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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목표 

1.1 목표 및 추진 배경 

본 프로젝트는 “목공 DIY”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Furni DIY”를 제작한다. “Furni DIY”는 “목공 DIY”를 하는데 필요한 도면을 단순히 

종이위에 그리는 대신 3D 모델링을 통해 사용자가 목표로 하는 가구를 직접 디자

인 하고 자동으로 도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3D 모델링이 가능한 

엔진을 개발하고 “목공 DIY”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포함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출처: 영남일보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0209.010111759450001 

 

위와 같이 현대인들의 DIY 가구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바쁜 

현대인들에게 DIY 가구 제작은 따로 시간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 따라서 

가구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

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구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서 동작하

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사용자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구를 직접 3D 

모델링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디자인을 불러와 도면으로 출력할 수 있다. 하지만 

모바일을 통한 디자인은 세밀한 작업이 힘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PC에서 주로 

사용되는 “SketchUp”에서 사용 가능한 파일 포맷으로 출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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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 내용 및 중간결과 

2.1 계획서 상의 연구내용 

2.1.1 3D 모델링에서 필요한 기능 

(1) 도형 크기 변경 / 도형 다중 선택 

 도형의 크기를 변경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면을 선택해 면을 이동시키는 방법과 

점을 여러개 선택해 이동시키는 방법이 고려되었다. 전자의 경우는 처음 생성된 도

형의 형태를 유지할 경우 편리하나 도형의 형태를 자유롭게 변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자의 방법을 선택해 도형의 크기를 변경하도록 한다. 점을 선택한 

개수에 따라 도형 변형이 가능한데 1개 선택 되었을 경우에는 점을 이용한 변형이 

가능하며, 2개 선택되었을 때는 선의 변형, 3개 이상 선택되었을 때는 면의 모양을 

변형할 수 있다. 이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디자인에 맞게 모양 변형이 가능하기 때

문에 자유로운 디자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책상 다리와 같이 서로 똑같은 형태를 가진 도형들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형 다중 선택 기능을 구현하도록 한다. 도형 다중 선택을 통해 여러 도형

을 한번에 이동, 회전, 삭제, 복사, 투명화, 텍스쳐 입히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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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형 이동 및 회전 

도형을 이동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생성될 때의 점의 좌표를 이동시키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도형을 회전시키는데 용이하도록 OpenGL ES에서 제공하는 

glTranslatef와 glRotatef 함수를 사용한다. 따라서 도형을 구성하는 점들의 좌표

값을 변경시키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조정된 값을 도형 객체내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도형 객체는 점들의 좌표 이외에도 각 축별로 이동한 범위값과 

회전시킨 각도값을 갖게 되고 OpenGL의 함수를 통해 이동이나 회전을 표현하도

록 한다. 

 

            
<도형의 이동>          <도형의 회전> 

 

(3) 도형 투명화 / 도형 텍스쳐 

도형이 생성될 때 기본적으로 투명화 처리를 한다. 투명화 처리는 도형의 각 점

을 선으로 연결해서 구현해 도형의 골격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후에 도형에 텍스

쳐가 입혀진 경우에는 텍스쳐의 알파값을 조정해 투명하게 보이도록 구현한다. 그

리고 도형에 여러 나무 재질의 텍스쳐를 제공해 실제 느낌의 가구를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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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화된 도형>               <텍스쳐 선택> 

 

2.1.2 배경 사진에 모델 배치 

카메라 촬영이나 모바일에 저장된 사진을 배경으로 배치시켜 3D 모델링된 가구

를 원하는 위치에 가상으로 배치시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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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도면용 image 파일 및 데이터용 3DS 파일 포맷 사용 

사용자가 디자인한 가구를 직접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 도면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어플리케이션에서 3D 모델링 한 가구를 도면으로 변환시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한다. 

그리고 화면 터치만으로 입력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폰에 비해서 보다 더 세밀한 

작업이 가능한 PC를 활용하는 것도 가구 디자인에 도움이 된다. 이에 3D 디자인 

분야에서 대표적인 PC 프로그램인 “SketchUp”을 이용하기로 하고, “SketchUp”에서

도 사용이 가능한 포맷 중 하나인 3ds 파일 포맷을 본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파일로 사용하기로 한다. 

