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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3D 프린팅 시대, 3D Model은 이제 미래의 전유물이 아닌 현재 가장 보편화되고 익숙해진 

시각적 객체이다. 3D Model은 앞으로 더욱 정형화되고 복잡해져 더욱 디테일한 것을 만들

어낼 것이고 사람들은 이를 출력 혹은 찍어냄으로써 3D Model을 직접 손에 만져볼 수 있

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과 십년전만 해도 3D는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형상이였으나 3D 영화, 3D 안

경, 3D TV의 범람으로 우린 과히 3D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3D Model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당면하게도 내용 기반의 정보 검색이 

주도적으로 관련 솔루션을 내놓고 있다. 수 많은 객체 정보들 가운데 쿼리와 유사한 모델

을 쉽게 찾아줄 수 있는 기술은 관련 논문과 알고리즘이 나날이 출현하고 있고 속도 및 정

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INFINITE 조도 캡스톤디자인I에서 구현한 EHD 알고리즘 및 HTML5 기반의 어플리케

이션을 개선하여 연구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공모전에 출품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 어플

리케이션 개발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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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의 목표 

2.1 목표 

유아 및 저학년을 위한 공간지각력 발달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한다. 단순한 스케치라도 이

를 바탕으로 장난감 블록을 찾아주어 아이가 이를 하나하나씩 결합시켜나가는 방식이다. 

이는 아이들의 창의력 증진 및 정서 순화에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심리

치료로도 사용되는 본 교구를 스마트TV로 충분히 구현히 가능하고 컬러풀한 도형을 제공

하여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게 놀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인터페이스는 최대한 단순화시켜 

‘테트리스’ 게임처럼 좌측 프레임에 게임 화면(도형을 맞춰 만든 작품을 보여주는 화면), 

우측 프레임에는 스케치 캔버스 및 도형 선택 등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2.2 프로젝트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유아 및 저학년을 위한 공간지각력 발달 어플리케이션은 LG전자의 스마트 TV에서는 PC

의 마우스처럼 포인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메뉴와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리

모트 컨트롤러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과 스마트 TV를 연동하여 스케치를 그려 도

형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바로 리모트 컨트롤러로 도형을 간단히 그리거나 선택해서 자신

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인터페이스

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고 본 교구의 장점과 같이 수학적 사고력, 추리력과 미적 

감감을 기를 수 있도록 이질감없이 구현할 예정이다. 

다양한 도형들을 데이터베이스화 시켜 실세계에서의 유아용 교구보다 더 많은 도형을 이

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실제 유아용 교구들은 제한된 도형의 종류나 개수를 

갖고 있으며, 교구마다 각각의 테마가 있어 하나의 교구를 이용하다가 다른 교구를 이용하

려면 재차 구매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 존재 등의 단점이 있다. 도형의 데이터베이스화는 

수많은 도형을 이용하게 되어, 교구의 제한된 도형의 종류나 개수에 대한 불편함과 지루함

을 피할 수 있게 한다. 데이터베이스화의 장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검색 시스템이다. 기

존의 검색방식인 텍스트를 이용한다면, 텍스트로 표현되지 못하는 도형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텍스트 기반의 검색방식은 데이터베이스화의 장점을 반감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제안하는 Content Based 3D Model Retrieval의 검색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도형

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스케치 검색 방식으로, 제한되지 않은 검색 환경과 쉽게 검

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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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개발 내용 

2.3.1  연구/개발 주제 

 

2.3.2  연구/개발 방법과 내용 

1. 운영체제 환경 

- Windows7 32/64bit 

- OS X Lion 

 

2. 응용 프로그램 

- HTML5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을 Browser에 표현하고 실행하기 위해 현

재 만들어지고 있는 언어이다. ActiveX, Flash등 별도의 Plug-in이 필요하지 않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친화적인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말기, OS, 웹 브라

우져의 종류에 구애 받지 않는 범용 표준 개발 언어이다. 

- JavaScript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는 객체 기반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이 언어는 

웹 사이트에서 많이 사용하며, 다른 응용프로그램의 내장 객체에도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바스크립트가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의 자바와 구문(syntax)이 

유사한 점도 있지만, 이는 사실 두 언어 모두 C 언어의 기본 구문을 바탕 했기 때

문이고, 자바와 자바스크립트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 CSS3 

마크업 언어가 실제 표시되는 방법을 기술하는 언어로, HTML과 XHTML에 주로 쓰

이며, XML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W3C의 표준이며, 레이아웃과 스타일을 정의할 때

의 자유도가 높다. 

 

- Canvas 

Canvas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다. 해

상도 독립적으로 SVG 그래픽을 활용하고 있어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게임 그래픽이

나 다른 기타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그려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준다. 

기존의 HTML은 매우 정적인 느낌이라면 Canvas는 이러한 정적인 느낌을 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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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해 줄 수 있는 HTML5의 커다란 기능 중 하나이다. EHD Algorithm에서 

Canvas를 이용한다. 

