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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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정보에 대한 수월한 검색을 하기 위해 대부분의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검색방식인 

텍스트 기반의 검색에서 이미지 기반, 음성 기반 등의 내용 기반 검색 방식이 사용자들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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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

퓨터의 성능은 해가 거듭될수록 비약한 성장을 보이므로 그에 따른 그래픽 능력의 향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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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3D 모델을 직접 그려 사용해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

문에 인터넷에서 3D 모델을 검색이 등장하였다. 3D 모델을 검색하기 위해선 기존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검색하여야 하고, 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흩어져 있는 사

이트에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모델의 검색 결과에 대한 품질을 장담할 수 없는 단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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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모델 기반과 사용자가 그린 스케치를 기

반으로 하여 3D 모델을 찾는 검색엔진을 구현하고자 한다. 방대한 3D 모델의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사용자가 웹이나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직접 그려 원하는 3D 모

델을 검색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3D 모델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직접 

3D 모델을 업로드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검색 결과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기존의 텍스트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검색 엔진인 구글, 네이버 등에서는 텍스트 정보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정확히 검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컴퓨터 비전 및 영상처리 분야에서는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검색(CBMR: Content-Based Multimedia Retrieval)이라는 분야를 개척하여 멀티미디어 쿼

리(Query)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방

법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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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펜/손가락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스마트 기기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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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판매단가), 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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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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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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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 12개 지역 구분: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미국, 유럽 등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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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등 다양한 스마트기

기의 등장으로 기존의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이용한 인터페이스 방식은 손가락이나 펜을 

이용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터치스크린에서의 검색 시스템은 기존의 Text기반의 방식이 아닌 직접 스크린에 스

케치를 하거나 drag & drop 형태로 제공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로 효율적인 멀티미디어 

검색을 위한 시스템은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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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3D 콘텐츠 사업의 전망 

 

1. ‘I3DS & 3D@Home’이 2012년 10월 4일 발표한 ‘2012-2013 전 세계 3D 시장 조사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D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보급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전 세계 3DTV 판매 대수는 2억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2. OECD 33개 국가 중 28개 국가가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가운데 3D 콘텐

츠에 대한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3. 향후 3D TV 스크린은 영화팬들에게 극장 수준의 선명한 영화콘텐츠를 가정에서도 이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다양한 3D 콘텐츠 제작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4. 3D 영화, 방송, 게임 등의 콘텐츠 생산이 시장성장 견인 3D 시장의 성장 동력 

고화질 3D 콘텐츠 생산이 필수이다. 3D 스크린에 대한 인프라가 단기간에 큰 성과를 보

이는 가운데, 앞으로의 성장 키워드는 인프라에 부합하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될 것이

다. 2012년 현재 언제 어디서든 3D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평가

한다. 특히 중국, 러시아, 라틴아메리카의 3D 시장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다. (2012년 10월 

기준 전 세계 3D 스크린 수는 3만 5,000개로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된 상황. 여기에 2013

년에만 40편 이상의 3D 영화가 출시될 전망이다.) 

5. 영화, 방송, 게임에 대한 소비자의 3D 콘텐츠 소비 욕구 증가 

I3DS & 3D@Home는 미디어 시장조사업체 Seidmon & Associates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

과를 인용해, 소비자들이 영화, 스포츠, 자연물이나 여행 다큐멘터리, 비디오 게임 등에 

있어서 3D 콘텐츠를 강하게 선호한다. 2013년에는 이와 같은 소비자의 니즈를 적극 반영

하여 영화, 방송, 게임 등의 영역에서 시장 확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 

3D@Home이란 2012년 8월 국제3D협회(The International 3D Society, 이하 I3DS)와 

3D@Home 컨소시엄 간 합병 계약을 통해 창설된 ‘International 3D Society & 

3D@Home(이하 I3DS & 3D@Home)’의 약칭이다. 앞서 말했듯이 OECD 33개 국가 중 28

개 국가가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가운데 3D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큰 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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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1.2.4  멀티미디어 컨텐츠 증대로 인한 효율적 검색의 필요성 

멀티미디어 컨텐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는 이미지와 동영상인데 이러한 매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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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 검색은 각 이미지를 수작업을 통해 서술하는 방식으로 주로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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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많은 시간을 요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내용 기반 검색은 이러한 텍스트 기반 접

근 방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멀티미디어 데이터에서 내용 구성 요

소들을 자동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구성 요소들의 특징을 자동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검색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키워드와 관계없이 멀티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시청각적 특징만을 이용하여 검색을 실행한다. 