 

 
< 3ds 파일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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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게시판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든다. 이를 통해 다른 사용

자들과 가구 디자인을 공유하거나 궁금한 점을 올려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공간을 제공한다. 서버는 Google App Engine을 사용하여 사용자들의 글과 3D모델

정보를 저장한다. 저장되어 있는 3D모델 정보를 파싱을 통하여 타 사용자들도 볼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가 원하면 타 사용자의 3D모델을 자신의 스마트기기에 저

장하여 수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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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행 내용 

2.2.1 구현한 기능 

 

 
가구 모델링을 위한 모드는 탐색모드와 선택모드가 있다. 탐색모드에서는 도형을 

추가하거나 모델링한 것을 도면(image)으로 출력하거나 PC 용 파일(3ds)로 출력할 수 

있다. 그리고 가구를 가상으로 배치할 이미지를 가져와 배치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룹화를 통해 여러 도형을 그룹핑할 수 있다. 선택모드에서는 선택한 도형을 

변형하거나 텍스쳐를 입힐 수 있으며, 선택된 도형의 점을 선택해 형태를 변형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룹핑이 되어있다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1) 도형 추가  

각 도형을 폭, 너비, 높이가 코드상에서 2.0인 크기로 생성한다. 도형을 생성할 때 

화면에 터치한 2D 좌표를 3D 좌표로 변환해 원하는 위치에 생성한다. 생성되는 도

형은 텍스쳐 없이 투명화 기능이 적용된 상태로 골격만을 생성하도록 구현하였다. 

구현하는 도형의 종류에는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 원기둥이 있다. 

도형의 종류는 가구에 주로 쓰이는 도형들 위주로 선택하였으며, 이후 점선택 기능

이 구현되면 점을 이동시켜 도형의 형태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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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형 이동 및 회전 

선택된 도형을 이동하거나 회전을 용이하게 하도록 x, y, z 각축의 버튼과 완료 버

튼 그리고 수치 조절을 위한 슬라이드바를 구현하였다. 이동이나 회전을 선택하면 

축을 나타내는 버튼과 슬라이드바가 나타나고 사용자가 원하는 축을 선택해 슬라이

드바를 이용해 도형의 위치나 각도를 조절해 변형시킬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또한 

그룹화 기능을 이용해 여러개의 도형을 한번에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킬 수 있다.  

 

           
     < 도형 회전 >         < 도형 이동 > 

 

(3) 도형 투명화 / 도형 텍스쳐 

도형의 투명화를 위해 도형의 각 점을 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자료구조를 별도로 

구현해 도형이 생성될 때 삼각형으로 구성된 공간도형이 아닌 선으로 구성된 공간도

형을 구현하였다. 도형에 텍스쳐가 입혀진 경우에는 텍스쳐의 알파값을 조정해 투명

하게 보이도록 구현하였다. 그리고 목재 텍스쳐를 제공해 도형에 텍스쳐를 입힐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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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쳐 도형 투명화 >            < 텍스쳐 맵핑 > 

 

(4) 도형 복사 및 삭제 

  선택된 도형들을 삭제하기 위해 모든 도형들을 포함하고 있는 콜렉션에서 제거시

킨다. 그리고 선택된 도형들을 복사하기 위해 같은 위치에서 x, y, z 값을 1씩 증가시

킨 도형들을 새로 생성하도록 구현하였다. 

 

(5) 도형 선택 / 도형 그룹화 

  

도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터치이벤트에서 발생한 화면 

pixel 값을 실제 도형이 그려지는 drawFrame 의 

값으로 변환해야 한다. 좌측의 그림은 Spherical 

coordinate system 의 그림이다. 카메라를 이동시키는 

이동시켰을 때,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도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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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교좌표를 구면좌표로 변환>            <구면좌표를 직교좌표로 변환> 

 

그 결과,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도형을 그리는 것에 성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한 mouse ray 에 해당하는 도형의 id 를 return 하는 함수를 구현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속성의 도형들을 보다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그룹화 기능을 

구현하였다. 하나의 그룹은 HashSet 을 사용하여 그룹화된 도형의 ID 를 가진다. 

