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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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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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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치 기반의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검색 결과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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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3D 모델 -> 3D 모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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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검색한다. 

  

2.1.2  PC에서의 스케치 -> 3D 모델 검색 

사용자가 원하는 모델을 찾기 위해 스케치하고 그 스케치를 기반으로 유사한 3D 모델을 

검색한다. 

 

2.1.3  스마트기기의 터치 기반의 스케치 -> 3D 모델 검색 

스마트기기 사용자들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사용자가 원하는 모델을 스케치하고 그 

스케치를 기반으로 유사한 3D 모델을 검색한다. 

 

2.2 수행내용 

2.2.1  3D 모델 -> 3D 모델 검색 

 3D 모델 웹 페이지에서 불러들이기 

 3D 모델을 .ctm 확장자를 가진 모델을 사용한다. .ctm 파일을 불러들이기 위해 

CTMLoader.js , CTM.js을 첨부한다. 

 init 함수를 통해 canvas와 3D 모델의 크기와 좌표를 지정할 수 있는 camara, 3차원 공간

을 표현하는 Scene, 실제 웹페이지에 불러들일 수 있게 하는 renderer를 초기화한다. ctm 

파일을 불러들이는 함수를 통해 3D 모델을 불러와 표현하고자 하는 scene에 추가해준다. 

Animate 함수를 호출하고 render 함수로 표현하고자 하는 웹페이지에 표현한다. 

 또 웹페이지에서 불러들인 3D 모델의 크기와 위치 조작을 위해 마우스 이벤트 함수를 추

가한다.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이는 방향에 맞게 3D 모델이 움

직이고, 휠로 3D 모델의 크기가 축소 또는 확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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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소스 

var urlOfResult = "result/result" + model_no + ".txt"; 

var xmlhttp; 

var result; 

var nesne; 

var index = new Array(15); 

var rate = new Array(15); 

 

function read_file() { 

if (navigator.appName.search('Microsoft') > -1) 

 nesne = new ActiveXObject('MSXML2.XMLHTTP'); 

else 

 nesne = new XMLHttpRequest(); 

 

nesne.open('get', urlOfResult, true); 

nesne.onreadystatechange = cevap; 

 

 nesne.send(null); 

}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진 커버플로우 구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3D 모델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커버플로우를 통하여 카테고

리 별로 나누어진 3D 모델 선택에 있어 쉽게 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HTML5, CSS3, jQuery을 사용하여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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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소스 

var extraImage = $("#extraImage").hide(); 

var $coverflow = $("#coverflow").coverflow({ 

categories : { 

  enabled : true 

} 

}); 

$("#previous").click(function() { 

$coverflow.coverflow("prevCover"); 

}); 

$("#next").click(function() { 

$coverflow.coverflow("nextCover"); 

}); 

$("#previousCategory").click(function() { 

$coverflow.coverflow("prevCategory"); 

}); 

$("#nextCategory").click(function() { 

$coverflow.coverflow("nextCategory"); 

}); 

 

 

 커버플로우에서 결과화면 넘어갈 때 

커버플로우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3D 모델의 이미지의 파일명을 가져오는 함수를 사용해 

결과 화면이 나오는 페이지로 넘어갈 때 parameter를 함께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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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소스 

eventName = "selectedCoverClick"; 

if (this._currentCategoryIndex == 0) 

 numOfImagePath = imageIndex; 

else { 

 var numOfImagepath = 0; 

 var count = 0; 

 for (var i = 0; i < this._currentCategoryIndex; i++) { 

  var temp = this._categories[i]; 

  count = this._categoryData[temp].images.length; 

  numOfImagePath += count; 

 } 

 numOfImagePath += imageIndex; 

} 

var filepath = this._$images[numOfImagePath].src; 

var part_filepath = filepath.split('/'); 

numOfImagePath = 0; 

var real_filepath = part_filepath[5].split('.'); 

window.open('main.htm?model=' + real_filepath[0], '_self'); 

 

 

 

 카테고리 별로 구분된 커버플로우에서 CSS 구현 사항 

CSS를 이용하여 배경으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나타내었다. 

