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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DIY는 “Do It Yourself”의 약자로 스스로 제품을 만들거나 수리한다는 뜻을 가지

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주5일제의 도입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개성과 자

유를 중요시하는 삶으로 사회 환경이 변화되면서 DIY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

가하고 있다. 그 중 DIY를 통한 가구 제작은 자신이 원하는 가구를 디자인함으로

써 세상에서 유일한 자신만의 가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DIY를 

이용해 가구를 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DIY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에 쫓겨 바쁜 삶

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따로 시간을 내서 DIY를 시도할 여유를 만들기가 쉽

지 않고, 부담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개발할 “Sketch D.I.Y”는 생활 속에서 출·퇴근시간, 등교시간 등과 같은 자

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DIY 가구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내야 한

다는 부담감 없이 DIY를 접할 수 있다. 자신이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

하여 “Sketch D.I.Y”를 이용한다면 굳이 시간을 내지 않고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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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구 디자인이 가능하다. 

“Sketch D.I.Y” 사용자들은 제작하고자 하는 가구를 3D 형태로 디자인 할 수 있

으며, 자신이 원하는 나무 재질을 선택하여 만들고자 하는 가구에 적용해 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한 가구를 실제로 제작할 때 도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가구에 대한 도면을 제공한다. 이 기능들을 통하여 “Sketch D.I.Y”가 실생

활에서 DIY를 이용한 가구제작에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해 다른 사용자들과 가구제작의 스킬 및 기법, 디자인 공유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처럼 앞으로 개발할 “Sketch D.I.Y”는 DIY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부터 전문가

까지 쉽고 부담 없이 작업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기기의 휴대성을 강조하여 시

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으며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DIY를 이용하여 

가구를 제작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2 추진 배경 및 관련기술 

1.2.1  추진배경 및 필요성 

DIY는 주5일제의 도입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생활패턴이 변화한 우리

나라에서 점차 시장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목공 DIY는 다른 분야에 비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대표적인 이유는 개성과 자유를 중요시 하는 삶으로 사회환

경이 변화되면서 더욱 인기가 많아지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직접 제작함으

로써 세상에서 유일한 가구를 만들어 자신의 개성을 표현 하는 도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의 DIY 가구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바쁜 현대인들에

게 DIY를 통한 가구를 제작하는 것은 따로 시간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막

상 시작하려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출·퇴근길, 

등교길 등과 같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가구를 직접 디자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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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따로 시간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처럼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나 의자, 책상, 수납장 등 자신이 원하는 가구를 디자인 할 수 있으며 작업 중간

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다시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면 이전에 작업

한 파일에 이어서 가구를 디자인 할 수 있다. 

목공DIY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PC버전에는 “SketchUp”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이

것은 PC용으로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며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모바일앱에서는 “목공DIY”용 앱은 아니

지만 “AutoCAD”라는 앱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3D가 아니라 2D로 

제공되며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면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용

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PC버전 프로그램과 비교해 앱을 이용한 DIY 가구 디

자인은 마우스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고 세세하게 작업할 수 없는 단점

이 있다. 하지만 “Sketch D.I.Y”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PC버전인 

“SketchUp”의 포맷 형식을 제공함으로써 연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Sketch D.I.Y”는 휴대하면서 수시로 작업할 수 있다는 휴대성과 편리성이 강조

된다. 더불어 세밀한 작업과 완성도 높은 가구 디자인을 원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하여 작업을 한 후 PC 버전 프로그램과의 연동을 통해 세밀한 디자

인 작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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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모바일 3D 모델링의 기술 현황 

 모바일(Mobile)이란 언제 어디서나 휴대가 가능하며 회선의 연결 없이도 무선통

신기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휴대성기기를 

이용하여(Portability) 이동 중에 실시간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상호교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현재 모바일 3D 그래픽스의 활용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모바일 콘텐츠의 패러다임 변화 : 2D에서 3D로 변화 

▪ 활용분야 : 3D 게임, 유무선 연동 3D 채팅 및 아바타 서비스, 3D 메세징, 3D 

맵, 3D 메뉴 및 바탕화면 

② PC수준에서 가능했던 3D 콘텐츠의 구현이 가능해질 전망 

▪ 가상박물관, 가상 쇼핑몰 등 가상현실 콘텐츠 서비스 예상 

③ 3D 가속 칩을 탑재한 모바일 3D폰의 본격적인 보급 

▪ 3D 콘텐츠의 일상적인 활용이 가능 

 