 

1.2.5  3D 모델 사용 증가 및 재활용의 필요성 

컴퓨터 사양이 급속도로 증가함을 따라 복잡한 3차원 모델을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환

경이 마련되고 있다. 3차원 모델을 저작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개발되면서 누구나 쉽게 3차

원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작된 3차원 모델을 쉽게 

고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3차

원 모델을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다른 사람이 만든 

3차원 모델을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3차원 모델 제작 도구를 이용하여 원하는 

3차원 모델을 손쉽게 재활용할 수 있다. 

 

1.2.6  3D 프린터 시장의 성장과 위험 요소 

제3차 산업혁명이 곧 일어난다. 바로 3D프린터를 이용한 혁명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이다. 

글로벌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는 3D프린터는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설계도만 있으면 즉시 제품이 출력가능하다는 장점 등이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1차 산업혁명의 상징인 증기기관차, 대량생산체제를 구축

한2차 산업혁명을 뒤로 하고 3D프린터로 인해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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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관련하여 뒤질세라 관련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너무나 당연하게도 버젓이

3D모델 도면 거래 커뮤니티나 3D프린터도 소매, 정보 공유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고 있다. 

 이렇게 영화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됐던 3D프린터가 서서히 현실세계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불과 4~5년전만 해도 3D프린터는 너무 비싼 가격탓에 일반개인이나 가정

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저렴한 개인용 3D프린터가 잇달아 출시되면서 비

즈니스계는 물론 일상생활속을 파고 들고 있다. 

 

3D프린팅은 추가 비용 없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공식석상에서 3D프린터를 언급하며 "3D프린터는 우리가 만드는 거의 모든 

것의 제조방법을 혁신할 것" 이라고 극찬했다. 

 그만큼 3D프린터는 제조업의 생산방식과 우리생활을 바꿀 혁신적 기술로서 그 가능성을 

인정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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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각국 시장의 치열한 선점경쟁으로 인하여 정부/기업/연구기관간 바삐 움직여야할 마

당에 아직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들은 이 시장에 참여도 안 했을뿐더러 관련 법안도 미비

한 상태이다. 이는 예전 신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을 더딘 역사적 

사실과 유사하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ICT시장에서 선도적으로 프린터시장을 점유해

야할뿐만 아니라 3D모델관련 사회적이슈 및 문제점도 빠르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 3D 프린터의 가격 하락 

 "개인용 3D프린터 가격이 앞으로 1~2년 이내에 1,000달러 이하로 붕괴될 것이다. 2년후

에는 500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 3D 시스템즈의 글로벌 마케팅 담당부 사장 케이시루

이스의 말이다. 이처럼 3D프린터의 가격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 실제로 몇 억 몇 천만원

대를 호가하던 3D프린터가 현재60만원의 개인용 3D프린터 제품까지 나온 상태이다. 

 

※ 도면 공유 서비스의 대두 

 현재 국내외로 3D프린터 도면 공유 및 매매 사이트가 부쩍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3D

프린터의 전망에 따라 판매 및 정보 공유 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서비스들

이 많아지고 있다. 실례로 아래는 국내외 대표 3D프린터 관련 서비스링크 주소이다. 

 

※ 작품 제작 과정 

 

 

 이는 미성년자의 총기 소지 혹은 3D프린팅의 무분별한 공급으로 인한 큰 사회적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의도로 쓰이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적합한 자격과 법률 준수 의무등이 따라야하지만 개인 혹은 국가에 그 일을 맡기기에는 

한계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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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Content 3D Model Retrieval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유해하거

나  악용될 수 있는 소지의 3D Model을 검색하고자 한다. 

 

 

 

1.3 프로젝트 목적 

 

 

3D 모델을 기반과 사용자가 그린 스케치를 기반으로 한 3D 모델을 검색하는 검색엔진을 

구현하고자 한다. 방대한 3D 모델의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사용자가 웹이나 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Contents based 3D Model Retrieval System 

팀 명 INFINITE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3-NOV-21 

 

캡스톤디자인 I Page 12 of 33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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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기기를 이용하여 직접 그려 원하는 3D 모델을 검색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

가 원하는 3D 모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직접 3D 모델을 업로드하여 검색할 수 있는 환

경을 구축하여 검색 결과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검색된 3차원 모델은 사용자가 그린 스케치와 가장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용자 중심의 검

색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물체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의도한 스케치는 그리기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손쉽게 스케치를 그릴 수 있

