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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멀티미디어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멀티미디어 검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넘쳐나고 있는 정보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한 방법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내용 기반의 정보 검색이 화두가 되고 있다. 수 많

은 정보에 대한 수월한 검색을 하기 위해 대부분의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검색방식인 텍

스트 기반의 검색에서 이미지 기반, 음성 기반 등의 내용 기반 검색 방식이 사용자들의 요

구를 만족하고 있다.  

 수 많은 멀티미디어 정보 중에서도 3D 모델 정보는 매우 다양한 곳에서 유용하게 사용 된

다. 실제로 게임, 영화 사업분야에서 3D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컴퓨터

의 성능은 해가 거듭될수록 비약한 성장을 보이므로 그에 따른 그래픽 능력의 향상으로 3D 

모델을 이전보다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고, 사용하게 되는 빈도수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3D 모델을 직접 그려 사용해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

터넷에서 3D 모델을 검색이 등장하였다. 3D 모델을 검색하기 위해선 기존의 검색엔진을 사

용하여 검색하여야 하고, 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흩어져 있는 사이트에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모델의 검색 결과에 대한 품질을 장담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3D 모델을 텍스트 기반의 정보로 찾는다면 검색 결과의 정확성

이 떨어질 수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불편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자가 그린 스케치를 기반으로 하여 3D 

모델을 찾는 검색엔진을 구현하고자 한다. 방대한 3D 모델의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사용자가 웹이나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직접 그려 원하는 3D 모델을 검색하거나, 데

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3D 모델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직접 3D 모델을 업로드하

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검색 결과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

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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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멀티미디어 컨텐츠 증대로 인한 효율적 검색의 필요성 

멀티미디어 컨텐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는 이미지와 동영상인데 이러한 매체의 

검색 방법에는 크게 주석 기반 검색과 내용 기반 검색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주석 기

반 검색은 각 이미지를 수작업을 통해 서술하는 방식으로 주로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 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사람이 키워드를 직접 만들어야 하므로 주관적일 수 있

고, 많은 시간을 요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내용 기반 검색은 이러한 주석 기반 접근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

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서 내용 구성 요소들을 자동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구성 요소들

의 특징을 자동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검색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키

워드와 관계없이 멀티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시청각적 특징만을 이용하여 검색을 실행한

다. 

이러한 내용 기반 메타데이터를 연구함으로써 멀티미디어의 효율적인 검색과 이용에 대

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2.2  전자기기들의 터치스크린 모듈 사용증가로 인해 내용검색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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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터치 패널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 넣으면서 2008년 터치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위의 그래프는 아래 분야별로 나눈 것을 종합한 데이터이다. 

 터치 모듈 시장 분석 (2008년 실적 + ~ 2015년 전망): 출하량, ASP, 매출  

 Controller IC 시장 분석 (2008년 실적 + ~ 2015년 전망): 출하량, ASP, 매출  

 터치 sensor 시장 분석 (2008년 실적 + ~ 2015년 전망): 출하량, ASP, 매출  

 멀티터치 시장 분석 (2008년 실적 + ~ 2015년 전망): 출하량, ASP, 매출  

 12개 지역 구분: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 

터치스크린 산업은 스마트폰의 확산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루었으며 스마트폰의 

빠른 발전 및 짧은 사이클로 인하여 향후에도 꾸준한 수요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현재는 도입기 수준인 태블릿 PC가 정착되면 터치스

크린 산업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터치스크린에서의 검색 시스템은 

기존의 Text기반의 방식이 아닌 직접 스크린에 스케치를 하거나 drag & drop 형태로 제

공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로 효율적인 멀티미디어 검색을 위한 시스템은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1.2.3  3D 모델의 다양한 응용 

향후 3D 기술수요 분야는 거의 모든 정보통신 산업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2D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대체하여 보다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정

보산업전반에 걸쳐 수 천억 달러의 폭발적인 시장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3.1 오락 문화 분야 

1. 테마 파크 

2. 오락 게임 

3. 3차원 애니메이션 

4. 3차원 입체 영화 

5. 3차원 디자인 (예 : 3차원 건축도면, 3차원 차량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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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통신 방송 분야 