◆ 모바일 3D 엔진의 특성  

▪ 꼭지점과 삼각형 면의 집합으로 구성된 데이터가 화면 위에 해당하는 픽셀로 

나타나는 과정을 처리해주는 프로그램 

- PC의 경우 OpenGL 또는 DirectX가 이 역할을 수행 

▪ 화면/색상의 수 제한, 저전력 환경, 낮은 주파수의 데이터 버스 

 

◆ 모바일 3D 엔진의 구성 

▪ 전처리, 기하변환, 래스터라이저 세 단계의 처리과정으로 구성 

- 기하변환과 래스터라이저 부분은 PC에서는 전용 하드웨어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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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델링 및 전처리 과정  

▪ 3D 데이터를 꼭지점 및 삼각형 면의 정보 형태로 구성  

 

② 기하변환 과정 

▪ 꼭지점들의 화면상 좌표를 계산, 보이지 않는 면 제거(cull face), 광원 효과를 

고려하여 각 면의 색상을 계산 각 꼭지점에 대한 연산 수행 

▪ 모델&뷰잉 변환 -> 조명 -> 투영 -> 클리핑 -> 스크린 매핑  

 

③ 래스터라이저 과정  

▪ 주사선변환 과정을 거쳐 실제 그림을 디스플레이하는 과정 

즉, 화면 픽셀의 색상을 계산하여 픽셀 버퍼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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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모바일 3D 기술의 발전 과정 

 

 ① 이미지 처리기술 

 

   ◆ WBMP(Wireless BitMap) 

     ▪ 모바일 단말기의 제한된 메모리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파일형식 

     ▪ WAP 방식의 모바일 환경에서 널리 사용 

 

   ◆ SIS(Simple Image Solution) 

     ▪ 국내회사 네오엠텔에서 개발,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 

     ▪ GIF 및 JPEG에 비교하여 6배 이상의 압축률 

 

   ◆ GIF나 JPEG 

     ▪ 기존이 웹 환경에서부터 널리 사용, 유무선 콘텐츠 호환이 용이 

 

 

② 2D 벡터 그래픽스 기술 

 

  ◆ mobile SVG(Scalable Vector Graphics) 

    ▪ W3C에서 모바일 기기용으로 제정한 2D 벡터 그래픽스 표준 규격 

▪ 웹 문서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SVG의 부분집합이다. 

▪ 유무선 확장성이 좋으며 공개되는 표준규약이라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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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ash Lite 

    ▪ Flash의 모바일 버전, Macromedia에서 개발, 현재 Adobe 소유이다. 

 

  ◆ 2D 벡터 그래픽스 활용분야 

    ▪ 애니메이션, 게임, 지도 서비스, 전자책 단말기 인터페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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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D 그래픽스 기술 

 

◆ 3D 그래픽스 엔진 

▪ 3D 그래픽스의 핵심적인 기능을 별도의 소프트웨어로 개발 

 

◆ 3D 그래픽스 API 

▪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그래픽스 라이브러리 API 

▪ OpenGLES : 모바일 컨소시엄인 Khronos 그룹에서 개발 

- 2003.7 버전1.0 : OpenGL 1.3에 근거, 소프트웨어 구현에 촛점  

- 2004 중반 버전1.1 : OpenGL 1.5에 근거, 하드웨어 가속 강조 

- 2005 버전 2.0 : 쉐이딩과 프로그램 가능 하드웨어 지원 

 

▪ M3G (JSR-184) : Sun사의 Java 커뮤니티 그룹에서 개발 

 

◆ 3D 그래픽스의 활용 분야 

▪ 3D 게임, 3D UI, 3D 아바타 서비스, 3D 맵 서비스 등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계획서 

프로젝트 명 Sketch D.I.Y 

팀 명 5조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2.0 2014.03.12 

 

캡스톤 디자인 I Page 12 of 30 계획서 
All rights are reserved. Reproduction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the wrtten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

 

1.2.4  모바일 3D 기술의 발전 방향 

 

◆ 모바일 3D 가속 하드웨어 장치의 개발 및 일반화  

▪ H/W 장치의 과열 방지 기술과 저전력 H/W 설계 기술이 중요 

▪ 고성능 PC, PS2, X-Box 등에서 구현이 가능했던 고품질 3D 콘텐츠의 모바일 

기기 상에서의 구현이 가능해질 것  

 