INFINITE로고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었을 때 2013 Kookmin University Capstone 

Design Project라는 캡션을 0.4초당 360도를 회전하며 나타나도록 하였다. 

화면에 보이는 커버 중 가운데 위치한 커버의 페이지 하단에 스크롤바를 구현하여 사용자

가 편리하게 커버플로우를 넘기며 사용하도록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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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소스 

/*figure:hover h3 { 

-moz-transform: rotate(360deg); 

}*/ 

figcaption h3 {  

 padding-left: 50px;  

} 

figcaption p { 

 padding-top: 20px 

 padding-left: 70px; 

} 

figcaption p { 

 -webkit-transition-delay: 1.2s; 

 -moz-transition-delay;1.2s; 

} 

figcaption h3 { 

 -webkit-transition-delay: 1.2s; 

 -moz-transition-delay: 1.2s; 

} 

 

 사용자가 선택한 쿼리모델로 검색한 결과 화면 구현 

선택한 쿼리모델의 번호를 파싱하여 main.htm은 화면에 사용자가 선택한 모델과 유사

한 결과들을 출력해준다. 

※ 관련 소스 

window.onload = function () { 

 var container = $('div.sliderGallery'); 

 var ul = $('ul',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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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 itemsWidth = ul.innerWidth() - container.outerWidth(); 

 var currentPosition = 0; 

 $('.slider', container).slider({ 

  min: 0, 

  max: itemsWidth, 

  handle: '.handle', 

  stop: function (event, ui) { 

   ul.animate({'left' : ui.value * -1}, 500); 

   currentPosition = ui.value; 

  }, 

  slide: function (event, ui) { 

   ul.css('left', ui.value * -1); 

  } 

 }); 

 $("#previous").click(function() {     

  if (currentPosition > 0) {   

   currentPosition = (currentPosition - 200); 

   var sliderPos = (currentPosition * 950) / ul.innerWidth(); 

   var strCurPos = sliderPos.toString() + "px"; 

   $('.handle').css('left', strCurPos);    

   ul.animate({'left' : (currentPosition) * -1}, 500); 

   ul.css('left', (currentPosition) * -1); 

  } 

 }); 

 $("#next").click(function() { 

  if (currentPosition < itemsWidth) { 

   currentPosition = currentPosition + 200; 

   var sliderPos = (currentPosition * 950) / ul.inner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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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 strCurPos = sliderPos.toString() + "px"; 

   $('.handle').css('left', strCurPos); 

   ul.animate({'left' : (currentPosition) * -1}, 500); 

   ul.css('left', (currentPosition) * -1); 

  } 

 }); 

 object_left_start(); 

 read_file(); 

 start(); 

}; 

 

 결과화면에서 3D 모델을 불러들일 때 

커버플로우에서 넘긴 parameter를 받아 결과 화면에 띄운다. 사용자가 선택한 3D 모델

의 유사도를 계산한 result 파일을 읽어 QuickSort로 정렬한 뒤 상위 15개의 3D 모델의 정

보를 저장한다. 이 때, 3D 모델의 파일 이름과 유사도를 함께 저장하는 구조체를 사용한다. 

그 구조체를 이용해서 3D 모델을 불러들이고 유사도를 함께 출력한다. 