1. 양방향 통신 시스템 

2. 입체 TV 회의 및 텔레마케팅 

3. 입체 TV 방송 (통신 위성을 통한 입체 중계) 

 

1.2.3.3 3D 모델의 다양한 응용 

1. 3차원 추적 및 시뮬레이션, 모의 군사 훈련 

2. 우주 항공 디스플레이 및 해저 탐사, 원격 탐사 

 

1.2.3.4 3차원 산업기기 분야 

1. 업체 초대형 스크린 

2. 다 시점 입체 카메라 

3. 3차원 멀티미디어 단말기 

4. VR 시스템 응용 (건축 CAD) 

 

1.2.3.5 교육 의료 분야 

1. 교육 전시 (예 : 3G 과학 교실) 

2. 가상 대학 (영상 및 시청각 공유) 

3. 의료 응용 (3차원 촬영, 원격 의료, 원격 수술, 의료 시뮬레이션) 

 

1.2.3.6 가정용 모니터 

1. 패키지 미디어에 대한 가정용 

2. 업체 3차원 디스플레이용 TV 

3. 3차원 업체 컬러 모니터 

4. 3차원 영상 전화기 

5. 3D VIDEO/멀티미디어 단말기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Contents based 3D Model Retrieval System 

팀 명 Infinite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1 2013-MAR-14 

 

캡스톤 디자인 I Page 9 of 29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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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2.1.1  3D 모델을 이용한 3D 모델 검색 

사용자가 생각하고자 하는 물체에 대해 3D 물체를 선택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

고 그에 맞는 가장 유사한 검색 결과를 찾아준다. 

 

2.1.2  2D 스케치 기반으로 3D 모델 검색 

사용자가 생각하고자 하는 물체에 대해 3D 물체를 스케치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

하고 그에 맞는 가장 유사한 검색 결과를 찾아준다. 

 

 

 

 

 

 

2.2 동향 

2.2.1  3D Model Retrieval 

1. Princet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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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Princeton’s 3D Model Search Engine 

장점 

1. 다양한 검색 방법을 제공 

2. Text & 2D Sketch, Text & 3D Sketch, File Compare 

단점 

1. 정확도가 낮다. (사람이 그리는 것이므로) 

2. 보정 기능이 부족, 3D Sketch 그리는 게 어렵다. 

 

2. Sketch-Based Shape Retrieval 

 

 

이름 Sketch-Based Shape Retrieval By ACM Transactions on Graphics 

장점 

1. 빠른 검색을 수행한다.  

2. 정전기식 터치 입력 방식을 제공한다. 

3. 그릴 대상의 부분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단점 

1. 단순하게 스케치에 의존한 검색을 수행한다. 

2. 색이나 텍스트 정보를 이용한 검색은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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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D Sketch-Based Shape Retrieval 

 

 

이름 3D Sketch-Based Shape Retrieval 

장점 1. UI가 편리하다. 

단점 

1. 단순하게 스케치에 의존한 검색을 수행한다. 

2. 색이나 텍스트 정보를 이용한 검색은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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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D Image Retrieval 

1. Mind Finder 

 

 

이름 Mind Finder By Microsoft Research 

장점 

1. UI가 편리하며 세련된 디자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2. 단순한 그림을 검색해도 결과의 정확도가 뛰어나다. 

3. 색 정보를 통한 검색이 가능하다. 

단점 

1. 검색의 속도가 떨어진다. 

2. 실시간 검색을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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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ketch Match 

 

 

이름 Sketch Match By Microsoft Research 

장점 1. 기존의 텍스트 방식의 검색만으로도 3D 객체를 검색할 수 있다.. 

단점 1. 텍스트 기반 검색만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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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개발 내용 

2.3.1  연구/개발 주제 

1. 3D 모델 → 3D 모델 검색 

3D 모델을 카테고리 별로 나열해서 유저들이 원하는 3D 모델을 선택하면 유사한 3D

모델을 검색한다. 

 

2. PC에서의 스케치 → 3D 모델 검색 

유저들이 원하는 모델을 스케치하여 3D 모델 검색을 검색한다. 