◆ 모바일 기기 전용의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기  

▪ 현재  간단한 버튼 조작과 방향키로 게임 조작이 매우 단순 

▪ 아날로그 방식의 입력버튼, 360도 조이스틱 장치 등 예상 

▪ 최근 입체 디스플레이 패널을 장착한 모바일 기기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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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기술의 표준화  

▪ 현재는 Khronos 그룹과 JSR-184 그룹이 업계 표준을 제정 

▪ 많은 업체들이 이들의 표준 3D API를 채택하여 상품을 개발  

▪ 국내의 경우 국제 표준화 활동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보유 

 

1.2.5  모바일 3D 그래픽의 발전을 위한 조건 

◆ 모바일 전용 3D 그래픽 처리 엔진이 필요  

▪ 국내: 리코시스 M3D, 고미드 G3, 와우포엠 NF3D가 있음. 

▪ 외국: HI Micro3D, Fathammer X-Forge, Superscape Swerve 

 

◆ 모바일 3D 그래픽스 표준 API 필요 

▪ 그래픽스 기능 및 장면 그래프(Scene Graph)를 표현하는 표준 API로는 

OpenGL ES와 JSR-184가 대표적 

 

◆ 고성능, 저전력 특성을 갖는 그래픽 가속칩 필요  

▪ ARM, Intel, Micro Electronics, TI, ATI, NVidia 등은 모바일 3D 그래픽 하드웨어 

가속장치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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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바일 3D 기술의 발전 방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술의 표

준화이다. 현재는 Nokia, Ericsson, Motorola 등이 참여하는 Khronos 그룹과 Sun 

Microsystems 주도의 JSR 184그룹이 모바일 3D 분야의 업게 API 표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많은 업체들이 이들의 표준을 채택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의 모바일 3D 분야의 기술 발전 역시 이러한 발전된 기술이 얼마나 표

준으로 채택되어 많은 업체들에 이해 사용될 것인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특히 

모바일 기기 업계, 이동 통신 업계만큼 메이저 업체에 의한 기술 채택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분야도 드물다. 때문에 모바일 산업 분야의 주류 업체들이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어떤 형태로든지 표준화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례없는 모바일 단말기 보급률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성

능 모바일 단말기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모바일 분야에서의 기술 개

발을 활용한 국제 표준화 활동을 통해 세계 표준을 확보하고 세계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빠른 성장 속도와 국내 

업체의 역량을 감안해 볼 때, 모바일 3D 분야의 국내 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 

 

 

2 개발 목표 및 내용 

 

2.1 목표 

 

본 프로젝트는 3D Drawing Tool을 제공함으로써 “목공 DIY”를 원하는 사용자를 위

한 가구 3D 모델링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스마트

폰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가구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

지 않으며 휴대성과 편리성이 강조된다. 휴대성과 편리성과 더불어 더욱 세밀한 작

업을 원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PC에서 주로 사용되는 “SketchUp” 프로그램으로 연동

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다른 사용자들과 가구제작의 스킬 및 기법, 디자인 공유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크라우드소싱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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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2.2.1  연구/개발할 기능 및 목표 

기능 목표 

3D 모델링 

가구를 제작할 수 있는 모형을 3D로 제공하

며 삼각기둥부터 육각기둥까지 제공한다.  

사용자는 제공된 도형에서 원하는 도형을 선

택할 수 있다. 

pdf, skp 포맷 출력 

작업한 파일을 pdf 또는 skp 형식으로 저장

이 가능하다. skp는 SketchUp 프로그램과 연

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 pdf는 도면으로 제공

하기 위함이다. 

배경합성 

자신이 만든 가구를 배치할 공간을 사진으로 

합성하여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 있는 

기능이다. 

텍스쳐 입히기 
디자인한 가구에 원하는 텍스쳐를 선택하여 

가구에 적용할 수 있다. 

게시판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이 제작한 도면을 공유

하거나 궁금한 점을 올려 해결할 수 있는 의

사소통의 공간을 만들었다 

이동 

객체가 여러 개일 경우 다른 하나의 도형을 

옮길 필요가 있을 때 이동 가능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회전 

한 방향으로만 도형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회전 기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옆면, 뒷

면 등 다양한 측면으로 관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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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연구 개발 방법 

 

단계 연구 내용 연구 개발 방법 

 

1 

 

프로젝트 구상 및 주제 선정 

팀원들과 프로젝트의 주제로 삼을 아이

디어에 대해  회의한 후 최종적으로 가

장 적절한 주제를 선정한다. 