그룹은 복수의 그룹을 관리하기 위해 각 HashSet 은 ArrayList 로 관리된다. 

 

 
그룹화된 도형은 이동, 회전, 추가, 삭제와 같은 기능에 동일한 동작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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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화된 도형 >                         < 그룹해제된 도형 > 

 

              
< 그룹의 이동 >                          < 그룹의 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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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배경 사진에 모델 배치 

디자인된 가구를 가상으로 배치시키기 위해서 카메라 촬영 또는 내부 저장소에서 사

진을 불러온다. 불러온 사진을 배경으로 배치시키고 가구를 이동시켜서 가상으로 배치

시킨다. 현재 메뉴선택시 Android Intent를 통해 카메라 촬영과 갤러리로 연결하는 것

까지 구현되었다. 카메라 촬영이나 갤러리에서 가져온 배경 이미지를 OpenGL ES의 배

경으로 만들고 디자인된 가구를 이동시켜 가상 배치를 할 수 있게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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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된 연구내용 및 추진 방향 

3.1 수정사항 

3.1.1 데이터 파일 포맷 변경 

원래 본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파일로서 “SketchUp”의 SKP파일을 사용하려 했으나, 

SKP 파일의 import / export를 위한 SketchUp SDK를 제공을 하지만 이는 윈도 기반에

서만 사용가능하기에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폰에서는 사용 불가하다. 또한 해당 파

일 포맷에 대한 공개된 문서도 없어서 별도 작업 또한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SKP 

외에 SketchUp에서 사용 가능한 파일 포맷 중 하나인 3ds 파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

경하고자 한다. 

 

3.1.2 도형 정보 표시 

도형의 변형에 따라 도형의 정보 표시의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편집화면 상단에 

선택된 도형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다. 표시할 정보에는 선택된 도형의 크기와 

위치 그리고 각도를 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도형을 이동이나 회전시킬 때의 수치를 

5단위로 조정하고 값을 표시해 도형의 변형에 편이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그룹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룹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표시해 가구 디자인에 편리함을 제공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3.1.3 도형 이동 및 회전 UI 변경 

현재 도형의 회전 및 이동에서 기준축을 선택한 다음 슬라이드바를 이용해서 수치를 

조절하도록 구현하였다. 이에 더해 좀 더 나은 방식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UI를 제

공한다. 다른 방식의 UI를 위해서 3D 모델링 응용 프로그램 3DS MAX와 Unity3D를 참

고하였다. 새롭게 제공할 UI는 사용자가 도형을 선택해 이동이나 회전을 하려고 할 때, 

선택된 도형에 축을 표시하고 각 축을 선택한 다음 화면 위에서 드래그를 통해 도형의 

위치나 각도를 변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구현한 다음 테스트를 통해 사

용자가 느끼기에 불편함이 없을만한 방식을 채택해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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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점 선택 기능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터치하는 화면 좌표값은 2D의 X,Y 좌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OpenGL ES 1.0에서 도형을 쉐이딩하는 좌표값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Unprojection을 이용해서 구현한다. 

 

 
                              < Unproject 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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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4.1 향후 계획의 세부 내용 

 

계획 내용 개요 시작일 종료일 

구현 

◆ 네트워크 

- 게시판 

- 사용자 인증 

◆ 저장 기능 

- .3ds 확장자 지원 

- image 파일 포맷으로 저장 

◆ 배경합성 기능 

2014-04-29 2014-05-15 

최종 점검 및 수정 ◆ Debugging 후 문제점 분석 및 해결 2014-05-02 2014-05-18 

디자인 수정 ◆ 디자인 수정 및 보완 2014-05-02 2014-05-18 

테스트 

◆ 발견된 문제점이 해결 되었는지 테스트 

◆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여 문제 

없이 실행되는지 확인 

2014-05-19 2014-05-22 

최종 보고 

◆ 프로젝트 최종 보고 

◆ 발표 및 전시회 준비 
2014-05-22 20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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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로 및 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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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