 

3. 스마트기기 터치 기반의 스케치 → 3D 모델 이미지 검색 

휴대용 기기 유저들은 어느 공간이든 자신이 원하는 모델을 스케치하여 3D 모델을  

검색한다. 

 

2.3.2  연구/개발 방법과 내용 

1. HTML5, WebGL, css3 등을 사용하여 모든 운영체제에서 사용 가능 하도록 인터페이

스를 구성 

- CSS3를 이용한 UI 변화 

- HTML5에서 제공하는 기능 2D/3D 드로잉 지원 

- HTML5에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지원 등 

 

2. 직관적인 UI 설계 

- UI설계를 위한 일러스트레이터, Photoshop 프로그램 등 - HTML5에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지원 등 

- HTML5를 이용해서 스마트기기와 PC 구별 없이 모든 웹 브라우저 실행 가능 

- 스마트기기를 고려한 UI 설계 및 제작 

- 검색 부가 기능을 제공하여 편리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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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도 도출을 위한 알고리즘 설계 

사용자가 요청한 쿼리, 즉 사용자가 그린 스케치, object 파일 등과 결과물 간의 유사

도를 도출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정확성을 향상 

 

4. 유사도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결과물을 출력하는 알고리즘 설계 

유사도가 높다는 의미는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와 얼마만큼 일치하는지를 보여줌으로

써 그 순서대로 결과를 정렬함으로 사용자에게 제공 

 

2.3.3  연구물 상세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Input 

(Query) 

Category 
Server 의 데이터베이스에서의 3D object 를 

query 로 검색 
함수  

File Upload 사용자가 갖고 있는 3D object 를 query 로 검색 함수  

Sketch 
사용자가 sketch 를 통하여 직접 3D object 를 

그리는 것을 query 로 검색 
함수  

Output 

결과물의 순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찾기 위해 

유사도가 높은 순서대로 출력 
함수  

결과물의 크기 
각 percentage 에 대해 결과의 크기가 

결정(100~70%, 70~50%, 50~0%) 
함수  

결과물의 
유효성 판별 

Query 와 결과물의 유사도(percentage)를 표기 함수  

결과물의 
메타데이터 

결과의 3D object 의 정보를 열람(확장자, 원본크기 

등) 
함수  

Control 

크기 변경 
사용자가 관심 있는 결과의 정보(3D 생김새)를 

파악 
함수  

회전 기능 
사용자가 관심 있는 결과의 정보(3D 생김새)를 

파악 
함수  

Drag & Drop 
다른 부가적인 기능과 연계될 가능성을 높이거나 

유기적인 조작환경을 구성 
함수  

Page 당 출력 
개수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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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History 3D object 의 재 검색에 유용한 기능 함수  

Slide show 3D object 들을 슬라이드 쇼로 보는 기능 함수  

SNS 연동 SNS 와 연동하여 의견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 함수  

Compare 비교함수 Query 와 Database 의 3D object 의 유사도를 비교 함수  

 

1. Input(Query) 

- Category 

- File Upload 

- Sketch (부분 스케치, 전체 스케치) 

① Partial Sketch Mode 

검색할 객체의 전체적인 형태가 기억나지 않고 특정한 부분만 아는 경우 

객체의 부분만으로 검색하는 기능 

② Total Sketch Mode 

객체의 전체적인 스케치를 통해 검색하는 기능 

2. Output 

- 결과물의 순서 (유사도가 큰 순서대로 출력) 

- 결과물의 크기 (유사도에 따른 결과물의 고정 크기) 

- 결과물의 메타 데이터 

- 결과물의 유효성 판별 (출력 결과에 Percentage 표기) 

①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빠른 시간에 찾게 하기 위해서 Percentage가 높

은 순서대로 결과를 출력 

② 높지 않은 검색의 정확도에서 결과에 유사 Percentage를 표기함으로써 

3D 검색의 정확도의 한계를 드러내면서도 검색 기능에 신뢰성을 부가할 

수 있음 

③ 결과가 모두 낮은 Percentage를 갖는다고 가정할 때, Percentage 표기는 

빠른 재 검색을 유도할 수 있고, Percentage 미표기는 검색의 정확도에 

의구심이 생기게 할 수 있다. 