 

2 

 

프로젝트 연구 

선정된 주제에 대해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주제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연구를 

한다. 

 

3 

 

Application 개발 

 

Application의 UI 및 기능을 구현한다. 

 

 

4 

 

1차 테스트 

기본적인 기능을 갖춘 Application을 테

스트한다. 

 

 

5 

 

서버 구현 

게시판 기능, SNS 공유, 사용자 인증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현한다. 

 

 

6 

 

최종 디자인 수정 및 보완 

완성도 높은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디자

인을 수정하고 보완한다. 

 

 

7 

 

. 2차 테스트 

최종적으로 완성된 Application을 테스

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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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발 결과 

2.3.1  결과물 목록 및 상세사양 

대분류 소분류 기능 형식 비고 

UI 

도형 생성 
제공하는 도형 중 만들고자 

하는 도형을 선택한다. 
Module  

 복사 / 삭제 
선택한 객체를 복사하거나 

삭제한다. 
Function  

회전 / 이동 
x 축, y 축, z 축을 기준으로  

회전 및 이동이 가능하다. 
Function  

투명화 
만든 가구를 투명화함으로써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Module  

텍스처 
원하는 텍스처를 가구에 적용할 

수 있다. 
Function  

파일 저장 .skp, .pdf 파일 포맷을 지원한다. Module  

파일 열기 

이전에 저장했던 파일들을 

불러온 후 이어서 작업이 

가능하다. 

Function  

점 선택 / 다중선택 

점의 개수에 따라 점,선,면의 

변형이 가능하다. 

√ 1 개 : 점 변형 

√ 2 개 : 선 변형 

√ 3 개 : 면 변형 

또한 두 개 이상의 객체를 동시 

선택이 가능하다. 

Function  

Server 
게시판 

다른 사용자들과 정보를 

공유한다. 
Module  

사용자 인증 사용자 계정 관리를 한다.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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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목공 DIY” Application은 탐색모드와 선택모드로 나누어져 구현 및 작동된다. 탐색

모드에는 기본적으로 가구를 만들기 위한 도형을 생성하는 기능과 저장하기, 작업한 

가구를 원하는 배경에 직접 배치해 볼 수 있는 합성 기능과 그리고 여러 객체가 있을 

때 원하는 개수만큼 객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선택모드는 객체가 선택되어있을 때 자동으로 전환되는 모드로써 객체, 이동, 점 선

택, 취소 기능이 있다. 먼저 “객체”에는 복사, 삭제, 회전, 투명화, 텍스쳐의 기능이 있

으며 “이동하기”는 객체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x, y, z축을 이용하여 이동이 가능

하며 “점 선택”은 선택되는 점의 개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 선, 면의 모양을 변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소”는 이전 작업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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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디자인이 가능하다. 

 

◆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직접 제작이 가능하다. 

 

◆ 도면화 기능을 통해 실제 DIY 로 작업시 도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다른 사용자들과 가구제작의 스킬 및 기법, 디자인 공유가 가능하다. 

 

3 배경 기술 

3.1 기술적 요구사항 

◆ 서버 

 

 

① 사용자계정에 대한 ID와 password에 대한 DB관리 

 

② 사용자들이 게시판에 각자 작업한 파일에 대한 업로드에 관한 관리 

 ▪ 지원하는 저장 파일의 확장자는 .skp와 .pdf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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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gle App Engine 

▪ Google 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PaaS(platform as a service) 종류의 클라우드 서비스 

 

▪ Google App Engine 의 구조 

 
 

 

▪ Google App Engine 의 장점 

① Easy to Get Started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술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호스팅을 할 수있다. 

 

② Automatic Scalability 

자동으로 확장성을 제공하여 트래픽이나 스토리지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③ The Reliability, Performance, and Security of Google’s infrastructure 

Google 의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확장성과 보안 등을 믿고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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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언어 

 

▪ OpenGL ES 1.1 

OpenGL ES1.1 은 API 의 하드웨어 가속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1.0 과 완전히 

호환 가능하다. OpenGL ES 1.1 은 OpenGL 1.5 와 호환되는 버전으로, fixed function 

hardware 를 위한 API 를 제공한다.  

OpenGL ES1.1 의 새로운 특징은 강화된 기능, 향상된 이미지 품질, 성능증대이며, 

최적화된 기능과 소비 전력을 줄이기 위한 메모리 대역폭 감소 기능을 포함한다. 

