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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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실제로 게임, 영화 사업분야에서 3D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컴퓨

터의 성능은 해가 거듭될수록 비약한 성장을 보이므로 그에 따른 그래픽 능력의 향상으로 

3D 모델을 이전보다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고, 사용하게 되는 빈도수도 증가하였다. 하

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3D 모델을 직접 그려 사용해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

에 인터넷에서 3D 모델의 검색이 등장하였다. 3D 모델을 검색하기 위해선 기존의 검색엔진

을 사용하여 검색하여야 하고, 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흩어져 있는 사이트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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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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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기반 / 스케치를 이용한 3D Model 검색엔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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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EHD 구현 

Edge Histogram Descriptor를 구현하고 Image Matching을 통해 유사한 3D Model을 검

색한다. 

 

2.1.2  스마트기기 기반의 Touch Event 

스마트 폰과 테블릿 PC기반의 3D 모델의 크기와 위치를 조작하기 위해 터치 이벤트 함

수를 추가한다. 스마트 기기의 화면을 손가락을 이용하여 터치하는 방향에 따라 3D 모델이 

움직이게 한다. 

  

2.1.3  스마트기기 기반의 Pinch to Zoom 

스마트 기기의 화면을 엄지와 집게 손가락을 이용하여 3D 모델의 크기를 확대 혹은 축

소하여 3D 모델 크기를 조절한다.  

 

2.2 수행내용 

2.2.1  EHD(Edge Histogram Descriptor) 구현 

 3D 모델 투영 후 Edge detection 

Edge detection은 윤곽선을 검출하는 기술로 픽셀 밝기의 불연속점을 검출하고 윤곽선에 

해당하는 픽셀을 구하는 것이다. 사용자가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유사한 3D모델을 검색하

기 위해서 3D모델의 Edge detection을 시행하며 Edge Detection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한 

3D모델 당 14개의 contour file을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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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ge Histogram Descriptor 추출 

EHD 에 이용하는 edge 의 종류는 vertical edge, horizontal edge, 45-degree edge, non-

directional edge 의 다섯 가지 edge 로 공간적인 분포를 표현하기 위해 histogram 을 

생성한다. 하나의 영상을 16 개의 sub-image 로 분할하기 때문에 총 80 개의 histogram 

bin 에 5 가지 종류의 edge 방향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다. 각 sub-image 는 겹치지 않는 

정방형의 image-block 으로 분할되며 영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영상을 고정된 숫자로 

나누며 그 때문에 edge 분포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디지털 필터를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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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block 에서 각 sub-block 에 대한 gray level 값을 지정한다. 

(i, j)번째 image-block 의 상대적인 edge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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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식으로 나타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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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크면 image-block 은 크기가 가장 큰 특정 edge 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임계 값보다 작으면 image-block 은 edge 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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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clidean distance 이용, Image Matching 수행 

Euclidean distance 는  

  

위의 식을 사용하여 두 개의 Histogram 을 비교한다. 즉, 이미지 비교를 

통해 Distance 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수행한 후 쿼리 모델과 각 모델간의 

14 방향의 이미지를 비교하게 된다. 14 X 14 = 196 번의 같은 과정이 반복되게 되고 결국 

유사도를 산출하게 된다. 유사도를 산출한 후 각 모델별 유사도를 %로 나타내 오름차순 

후 결과 화면(Main.htm)에 출력하게 된다. 

    
  

2.2.2  스마트기기 기반의 Touch와 Pinch to Zoom Event 

 touchstart function  

 스마트폰과 테블릿 PC기반의 3D 모델의 크기와 위치를 조작하기 위해 터치 이벤트 함수

를 추가한다. Touchstart 는 처음 터치가 발생했을 때의 함수이다. drag변수를 이용하여 

drag=1일 때, drag=2일 때로 나누어준다. drag값이 1일 때는 touch 이벤트를 발생하고 

drag값이 2일 때는 pinch to zoom 이벤트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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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소스 

function startTouch(evt)  

{ 

 var evList = evt.touches; 

   if(evList.length == 1) 

   { 

     xOffs = evList[0].pageX;  yOffs = evList[0].pageY; 

     drag = 1; 

 } 

   else if(evList.length == 2) 

 { 

     idTouch0 = evList[0].identifier; 

     var dx = evList[1].pageX - evList[0].pageX; 

     var dy = evList[1].pageY - evList[0].pageY; 

     rTouch = Math.sqrt(dx*dx + dy*dy); 

     fiTouch = Math.atan2(dy, dx); 

     drag = 2; 

 } 

   evt.preventDefault(); 

} 

 touchmove function 

touchmove는 터치한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의 함수이다. pageX(문서의 왼쪽 가장자리를 

선택한 위치의 X좌표의 값), pageY(문서의 왼쪽 가장자리를 선택한 위치의 Y좌표의 값)과 

rTouch, fiTouch, idTouch0, xRot , yRot, zRot , xOffs, yOffs 변수를 이용한다. drag 값이 1

인 터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3D 모델을 rotate를 하고 render한다. drag 값이 2인 pinch 

to zoom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카메라의 z축을 변경해 3D model을 확대, 축소가 가능하

게 한 3D 모델을 render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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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소스 

function continueTouch(evt) 

{ 

 if(drag == 1) 