 

3. Control 

- 크기 변경 

사용자가 관심 있는 객체의 정보(3D의 생김새)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 

- 회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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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관심 있는 객체의 정보(3D의 생김새)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 

- Drag & Drop 

결과는 3D 객체를 다루기 때문에 Drag & Drop 기능을 사용하면 다른 부가적인 

기능과 연계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결과를 검색 Query로 바로 이동시킬 수 있

고, 마네킹을 만들어 옷을 검색하여 바로 보는 서비스와 같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 Page당 출력 개수 

①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능 

② 썸네일, 작게 보기, 크게 보기, 정보 보기, 키워드 보기 등 

③ 어느 정도의 컨트롤로 유기적인 환경설정 가능 

4. Tool 

- History 

① 검색할 때마다 Sketch나 File 업로드를 하지 않아도 됨 

② 찾은 결과가 찾고 싶은 객체인지 의심이 갈 수 있다. 그러한 객체들은 리

스트로 관리 할 수 있는 툴을 이용하여 저장해 둔다. 그러면 사용자가 찾

고자 하는 객체와 더 비슷한 객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재 검색작업의 부담

감을 해소 가능 

③ 검색하고 있는 query들을 모두 저장하여 재 검색을 용이하게 함 

- Slide Show 

① 정확도가 낮은 점을 이용해서 결과를 Slide Show 하여 찾을 수 있도록 

함 

② 리스트 관리 툴의 연장으로 리스트를 Slide Show 하여 볼 수 있도록 함 

- SNS 연동 

사용자가 찾은 결과를 SNS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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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2.4.1  기대 효과 

산업현장 및 연구기관 등 3D Search Engine은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전의 

설계했던 기계부품이라든가 게임 상의 캐릭터의 아이템, 애니메이션 제작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PC와 같은 휴대용 기기에서의 텍스트 검색이 불편한 유저

들을 위해 Sketch based Retrieval application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4.2  활용 방안 

1. 산업 현장에서 많은 새로운 기계부품(mechanical part)들은 기존의 부품을 수정함으로

써 얻어질 수 있다. 기초부터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는 부품은 드물다. 만약 새로운 부

품이 기존의 유사한 부품을 참고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다시 설계 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될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설계자들은 새로운 부품의 설계 과정에

서 기존 부품의 설계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현재 대부분의 기계 설계자들은 부품 

설계 시에 형상 기반 3차원 모델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기존 부

품의 구속 조건들을 변화시킴으로서 전체적으로 다시 설계하지 않고도 새로운 부품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만약 설계자들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형태의 부품을 효과적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2. 대형마트에 있는 쇼핑카트에 터치스크린을 보급화 하면 이 시스템을 이용해 원하는 물

건을 스케치로 그리고 해당 물건의 위치를 빠르게 찾아줄 수 있다. 

3. 게이머가 게임 상에서 스케치를 그리면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가 나온다. 따라서 게이

머는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후보군 중에 쉽게 찾을 수 있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캐

릭터를 쉽게 생성할 수 있다. 혹은 원하는 색, 질감, 모양 등을 정해 게이머는 원하는 

아이템을 쉽게 자신의 캐릭터에 착용시킬 수 있다. 

4. 애니메이션/영상 제작에 사용될 수 있다. 애니메이션 디렉터는 원하는 스케치로 원하는 

캐릭터 및 인물 혹은 사물을 선택하여 애니메이션에 삽입할 수 있다. 

5. Smartphone, Tablet PC등의 Portable 기기에서 기존 Text 기반이 아닌 Sketch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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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al application을 개발하여 활용될 수 있다. 

6. 제품 디자이너는 자신의 디자인과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이 있는지 Database Pool에서 

쉽게 Sketch based retrieval를 활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7. 경찰서에서 사람들의 얼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쉽게 몽타주를 그려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 

8.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의 제품이 있는지 스케치를 하여 검색, 결

과로 나온 제품 중에 쉽게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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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개발 환경 

1. 운영체제 환경 

- Windows7 32/64bit 

- OS X Lion 

 

2. 응용 프로그램 

- Aptana Studio 3 

JavaScript 전용 개발툴(IDE)이다. CSS, HTML, JavaScript 코드 어시스트도 제공

되고 대표적인 자바 스크립트 Framework 라이브러리까지 제공한다. 