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고안한다. 다양한 뷰로 투영된 3차원 영상을 사용자의 스케치에 따

라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는 쉽게 스케치를 그릴 수 있으며, 원하는 모델을 정확하게 검색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 Content based 3D Model Retrieval을 사용한 3D 모델 필터링 시스템 개발 

 위에서 언급한 3D 프린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발생되는 위험 요소를 대비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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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해결 방안 및 과정 (개념설계 및 상세설계, 계산) 

2.1 연구/개발 내용 

2.1.1  Start Page 

 

3D 모델을 기반으로 3D 모델을 검색하거나 스케치를 기반으로 3D 모델을 검색하는 두 

가지 선택사항을 Start page로 나타내었다. 3D 모델로 검색은 360도로 회전하도록 구현하

였고 스케치로 검색은 펜이 계속해서 물고기를 그리도록 구현하였다. 

 

 3D 모델로 검색을 클릭 

Coverflow.html 페이지로 링크된다. 

 스케치로 검색을 클릭 

Sketch.html 페이지로 링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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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Coverflow page 

 

3D 모델을 커버플로우 형식으로 사용자의 클릭을 통해 넘겨 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13

개의 쿼리(Query)모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선택한 쿼리 모델에 대한 검색 결과

를 볼 수 있다. 

 

2.1.3  Category 선택 

 

커퍼플로우 페이지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Bug를 선택하면 커버플로우가 Bug로 바뀌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선

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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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Main page 

 

기존의 텍스트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검색 엔진인 구글, 네이버 등에서는 텍스트 정보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정확히 검색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컴퓨터 비전 및 영상처리 분야에서는 내용기반 멀티미디어 

검색(CBMR: Content-Based Multimedia Retrieval)이라는 분야를 개척하여 멀티미디어 쿼

리(Query)가 내포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한 방

법을 연구하고 있다. 

 

2.1.5  Result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Contents based 3D Model Retrieval System 

팀 명 INFINITE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3-NOV-21 

 

캡스톤디자인 I Page 16 of 33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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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도가 높은 순서대로 3D 모델이 검색되며 화살표를 클릭하면 그 다음으로 유사한 3D 

모델이 검색된다. 페이지는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살표로 이동한다. 

 

2.1.6  Category 선택 

 

main.html에서 또 다른 3D모델을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하도록 구현하였다. 투명바를 움직

이거나 마우스나 손가락을 이용하여 하단에 나타나 있는 모든 3D 모델 이미지를 볼 수 

있다. 

 

2.1.7  Sketch page 

 

스케치페이지에서 사용자가 그린 스케치에서 EHD기술을 이용하여 DB에 저장되어 있는 

3D 모델 중 가장 유사한 3D모델 순으로 출력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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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2.2.1  시스템 구조도 

 

 

2.2.2  3D 모델 검색의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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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스케치로 검색의 Flow chart 

 

 

2.3 활용/개발된 기술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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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의 상대적인 edge 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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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방식으로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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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uclidean distance로 Image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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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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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활용/개발된 기술 

1. 운영체제 환경 

- Windows7 32/64bit 

- OS X Lion 

 

2. 응용 프로그램 

- Aptana Studio 3 

 JavaScript 전용 개발 툴(IDE)이다. CSS, HTML, JavaScript 코드 어시스트도 제공되고 대

표적인 자바 스크립트 Framework 라이브러리까지 제공한다. 

이클립스 기반에 Plug-in으로 개발되고 리치클라이언트와 Plug-in 방식을 모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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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래픽스 API를 제공하는 HTML요소의 컨텍스트이다. 

 

3. 개발 언어 

- HTML5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을 Browser에 표현하고 실행하기 위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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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태블릿 PC의 친화적인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다. 단말기, OS, 웹 브라우져의 종류에 구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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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이고, 자바와 자바

스크립트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 CS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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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ML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W3C의 표준이며, 레이아웃과 스타일을 정의할 때의 자유도가 

높다. 

- Can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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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으로 SVG 그래픽을 활용하고 있어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게임 그래픽이나 다른 기

타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그려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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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 jQuery 라이브러리 사용 

 jQuery는 브라우저 호환성이 있는 HTML 속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이며 클라이언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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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 하나로서 Ajax를 내장하여 풍부한 웹 표현력을 가지고 있으

며 확장성이 우수하며 웹 어플리케이션의 생산력을 높여준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 및 

CSS 조작을 간편하게 해준다. 