※ 관련 소스 

result = nesne.responseText; 

var percent = result.split(" "); 

var rate_struct = new Array(percent.length); 

 

for(var i=0; i<percent.length; i++) 

{ 

 rate_struct[i] = new struct(); 

 rate_struct[i].value = percent[i]; 

 rate_struct[i].index = i+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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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 percent_temp = result.split(" "); 

quick_sort(rate_struct); 

for(var i=0; i<15; i++) 

{ 

 index[i] = rate_struct[i].index; 

 rate[i] = rate_struct[i].value; 

} 

object_right1_start(index, rate); 

 

if(index[0] < 10) document.getElementById("__right1").href = "main.htm?model=00" + 

index[0]; 

else if(index[0] < 100) document.getElementById("__right1").href = 

"main.htm?model=0" + index[0]; 

else document.getElementById("__right1").href = "main.htm?model=" + index[0]; 

 

if(index[1] < 10) document.getElementById("__right2").href = "main.htm?model=00" + 

index[1]; 

else if(index[1] < 100) document.getElementById("__right2").href = 

"main.htm?model=0" + index[1]; 

else document.getElementById("__right2").href = "main.htm?model=" + index[1]; 

 …… 위의 if문 반복. 

 

 결과화면에서 CSS 구현 사항 

Content Based 3D Model Retrieval copyright by Kookmin University 라는 header에 text-

shadow효과를 함께 넣어 강조하였다. 

※ 관련 소스 

.inset_text { 

 color: #f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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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ight: 40px; 

 line-height: 50px; 

 font-weight: 90px; 

 font-size: 32px; 

 font-family: 'Georgia'; 

 text-shadow: 10px 5px 5px gray; 

} 

.copyright{ 

 color: #fff; 

 font-size: 13px; 

 font-family: 'Georgia'; 

 text-shadow: 10px 5px 5px gray; 

} 

 

 결과화면 페이지 하단의 카테고리 

 사용자가 다른 3D 모델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결과하면 페이지 하단에 3D 모델이 선택 

가능하도록 만든다. 

※ 관련 소스 

<tr> 

 <td width="1024" colspan="2" bgcolor="white" id="bottom"> 

 <p align="center"> 

  <div class="sliderGallery" align="center"> 

   <ul> 

    <li> 

     <a href="main.htm?model=016"><img 

class="pb-human" src="images/016.jpg" width=110 height=110 /></a> 

    </li> 

    …… 내용 반복. 

   </ul> 

   <div class="slider"> 

    <div class="handle"></div> 

    <span class="slider-lbl1">Human</span> 

    <span class="slider-lbl2">Cup</span> 

    <span class="slider-lbl3">Sunglass</span> 

    <span class="slider-lbl4">Airplane</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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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slider-lbl5">Bug</span> 

    <span class="slider-lbl6">Chair</span> 

    <span class="slider-lbl7">Octopus</span> 

    <span class="slider-lbl8">Desk</span> 

    <span class="slider-lbl9">Bear</span> 

    <span class="slider-lbl10">Hand</span> 

    <span class="slider-lbl11">Nipper</span> 

    <span class="slider-lbl12">Fish</span> 

    <span class="slider-lbl13">Bird</span> 

   </div> 

 

   <div class="controls"> 

    <a id="previous" title="Previous Items">&lsaquo;</a> 

    <a id="next" title="Next Items">&rsaquo;</a> 

   </div> 

 

  </div> 

 

 </p></td> 

</tr> 

 

 

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1. 3D Model 파일 확장자 변경 

기존 *.obj 파일이나 *.stl 등의 3D Mash 파일에서 용량이 비교적 작은 *.ctm 확장자를 사

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웹 페이지 로딩시 로딩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obj 파일은 

WebGL을 이용하여 웹페이지 상에서 파이어폭스, 사파리 브라우져등에서 3D Model을 표현

하지 못하는 문제와 용량이 너무 큰 문제로 배제되었다. 
 