 

다음은 OpenGL ES 1.1 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 레퍼런스(reference)로서의 OpenGL 1.5 – OpenGL ES 규격은 OpenGL 1.5 규

격에서 관련하여 정의된다. 

 

▪ 버퍼 오브젝트는 클라이언트가 메모리의 할당/초기화/렌더링 등을 위한 메커

니즘을 제공한다. 

 

▪ 자동 밉맵 생성(Auto mipmap generation)은 애플리케이션 밉(mip) 레벨을 생

성하지 않더라도 엔진 수준에서 밉맵을 생성하는 기능이다. 하드웨어 가속을 

통해 서 자동 밉맵 레벨 생성을 수행할 수 있다. 

 

▪ 강화된 텍스처 프로세싱은 범프맵핑(bump-mapping) 및 픽셀 라이팅 같은 

효과를 위한 텍스처 결합 기능과 최소 2개 이상의 멀티 텍스처를 포함하고 있

다.  

 

▪ 강화 포인트 스프라이트 및 포인트 스프라이트 배열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방식/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쿼드 대신 포인트를 사용하여 입자를 그릴 수 있도

록 해준다. 이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입자 효과를 가능하게 한다.  

 

▪ 그림 텍스처(Draw texture)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텍스처로부터 스크린의 직

사각 영역까지 이미지 픽셀(pixel)을 그리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성능은 게

임에서의 2D 프레임 기본구성과 비트맵 폰트 글립(glyph) 및 배경 채색의 가속

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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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3.2.1  하드웨어 

◆ IOS와 Android로 대표되는 스마트폰의 플랫폼 중에서 국내시장에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Android 플랫폼에서만 작동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IOS 사용자들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수 많은 회사에서 출시되는 다양한 종류의 제

품을 현실적으로 모두 테스트하기 힘들다. 따라서 가상 머신을 최대한 활용하되, UI를 비

율로 제작하여 최대한 많은 제품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한다. 

 

3.2.2  소프트웨어 

◆ 서버 서비스 이용 시간 

▪ Google 앱 엔진을 사용하여 서버를 구현하기 때문에, 과도한 트래픽이 몰릴경우, 서

버사용에 따른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짧은 시간 내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이 서버로 요청될 경우, 같은 내용을 리턴해 주는 쿼리를 매번 할 필요없이 특정 시

간동안 memcache에 저장한 다음 그것을 리턴해주는 방식으로 CPU와 API호출 과부하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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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GL ES 1.x 버전에서 함수의 구현 

▪ OpenGL은 PC에서 사용하기에 알맞은 크기의 library이지만, 이를 스마트폰에서 사용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양에 알맞게 경량화한 OpenGL ES를 사용해야 한다. OpenGL

에서 OpenGL ES로 경량화를 진행함에 따라 OpenGL에서는 사용 가능했던 함수들이 

OpenGL ES에서는 사용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

존의 함수의 역할을 하는 함수를 직접 구현함으로써 해결한다. 

 

◆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이루어지는 3D design의 제한사항 

▪ PC 에서의 3D 디자인과는 다르게 스마트폰에서의 디자인은 Input 으로 입력할 수 

있는 제한사항을 가진다. 오직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Input 은 상대적으로 작은 화면을 가지는 스마트폰에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SketchUp 프로그램의 파일 포맷을 지원하고, 자세하고 세밀한 작업은 

PC 로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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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담 

 

이름 역할 

노대현 

- Software Project Leader 

- 서버 설계 및 구현 

- User Interface 구현 

- 문서 최종 검토 

- 시스템 안정화 및 테스트 

최준석 

- 서버 설계 및 구현 

- User Interface 구현 

- 문서 최종 검토 

- 시스템 안정화 및 테스트 

서민재 

- 객체 Picking  

- 저장 기능 구현 (.skp/.pdf 확장자 지원) 

- Design 

- 문서 수정 및 보완 

- 시스템 안정화 및 테스트 

정윤호 

- 객체 Picking 

- 저장 기능 구현(.skp/.pdf 확장자 지원) 

- Design 

- 문서 수정 및 보완 

- 시스템 안정화 및 테스트 

박성은 

- 회의록, 보고서 등 최초 문서 작업 

- Usecase 작성 

- Design 

- 시스템 안정화 및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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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젝트 비용 

 

항목 예상치 (MD) 

프로젝트 주제 선정 5 

개발환경 2 

기획 4 

UI 구현 2 

디자인 4 

안정화 테스트 4 

디버깅 4 

합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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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 일정 및 자원 관리 