 

2.5 활용/개발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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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Application 

2.6.1  시스템 아키텍쳐 

1. 핵심 시스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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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하학 정보를 이용한 3차원 모델 검색 구조 

 

 

3. 사용한 알고리즘 

(1) EHD(Edge Histogram Descriptor) 

 MPEG-7의 EHD 알고리즘은 기존 CBIR(Content Based Image Retrieval)에 사용하는 

MPEG-7 표준 비주얼 기술자 중의 하나이다. 여러 기술자들 중 EHD는 영상의 에지 분포

를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하여 영상의 특징 정보를 추출한다. 

 MPEG-7 EHD는 영상을 16개의 로컬 영역으로 나눈 후 각 로컬 영역에서 5가지 종류의 

에지 분포를 측정하여 영상 전체를 대표하는 80개의 정보로서 영상을 기술한다. 그 후 80

개의 bin값을 얻은 후 Euclidean Distance을 사용하여 각 영상간의 유사성을 비교한다. 

Distance 값이 작을수록 더 유사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를 내림차순 정렬하여 상단부분에 

표현함으로써 Client 사용자는 유사한 순대로 정렬된 결과를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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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RT(Angular Radial Transformation) 

 ART의 경우에는 모멘트의 크기 정보만을 이용하여 저니키 모멘트에 비해서 더 좋은 영

상 검색 성능을 보이고 있고 위상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도 더 좋은 영상 검색 성능을 제공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향상된 영상검색 성능을 얻기 위해서, 

ART(Angular Radial Transform)의 크기와 정렬된 위상들로 회전에 불변한 특징벡터

(IARTD:Invariant ART Desciptor)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영상을 검색하는 방법을 구현

한다. ART를 이용해서 IARTD를 생성하는 방법과 향상된 정합 결과를 제공하는 IARTD간

의 거리 계산 방법을 포함한다. 

 

(3)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PCA)는 통계학 기법으로 어떠한 정보에서 분산을 최대로 하는 방향(변량)을 

찾아 그로 부터 데이터를 축약하여 데이터의 개별 정보를 보다 보기 쉽게 표현해주는 방

식이다. PCA를 이용하면 삼각면 속 정점들의 배치 형태를 분석하고 그 형태에 대한 가장 

자연스러운 좌표 축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정의할 기본 주성분(primary 

principal conponent)은 데이터가 가장 많이 변하는 방향으로 임의로 정의할 수 있다. 

 

4. Application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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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FE 알고리즘을 통하여 대부분의 임의의 방향, 임의의 위치, 임의의 크기에 대해서는 

강건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함. 

(2) Distance가 '0.2' 이하면 대부분의 위험물을 판별하는 것으로 나타남. 

(3) Face 최적화나 Face 수 변화에 대해서 GFE 알고리즘은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 

필터링으로 사용하기 어려움을 실험적으로 확인함. 

(4) Face 변화에 대해서는 EHD와 같은 알고리즘은 Face에 영향을 받지 않는 2차원 관련 

특징 추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GFE 알고리즘에서 필터하지 못한 부분을 커버 할 수 있

음.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Contents based 3D Model Retrieval System 

팀 명 INFINITE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3-NOV-21 

 

캡스톤디자인 I Page 25 of 33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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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필터링 방법 

(1) GFE에서 Distance를 '0.1'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들은 거의 돌안한 모델로 판별할 

수 있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 그러므로 Distance가 '0.1' 이하인 것은 필터링되어 등록

이 거부됨. 

(2) GFE에서 Distance를 '0.5'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들 중에서도 총기 부품으로 보이

는 것들이 걸려져 나오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함. 

(3) EHD를 사용하여 필터가 되지 않는 위험물들을 감지. 

- GFE에서 감지하지 못한 위험물들을 감지함. 

- GFE에서 Distance가 '0.5' 이하인 것들 중에 EHD 거리가 '100' 이하인 것들을 위험물 

판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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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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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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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질 수 있다. 기초부터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는 부품은 드물다. 만약 새로운 부품이 기

존의 유사한 부품을 참고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다시 설계된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설계자들은 새로운 부품의 설계 과정에서 기존 부품의 

설계 자료를 이용하고자 한다. 현재 대부분의 기계 설계자들은 부품 설계시에 형상 기반 3

차원 모델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기존 부품의 구속 조건들을 변화시

킴으로서 전체적으로 다시 설계하지 않고도 새로운 부품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

므로 만약 설계자들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형태의 부품을 효과적으로 검색하

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2. 대형마트에 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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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머

는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를 후보군 중에 쉽게 찾을 수 있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캐릭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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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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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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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서 사람들의 얼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쉽게 몽타주를 그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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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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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나온 제품 중에 쉽게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구현한 시스템과 N스크린 개념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1. 교육분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활용하는 학생과 대형 스크린이나 스마트TV를 활

용하는 교사들간의 질의 및 응답, 문제 해답 제공 등의 인터랙션을 제공할 수 있다. 