※ 확장자별 결과 화면 로딩 속도 

확장자 *.stl *.ctm 

로딩 속도 10초 2초 

 

2. jQuery 라이브러리 사용 

 jQuery는 브라우저 호환성이 있는 HTML 속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이며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를 단순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jQuery는 오늘날 가장 인기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 하나로서 Ajax를 내장하여 풍부한 웹 표현력을 가지고 있으며 

확장성이 우수하며 웹 어플리케이션의 생산력을 높여준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 및 CSS 조

작을 간편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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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4.1.1  사용자의 스케치를 기반으로 한 검색 페이지를 구현 

사용자가 스케치 기반 검색과 3D모델으로부터의 검색 중 두 가지의 검색방법을 선택하는 

페이지를 구현한다. 기존의 3D모델으로부터의 검색 페이지인 카테고리 별로 구분된 커버플로

우와 새로운 페이지를 완성함으로 사용자가 다른 검색 방법을 더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스케치 기반의 검색 페이지는 3D모델로부터의 검색 페이지와 동일한 방식

으로 HTML5, CSS3, JQuery을 사용하여 구현한다. 

4.1.2  스케치 기반 검색의 프로토타입 

 

 

 

4.1.3  EHD(Edge Histogram Descriptor) 구현 

4.1.3.1 3D 모델의 edge detection 

Edge detection은 윤곽선을 검출하는 기술로 픽셀 밝기의 불연속점을 검출하고 윤곽선에 해

당하는 픽셀을 구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유사한 3D모델을 검색하기 위

해서 3D모델의 Edge detection을 시행하며 Edge Detection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한 3D모

델 당 14개의 contour file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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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Edge Histogram Descriptor 추출 

EHD에 이용하는 edge의 종류는 vertical edge, horizontal edge, 45-degree edge, non-

directional edge의 다섯 가지 edge로 공간적인 분포를 표현하기 위해 histogram을 생성한

다. 하나의 영상을 16개의 sub-image로 분할하기 때문에 총 80개의 histogram bin에 5가

지 종류의 edge 방향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다. 각 sub-image는 겹치지 않는 정방형의 

image-block으로 분할되며 영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영상을 고정된 숫자로 나누며 그 때문

에 edge분포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디지털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각 

image-block 4개의 sub-block으로 나누어 0~3의 번호를 할당함으로 (i,j)번째 image-

block에서 각 sub-block에 대한 gray level 값을 지정한다. 

(i, j)번째 image-block의 상대적인 edge 크기는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중간보고서 

프로젝트 명 Contents based 3D Model Retrieval System 

팀 명 Infinite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3-APR-04 

 

캡스톤 디자인 I Page 17 of 20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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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방식으로 나타내며 

식 (1)~(5)로부터 얻은 5개의 edge 크기 중 최댓값이 식 (6)에서처럼 특정 임계 값 보다 

크면 image-block은 크기가 가장 큰 특정 edge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임계 

값보다 작으면 image-block은 edge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4.1.4  Tablet PC에서 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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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애로 사항으로는 현재 구현상의 문제점, 알고리즘 구현 등 프로젝트를 확장할 지의 여부 

등이 존재한다. 알고리즘 구현은 Javascript로 구현 중인데 이는 Image Processing Library

인 OpenCV등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 PIXASTIC과 같은 Library가 존

재하여 이를 활용 및 참고할 수 있다. 또한 Database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넣어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재 Database의 부족이나 알고리즘 미구현으로 확장을 하는데도 

시기가 부적절한 면이 있다. 

건의 사항으로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등의 스마트기기를 학교측에서 구매하는 것을 건의

한다. 스마트시대에 맞춰 학교에서 관련 기기를 많이 구입해놓으면 졸업프로젝트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아래 그림과 같이 많이 기기들이 출시되어있고 어떤 기기

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판단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삼성, 애플, LG, 노키아, 모토롤라 등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들이 나와있으며 그 스펙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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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하다. 개발에 있어서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그 개발해야 할 기능뿐만 아니라 범

용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위의 그래프와 같이 현재 태블릿 시장은 안드로이드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스

마트폰 점유율은 안드로이드가 압도적이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폰이나 태블릿을 구매하

는 게 현명하며 iOS쪽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나아가 스

마트 TV 등을 학교 측에서 구매해 놓으면 개발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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