능 하고, 화면 공유만 가능하

다. 미러링을 할 컴퓨터와 휴대폰이 같은 wi-fi를 사용하거나, usb연결로 컴

퓨터와 연결해야 하므로 해당 조건이 필요하며 모비즌이 설치 되어있어야 

하고 모비즌의 계정이 필요하다. 

모비즌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기기와 호환이 가능하며 Windows OS 기반의 컴퓨터

에 설치가 가능하여야 한다.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1) 하드웨어의 위치 고정이 필요하다. 위치가 이동되면 캘리브레이션 함수가 제대로 

발동되지 않을 수 있다. 키넥트와 빔과의 위치를 잘 고정해야 한다. 이 문제점은 하

드웨어를 고정할 수 있는 기구들을 실제로 제작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2) 빔 프로젝터가 화면을 송출할 때 사람이 가리고 있으면 그 부분은 화면이 제대로 

출력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최소한 빔 프로

젝터를 사람이 가리지 않도록 위치를 바닥과 가까운 곳에 놓거나 천장에 다는 방

향으로 해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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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소프트웨어 

1) 키넥트가 제공하는 library의 skeleton 인식이 정확하지 않다. Skeleton의 인식이 오

래 걸린다는 것과 skeleton의 손목과 손인식이 부정확하고 제대로 된 좌표 값이 출

력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상반신만 인식하는 방법을 고려하

였으나, 이 방법도 정확하지 않아 향후에는 순수한 depth이미지의 변화만으로 이벤

트들을 인식할 것이다. 

2) 화면이 송출될 벽에서 실제로 화면이 비춰지는 영역을 자동으로 설정하지 못한다. 

초기의 아이디어는 빔 프로젝터로 특정한 색을 가진 사각형 모양의 화면을 송출하

여 키넥트의 RGB캠으로 그 색들이 나타내는 범위를 유효한 화면으로 설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흰색 벽의 경우에는 특정한 색을 특정한 영역에만 송출하더라도 빛

의 반사에 의하여 주변도 송출하는 것과 같은 색을 띠게 되는 현상이 생겼다. 그 

결과 키넥트가 색을 인식하여 유효한 화면을 감지할 때 그 주변도 같이 인식이 되

어버린다.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도에서 다양한 색으로 테스트를 하였

으나 주변 환경에 따라 차이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안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벽에 원하는 화면 위치와 크기의 네 꼭지점을 터치하게 하여 

그 부분을 유효한 화면으로 인식할 것이다. 

 

3.2.3  기타 

1) 키넥트의 라이브러리를 이전에 사용해본 팀원이 없어 기초부터 시작해야 하고, 정

확히 어떤 데이터들이 라이브러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지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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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이광헌 
- Gesture Recognition Programming 

- Multi-Touch Programming 

전새미 
- Multi-Touch Programming 

- Contents Design 

정하엽 
- Gesture Recognition Programming 

- Depth Pixel Correction 

최여진 
- Depth Camera Setting 

- Unity Programming 

최준환 
- Touch Coordinate Extraction 

- Display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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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아이디어 추출 20 

정보 수집 20 

개발 환경 구축 10 

하드웨어 구입 10 

키넥트 모션 제어 30 

컨텐츠 구현 30 

키넥트와 컨텐츠 연동 15 

최적화 15 

테스트 및 유지보수 10 

프로젝트 평가 및 보고서 작성 10 

합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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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Hello!) 키넥트 : 예제 중심 프로그래밍 홍릉과학 2013 이혁수  

2 서적 (이제 시작이야!) 키넥트 프로그래밍 BJ 퍼블릭 2012 Webb, Jarrett.  

3 서적 스타트 업 Unity 2D 게임개발 프리렉 2014 
나카지마 

야스히코 
 

4 프로그램 
키넥트 for Windows Developer Toolkit 

(v1.7.0) 

Microsoft SDK 설치 시 제공하는 Tool 

여러 예제 소스를 다운받아 학습 가능 

5 웹 
OPEN 키넥트 

(키넥트를 이용한 개발 커뮤니티) 

http://cafe.naver.com/open 키넥트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openkin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