 

- jQuery 라이브러리 사용 

jQuery는 브라우저 호환성이 있는 HTML 속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이며 클라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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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있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 하나로서 Ajax를 내장하여 풍부한 웹 표현력

을 가지고 있으며 확장성이 우수하며 웹 어플리케이션의 생산력을 높여준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 및 CSS 조작을 간편하게 해준다. 

- WebGL 

WebGL Pipeline 

 

 

- 3D Model 파일 확장자 

260개의 3D 모델을 Database에 저장한다. 기존 *.obj 파일이나 *.stl 등의 3D Mash 

파일에서 용량이 비교적 작은 *.ctm 확장자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웹 페이지 

로딩시 로딩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다. *.obj 파일은 WebGL을 이용하여 웹 페

이지 상에서 파이어폭스, 사파리 브라우져등에서 3D Model을 표현하지 못하는 문

제와 용량이 너무 큰 문제로 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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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시연 환경 

1. Smart TV 

- LG 전자 스마트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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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안하는 유아 및 저학년을 위한 공간지각력 발달 어플리케이션의 기반이 되는 검색 시스

템으로 3D 모델에서 3D 모델 검색 및 스케치에서 3D 모델 검색이 기반이 되는 기능을 구

현한다. 이 두 가지 방식은 검색 쿼리의 종류에 의해 구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색하고

자 하는 3D 모델을 선택하거나 물체를 직접 스케치한 검색 쿼리를 이용하여 검색하면 검

색 쿼리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델들의 특징 점들을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순서대로 출

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도형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로 

유사한 순서로 나열된 도형 중에서 원하는 

도형을 선택한다. 선택된 도형은 작업 공간으로 이동되어 사용자에 의해 물리적인 환경 

안에서 자유자재로 표현될 수 있다. 표현된 도형들은 저장 및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언제라도 이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스케치 할 수 있는 공간은 정확한 검색을 

위한 정교한 스케치 또는 편리를 위해 기 제공되는 리모트 컨트롤러 외에 스마트폰 또한 

리모트 컨트롤러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리모트 컨트롤러로써의 역할은 HTML5의 웹소

켓을 사용하여 리모트 컨트롤러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APS를 통해 스마트 TV에 전달하도

록 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스마트폰과 스마트 TV를 이용하여 구현할 예정이다. LG전자 스마트 TV SDK를 활용하고 

HTML5, CSS3, Javascript를 활용한 웹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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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스마트 TV의 연동은 UDAP를 이용하거나 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 될 

것이다. 

스마트폰 개발은 Android SDK 및 Eclipse로 개발 예정이다. 

활용방안은 유치원이나 유초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TV 앱 마켓에 등록하여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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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3.1 기술적 요구사항 

3.1.1  EHD(Edge Histogram Descripto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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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dge Histogram Descri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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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ional edge의 다섯 가지 edge로 공간적인 분포를 표현하기 위해 histogram을 생성

한다. 하나의 영상을 16개의 sub-image로 분할하기 때문에 총 80개의 histogram bin에 

5가지 종류의 edge 방향의 발생 빈도를 나타낸다. 각 sub-image는 겹치지 않는 정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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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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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의 상대적인 edge 크기는 

 

  

위의 방식으로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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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5)로부터 얻은 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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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uclidean distance 로 Image Matching 

Euclidean distance은 다음과 같다. 

위의 식을 사용한 결과로 두 개의 Histogram을 비교한다. 즉, 이미지 비교를 통해 

Euclidean distance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수행한 후 쿼리 모델과 각 모델간의 

14방향의 Image Matching을 하게 된다. 14 X 14 = 196번의 같은 과정이 반복되게 되고 

결국 유사도를 산출하게 된다. 유사도를 산출한 후 각 모델별 유사도를 %로 나타내 오름

차순 후 결과 화면(Main.htm)에 출력하게 된다. 

 

 

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핵심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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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I 

계획서 

프로젝트 명 Content Based 3D Model Retrieval 

팀 명 INFINITE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0 2013-SEP-12 

 

캡스톤 디자인 II Page 12 of 21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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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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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소프트웨어 

1. 정확하지 않은 검색 결과 

- 비교에 대한 알고리즘의 성능이 미흡하다. 

- 형태가 비슷한 물체의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 

- 해결방안 : 정확한 비교를 위한 알고리즘을 탐색한다. (Shape Distributions, 

Reflective Symmetry Descriptors, Spherical Harmonics, Skeletal Graph 등) 

 

2. 부족한 데이터베이스 

- 검색엔진의 개발 구현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환경으로는 충분하지만 실제적으로 서

비스에 적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3D Object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다. 

- 3D Object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제작시간이 오래 걸린다. 

- 3D Object는 특정한 분야에 적합하단 인식이 강하다. 

- 해결방안 : 현재는 3D Object가 많이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 

 

3. 3D 모델의 다양한 확장자 

- 각각의 확장자마다 3D Object를 표현하는 정보가 다르다. 3D object file을 서버/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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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방안 : 컨버터 구현 및 각각의 확장자에 대한 알고리즘 구현한다. 

 

4. 3D 스케치에서 물체에 대한 정확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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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개인 역량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 똑같은 물체에 대한 그림을 다시 똑같이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 해결방안 : 스케치하는데 도움을 주는 툴을 구현한다. 