6.1  개발 일정 

 

항목 세부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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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선정 

 ◎ 주제 선정 및 아이디어 회의 

 ◎ 프로젝트 일정 계획 및 역할 분담 

 산출물 : 

1. 프로젝트 주제 선정 완료 

2. 일정 계획표 

2013-12-16 2014-01-14 

계획서 발표 

◎ 개발 환경 완성  

√ eclilpse 설치, JDK 설치, 안드로이드 SDK 설치, 

SVN 네이버 개발자 센터와 연동 

◎ 주제 관련 조사 및 연구 

산출물 :  

1.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2. 프로젝트 기능 알림표 

3. 요약계획서 

2014-01-15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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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표 PPT 

설계 완료 

◎ 시스템 설계 완료 

산출물 : 

1. 시스템 설계 사양서 

2014-01-23 2014-02-04 

1 차 중간 보고 

◎ User Interface 

√ 객체 선택 구현 완료 

√ 객체 이동/회전/복사/삭제/추가 구현 완료 

√ 객체 투명화/텍스쳐/배경합성 구현 완료 

√ 저장 기능 완료(skp, pdf 확장자) 

√ 실행취소(undo) 기능 구현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1 차 중간 보고서 

2. 동영상 

3.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4. 1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4-02-05 2014-04-03 

2 차 중간 보고 

◎ Server 구현 

√ Network(게시판) 

√ Network(사용자인증, DB) 

◎ 디자인 최종 수정 및 완료 

산출물 : 

1. 프로젝트 2 차 중간 보고서 

2. 동영상 

3. 프로젝트 진도 점검표 

4. 2 차분 구현 소스 코드 

2014-04-04 2014-05-01 

구현 완료 

◎ 시스템 구현 완료 

산출물: 

1. 구현완료 소스 코드 

2014-04-21 2014-05-27 

테스트 

◎ 시스템 통합 테스트 

◎ 지속적인 요구사항 수용 및 검토 

산출물: 

2014-05-02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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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ftware 알파 버전 

2. 디버깅 완료 소스 코드 

최종 보고서 

◎ 최종 보고 

산출물:  

1. 최종 보고서 

2. 최종 보고서 발표 슬라이드 

3. 시연 동영상 

4. Project 포스터 

5. 사용자 매뉴얼 

2014-05-17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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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인력자원 투입계획 

 

이름 개발항목 시작일 종료일 총개발일(MD) 

 노대현 

최준석 

서민재 

정윤호 

박성은 

 UI 설계 및 구현 2014.02.15 2014.02.28 14 

정윤호 

서민재 
 객체 선택 2014.03.01 2014.03.21 21 

박성은 UseCase 작성 2014.03.11 2014.03.17 7 

노대현 

최준석 
객체의 이동/회전/복사/삭제/추가 2014.03.18 2014.03.31 14 

노대현 

최준석 
객체의 투명화/텍스쳐/배경합성 2014.03.31 2014.04.06 7 

서민재 

정윤호 

저장기능 

  √ .skp / .pdf 확장자 지원 
2014.03.21 2014.04.10 21 

노대현 

최준석 

Network 

√ 게시판 만들기 

  √ DB & 사용자 인증 

2014.04.06 2014.04.26 21 

서민재 

정윤호 

박성은 

디자인 수정 및 보완 2014.04.01 2014.04.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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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 인적자원 투입계획 

 

항목 Provider 시작일 종료일 Required Options 

개발용 노트북 4 대 Samsung, LG 2013.12.16 2014.05.23  

테스트용 모바일기기 Samsung, LG 2014.01.14 2014.05.23  

Server Google App Engine 2014.03.10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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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종류 제목 출처 발행년도 저자 기타 

1 서적 
OpenGL ES 와 M3G 를 이용한 

모바일 3D 그래픽스 
지앤선 2010 

Kari Pulli 외 

4 명 
 

2 서적 Interactive Computer Graphics 사이텍미디어 2006 
Edward 

Angel 
 

3 문서 모바일 3D 기술 
한국멀티미디어 

학회지 
2009 정일홍  

4 웹  OpenGL ES 1.1 & 2.0 
http://zorg.tistor

y.com/128 
2009   

5 웹 OpenGL ES 
http://www.soen.

kr/ 
2008   

6 웹 Google App Engine 
http://rucifer.tist

ory.com/432 
2012   

7 문서 Google App Engine 의 이해 
http://softwareinl

ife.com 
2010 장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