2. 방송분야: 다양한 방송 콘텐츠 등을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에서 쉐어링 기능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3. 게임분야: 기존 AOS 및 MMORPG 장르의 게임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도 PC에

서 실행하듯이 즐길 수 있다. 

4. 비즈니스 분야 : 화상회의 등 대역폭이 큰 서비스를 IP기반 고속 멀티미디어 기반으로 

구현이 가능하다. 

5. 스포츠분야 : 다양한 스포츠 데이터들을 웹 기반 및 스마트폰을 통해 분석 시스템 구현 

및 통계를 산출할 수 있다.  

 

4 프로젝트 성과

삼 성 S D S 의  新 사 업  아 이 디 어  공 모 전  2 , 7 4 9 개  아 이 디 어  중  1 6 위  진 출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의  아 이 디 어  페 스 티 벌  2 ,000여 개  아 이 디 어  중  30위  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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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처리학회 멀티미디어 저널에 논문 투고 중 

 
Figure25. 한국멀티미디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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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평가 

1. 김현겸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내용 기반 검색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계기였다. 

구글의 이미지 검색을 평소 많이 사용하면서 편리함을 많이 느꼈는데 3D 모델을 검색하기 

위한 검색 엔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부터 애착이 많이 갔다. HTML5, WebGL로 

구현하려고 목표를 잡고 막상 하려고 보니 자료가 많지 않아 고생 아닌 고생을 한 것 같다. 

기획할 때 많은 기능들을 생각하였지만 결과물로 많이 나오지 않아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

다. 히스토리 기능이라든지 SNS 연동 기능을 구현하였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

을 것 같다. 그리고 각종 공모전에 참가하여 얻은 경험으로 아이디어의 가능성과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얻을 것 같아 도움이 된 프로젝트였다. 

 

2. 송종헌 

졸업프로젝트 팀장을 맡으면서 내가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를 또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되었

다.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 졸업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켜 업그레이드를 하는 모습을 하

루빨리 지켜보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팀원들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내 의지도 

중요할 것이다. 그래도 교수님께서 물심양면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구현

도 아직까지는 미비하나 어느 정도 되었고 공모전도 여럿 지원했었다. 앞으로 공모전을 보

게 되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3. 안혜원 

우선 장기간으로 진행했던 졸업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후련하면서도 아

쉬움이 남는다. 장기간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새로 만난 팀

원들과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라든지 설계와 구현하는 것에 시행착오를 겪은 것 같다. 하지

만 서로 의견을 좁혀가면서 결국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 성취감을 

느꼈다. 그리고 HTML5나 WebGL과 같은 기술을 졸업프로젝트로 활용해 볼 수 있었기 때

문에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프로젝트 기간 동안 도전했던 2개의 공모전을 지원했

는데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구현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볼 수 있는 경험도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더욱 보완하여 더 

강력한 3D 모델 검색엔진으로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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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영재 

이번 프로젝트를 마치고 전공공부에 소홀했던 나를 보게 되었다. 프로젝트를 하며 팀원들

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교

수님과 더불어 우리팀원 모두가 나를 이끌어주고 잡아줘서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 우리

팀은 이번 프로젝트를 외부 공모전에도 많이 나갔었는데, 팀원들과의 조화와 외부에서 보

는 면접 등 프로젝트 이외에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았다. 

 

5. 주재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HTML5, JavaScript, JQuery, WebGL 

등 수업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접해보지 못한 기술들도 많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또 

팀 프로젝트라는 개인이 아닌 여럿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등 같이 진행하면서 

팀 프로젝트가 어떤 방식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우리 프로젝트는 아

이디어도 좋지만 기술적인 면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3D model, 즉, 전문

적인 분야를 다루어본 것이 차후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

로 나중에 팀 프로젝트를 다시 하게 된다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쉬운 

점이 많지만 보람찬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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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자 매뉴얼 

6.1 사용자 매뉴얼 

6.1.1 3D 모델로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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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스케치로 검색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