 

 

3.2.2  기타 

 

<출처 : Shadow Draw By Microsoft> 

 

스케치에 능숙하지 못한 일부 사용자를 위해 Shadow Draw 방식을 도입해 사용자들이 스

케치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을 쓰면 평소 검색을 많이 하는 정보

에 대해서 사용자들은 매번 번거롭게 검색할 필요가 없고,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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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HD(Edge Histogram Descriptor)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ARP(Angular Radial Partition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회전 및 변형에 좀 더 강인하게 구현한다. 이는 기존 EHD 알고리즘

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함으로 0도, 45도, 90도, 135도, 180도, 225도, 270도 315도의 총 

8가지 방향으로 회전 뿐만 아니라 변형에도 강인한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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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D 알고리즘과 동일한 전처리 과정 및 정규화한 이미지의 너비와 높이를 통해 빗변의 

길를 반지름으로 하여 원을 그린다. 그리고 나서 상수 M(Radial partitions의 수), 

N(Angular partitions의 수)을 정한다. MxN의 구획화된 각 섹터들의 intensity 값을 이용한

다. 

이 때, 

 

를 이용하여 scale invariant image feature를 구한다. ρ와 θ는 각각 k와 i를 대입하여 R

과 2π까지의 Intensity의 합을 연산하여 f(k, i)를 얻는다. 

그 후 1D discrete Fourier transform을 사용하여 f(k, i)와 ft(k,i)를 구하는데 이 식을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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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수식은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한 f(k, i)를 변형한 것이다. 이 수식들을 이용하여 

Manhattan distance(l1)을 이용하여 추출된 특징을 이용하여 이미지 매칭을 수행할 수 있

다. 일단 위의 Fourier transform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Euler의 공식이 필요하다. 

Euler의 공식 

 

은 위의 수식과 같은데 위의 Fourier transform을 Euler의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Manhattan distance를 이용하여 특징 비교를 하여 이미지 매칭을 수행함을 모델에서 추

출한 14방향의 카메라 뷰의 8개 각도의 특징마다 비교를 한다. 

이렇게 회전과 변형에 강인한 ARP 알고리즘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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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김현겸 
- Software Project Vice Leader 

- Application Features 개발 

박종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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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세부내용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비고 

요구사항분석 
요구 분석       

SRS 작성       

관련분야연구 
주요 기술 연구       

관련 시스템 분석       

설계 시스템 설계       

구현 코딩 및 모듈 테스트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6.2 일정별 주요 산출물 

마일스톤 개요 시작일 종료일 

계획서 발표 

개발 환경 완성 (GCC 설치, 기본 응용 작성 및 

테스트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일람표 

2013-07-04 2013-09-16 

설계 완료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3-07-04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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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01 2013-09-26 

2 차 중간 보고 

기능 90%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3-08-29 2013-10-24 

구현 완료 

시스템 100% 구현 완료 

산출물: 

1. 최종 구현 소스 코드 

2013-09-26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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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 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 개발일(MD) 

김현겸 3D 객체 표현 및 기능 개발 2013-08-25 2013-12-15 42.5 

박종미 스마트 TV 연동 2013-08-25 2013-12-15 42.5 

송종헌 3D Search Engine 메인 및 기능 개발 2013-08-25 2013-12-15 42.5 

안혜원 3D Search Engine 메인 및 기능 디자인 2013-08-25 2013-12-15 42.5 

이영재 3D Search Engine 메인 및 기능 디자인 2013-08-25 2013-12-15 42.5 

주재호 3D Search Engine 기능 개발 2013-08-25 2013-12-15 42.5 

 

 

 

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 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Aptana Studio Appcelerator, Inc. 2013-08-25 2013-12-15  

개발용 노트북 개인별 다양 2013-08-25 2013-12-15  

개발용 모니터 5 대 Dell 2013-08-25 2013-12-15 RGB or HDMI Cable 

LG 스마트 TV LG 2013-08-25 2013-12-15  

스마트폰 LG 2013-08-25 2013-12-15  

 

  

테스트 

시스템 통합 테스트 

산출물: 

1. 버그 없는 프로그램 

2013-11-15 2013-11-20 

최종 보고서 최종 보고 2013-11-21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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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모전 관련 

 

 

※ (현재 상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 스마트챌린지 LG전자 참여 중… 

-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발(3D 모델 직교놀이 어플리케이션) 

- 11월까지 마무리 

- 한이음 멘토링 진행(LG전자 방창배님) 

- 전자정보통신대학 지원비 70만원 물품구매 처리(A4 복사용지 외 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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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스마트 챌린지 LG전자 부분 

(https://eswcontest.com:6022/htm/collusion_07.php) 

1. 최종서류접수 : 9월 30일 마감 

2. 서류심사(10팀) : 10월 중 

3. 결선 : 11월 중 

4. 시상식 : 수상팀 시상 

 

 

※ 한이음 프로젝트 개설건 (장비 및 교통비, 회의 장소, 멘토 지원) 

 

 

 

  

https://eswcontest.com:6022/htm/collusion_07.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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