 { 

     var x = evt.touches[0].pageX; 

  var y = evt.touches[0].pageY; 

   

  yRot = x - xOffs;  xRot = y - yOffs; 

     xOffs = x;  yOffs = y; 

   

  if(!move) 

  { 

   mesh_left.rotation.y += yRot/100; 

   mesh_left.rotation.x += xRot/100; 

  } 

  else 

  { 

   mesh_left.position.x += yRot/100; 

   mesh_left.position.y -= xRot/100; 

  }   

   

  render_left(); 

 } 

   else if(drag == 2) 

  { 

     var dx = evt.touches[1].pageX - evt.touches[0].pageX; 

     var dy = evt.touches[1].pageY - evt.touches[0].pag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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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 r = Math.sqrt(dx*dx + dy*dy); 

     var fi; 

      

  if( idTouch0 == evt.touches[0].identifier ) 

  { 

   fi = Math.atan2(dy, dx); 

  } 

     else 

  { 

   fi = Math.atan2(-dy, -dx); 

  } 

    transl *= rTouch / r; 

     zRot = pi180*(fiTouch - fi); 

     rTouch = r;  fiTouch = fi; 

   

  if( idTouch0 == evt.touches[0].identifier ) { 

   camera_left.position.z += zRot*0.3; 

  } 

     else { 

   camera_left.position.z -= zRot*0.3; 

  } 

   

  render_left(); 

    } 

} 

 touchend function 

touchend는 터치를 해제할 때의 함수이다. drag 변수 값을 초기값인 0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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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소스 

function stopTouch() 

{ 

  drag = 0; 

} 

 

 

 

 

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1. 버그 수정 

main.htm을 다중페이지로 나누었던 것을 한 페이지에서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처음 실행시 index.html에서 Human을 제외한 나머지 카테고리 선택이 불가하였던 문제

를 해결하였다. 

재검색 버튼 단추 위치 변경으로 박스 안의 3D Model의 상단 부분을 가렸던 문제를 해

결하였다. 

2. 재검색 단추 위치 변경 

재검색 단추 위치를 기존 박스안에 표현했던 것을 박스 위로 하였다. 이는 재검색 단추가 

기존 3D Model의 상단을 살짝 가린 문제와 UI/UX면에서 더욱 편리하다고 판단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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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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

는 페이지를 구현한다. 기존의 3D모델으로부터의 검색 페이지인 카테고리 별로 구분된 커

버플로우와 새로운 페이지를 완성함으로 사용자가 다른 검색 방법을 더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스케치 기반의 검색 페이지는 3D모델로부터의 검색 페이지와 동

일한 방식으로 HTML5, CSS3, JQuery을 사용하여 구현한다. 

4.1.2  스케치 기반 검색의 프로토타입 

4.1.2.1 스케치 기반 검색의 화면 구성 

 

 

스케치 기반 검색으로 선택 시 보여지는 구성 화면이다. 좌측 백그라운드에 자신이 원하

는 스케치를 그리고, 우측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재 검색 시에는 Clear 버튼을 눌

러 빈 화면을 만들어 다시 스케치를 하여 검색을 할 수 있다. 

스케치는 HTML5가 지원하는 Canvas 태그를 이용한다. Canvas 태그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다. 해상도 독립적으로 SVG 그래픽을 

활용하고 있어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게임 그래픽이나 다른 기타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그려

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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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사용자의 스케치를 도와주는 Shadow draw 

 
<출처 : Shadow Draw By Microsoft> 

 

스케치에 능숙하지 못한 일부 사용자를 위해 Shadow Draw 방식을 도입해 사용자들이 

스케치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을 쓰면 평소 검색을 많이 하는 정

보에 대해서 사용자들은 매번 번거롭게 검색할 필요가 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스케

치기반의 검색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4.1.3  Tablet PC에서 스케치가 가능하게 구현 

프로젝트의 궁긍적인 목표인 크로스 플랫폼을 위하여 태블릿에서도 가능 프로젝트가 

원활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5 애로 및 건의사항 

2차 중간 구현 결과 애로 사항으로는 1차 중간 구현 때도 말했듯이 비슷한 문제점이 산

재해있다. 

첫째, 현재 구현상의 문제점, 알고리즘 구현, 데이터베이스의 부족 등이 있다. 현재의 

EHD로는 빠른 속도를 장담할 수 없다. 3D Model간 14방향으로 정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연산을 수행하려면 Model간 14X14=196번의 연산수행이 필요하다. 만약 데이터베이스안에 

300개의 3D Model만 있다고 해도 하나의 Query Model과 유사한 Model을 찾는다고 하면 

196X300=58800번의 연산이 필요하다. 이는 Histogram을 한 번의 Image Matching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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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데 수많은 연산량을 생각하면 정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

는 다른 알고리즘 등을 개발하여 현재의 EHD와 병행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개량된 EHD

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고안해서 구현해야 할 것이다. 

둘째, Shadow Draw 방식을 차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야 할지에 대한 개

념 정리가 부족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구현도 현재 수행한 것이 없으므로 빠른 

개념정리 및 알고리즘 고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테스트할 장비의 부족이다. 1차 중간보고의 건의사항에서도 말했듯이 태블

릿 PC등 현재 테스트할 장비가 부족하다. 이 점은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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