이클립스 기반에 Plug-in으로 개발되고 리치클라이언트와 Plug-in 방식을 모두 지

원한다. jQuery 등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개발 시 유용한 IDE이다. 

- WebGL 

Web Graphics Library이며 웹 기반의 그래픽 라이브러리. 

Java Script Programming을 통해 사용 가능하며 호환성이 있는 웹 브라우져

(Chrome, Firefox, Safari, Opera)에서 3D 그래픽을 제공한다. Plug-in의 사용 없이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 API를 제공하는 HTML요소의 컨텍스트이다. 

- 개발 언어 

① HTML5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을 Browser에 표현하고 실행하

기 위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언어이다. ActiveX, Flash등 별도의 Plug-

in이 필요하지 않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친화적인 기능들로 구성되

어 있다. 단말기, OS, 웹 브라우져의 종류에 구애 받지 않는 범용 표준 

개발 언어이다. 

② JavaScript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는 객체 기반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이 언어는 웹 사이트에서 많이 사용하며,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내장 객체

에도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바스크립트가 썬 마이크로시

스템즈의 자바와 구문(syntax)이 유사한 점도 있지만, 이는 사실 두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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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C 언어의 기본 구문을 바탕 했기 때문이고,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③ CSS3 

마크업 언어가 실제 표시되는 방법을 기술하는 언어로, HTML과 XHTML

에 주로 쓰이며, XML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W3C의 표준이며, 레이아웃

과 스타일을 정의할 때의 자유도가 높다. 

④ Canvas 

Canvas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해준다. 해상도 독립적으로 SVG 그래픽을 활용하고 있어서 그래프를 그

리거나 게임 그래픽이나 다른 기타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그려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준다. 

기존의 HTML은 매우 정적인 느낌이라면 Canvas는 이러한 정적인 느낌

을 동적으로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HTML5의 커다란 기능 중 하나이다. 

 

3.1.2  시연 환경 

1. Desktop 

- Windows7 32/64bit 

- OS X Lion 

- Web Browser : Chrome, Firefox, Safari, Opera 

 

2. Tablet PC 

- iOS : iOS4.3 이상 

Device : iPod 4Gen 이상 

- Android Honey Comb 이상 

 

3. Smart Phone 

- iOS : iOS4.3 이상 

Device : iPhone3GS 이상, iPod 4Gen 이상 

- Android ICS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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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1. Query image : Input으로 확장자 (.OFF, .OBJ 등) 다양한 3D object를 불러온다. 

2. Vertex, face extraction : Query image에서 vertex, face의 정보들을 추출한다. 

3. Database image : 3D object와 3D object의 추출된 vertex, face의 정보들이 

저장되어있다. 

4. Stored feature files : Database에서 3D object의 미리 추출된 vertex, face의 정보들 

불러온다. 

5. Similarity measure : Query image와 Database의 3D object를 비교한다. 

6. Display retrieved images : Similarity measure를 통해서 나온 유사의 정도를 측정하여 

3D object를 결과로 순서대로 보여준다. 

7. User’s feedback : 사용자가 정확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재 검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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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3.1  소프트웨어 

1. 정확하지 않은 검색 결과 

- 비교에 대한 알고리즘의 성능이 미흡하다. 

- 형태가 비슷한 물체의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 

- 해결방안 : 정확한 비교를 위한 알고리즘 탐색(Shape Distributions, Reflective 

Symmetry Descriptors, Spherical Harmonics, Skeletal Graph 등) 

2. 부족한 데이터베이스 (현재 Princeton Univ.에서 제공된 3D 모델은 약 36,000개) 

- 검색엔진의 개발 구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환경으로는 충분하지만, 실제적으로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3D object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다. 

- 3D object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제작 시간이 오래 걸린다.(제공자 필

요) 

- 3D object는 특정한 분야에 적합하단 인식이 강하다.(비주류) 

- 해결방안 : 현재는 3D object가 많이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결될 

문제 

3. 3D 모델의 다양한 확장자 (ply, obj, dxf, ug, off, pov 등) 

- 각각의 확장자마다 3D object를 표현하는 정보가 다르다. 3D object file을 서버/로

컬에서 불러와 query/결과로 나타내야하기 때문에 호환에 관련된 문제점이 생긴다. 

- 해결방안 : 컨버터 구현 및 각각의 확장자에 대한 알고리즘 구현 

4. Platform에 대한 제한 

- 구현환경(WebGL)의 영향으로 지원하는 browser가 정해져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

다.(OS, 또는 모바일) 

- 해결방안 : Cross-browser 및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원환경을 확장한

다. 

 

3.3.2  기타 

1. 3D 스케치에서 물체에 대한 정확한 표현 

- 사용자 개인 역량에 따라 많이 좌우됨 

- 똑 같은 물체에 대한 그림을 다시 똑같이 그리는 것은 불가능 

- 해결방안 : 스케치하는데 도움을 주는 툴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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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김현겸 

- Software Project Vice Leader 

- Application Features 개발 

- DB 설계 및 DB Query 시스템 개발 디자인 

- Equipment 책임 

송종헌 

- Software Project Leader 

- Web Interface 개발  

- Main UI / Features 개발 

안혜원 

- DB 설계 및 DB Query 시스템 개발 디자인 

- Main UI / Features Design 담당 

- Technology 책임 

이영재 
-  Application Features Design 

 -  Information 책임 

주재호 
-  User Interface / User Experience 담당 

-  Application Features 개발 

 

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UI Design / Implementation 80 

3D 객체 표현 40 

Algorithm 적용 80 

Database 설계 및 Query Design 40 

Test & Debug 20 

합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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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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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졸업프로젝트 

주제 선정 

10 가지 주제리스트 중 1 가지의 졸업프로젝트 

주제 선정 

산출물 : 

1. 졸업 프로젝트 주제 

2012-11-29 2012-12-18 

졸업프로젝트 

주제 사전조사 

졸업 프로젝트 주제인 3D 객체 Retrieval 과 관련 

Theory 정리, 최신 동향 및 MPEG-7 에 관한 논문 

조사 토의/발표 

산출물 : 

1. 기존 서비스 벤치마킹 자료 

2. 장단점 조사 

3. MPEG-7 

2012-12-19 2013-01-07 

UI/UX 설계 

3D Object Search Engine 의 UI/UX 설계 

산출물 : 

1. UI/UX 초도 설계 

2013-01-08 2013-01-15 

UI/UX 변경안 

제안 
3D 객체를 표현을 위한 최적화된 UI/UX 제시 2013-01-16 2013-01-27 

계획서 발표 

수행 계획서 및 일정표 작성, 메인 UI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구현 일정표 

2013-01-21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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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중간 보고 

기능 60%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3.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3-03-08 2013-04-04 

2 차 중간 보고 

기능 90%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3-04-05 2013-05-02 

구현 완료 

시스템 100% 구현 완료 

산출물: 

1. 최종 구현 소스 코드 

2013-01-28 2013-05-02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버그 없는 프로그램 

2013-05-03 2013-05-28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2013-05-03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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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김현겸 3D 객체 표현 및 기능 개발 2013-01-28 2013-05-29 42.5 

송종헌 3D Search Engine 메인 및 기능 개발 2013-01-28 2013-05-29 42.5 

안혜원 3D Search Engine 메인 및 기능 디자인 2013-01-28 2013-05-29 42.5 

왕신명 Idea 제공, Test 및 Debugging 2013-01-28 2013-05-29 30.5 

이영재 3D Search Engine 메인 및 기능 디자인 2013-01-28 2013-05-29 42.5 

주재호 3D Search Engine 기능 개발 2013-01-28 2013-05-29 42.5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Aptana Studio Appcelerator, Inc. 2013-01-28 2013-05-29  

개발용 노트북 개인별 다양 2013-01-28 2013-05-29  

개발용 모니터 5 대 Dell 2013-01-28 2013-05-29 RGB or HDMI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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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 문헌 

번호 종류 제 목 출 처 발행년도 저 자 기타 

1 기사 
Touch Screen Module Revenue 

Forecast 

NPD Display 

Searc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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