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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프로젝트 개요 

 “Furni DIY”는 사용자가 DIY를 이용한 가구를 제작하고자 할 때 가구 디자인을 자신

이 원하는 형태로 디자인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Furni DIY”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첫째, 가구 디자인을 위한 3D 모델링이 가능하다. 먼저, 기본적으로 가구 디자인에 

필요한 공간 도형으로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 그리고 원기둥을 제공

해준다. 그리고 디자인한 가구에 원하는 나무 재질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목공 DIY 가구 디자인에 가깝도록 텍스쳐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디자인한 가

구에 대해 투명화, 복사, 이동, 회전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3D 모델링을 통한 입체적

인 가구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PC버전 유사 프로그램과 비교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DIY 가구 디자인은 화

면 터치만으로 입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PC를 이용하는 것 보다 정확하고 세세하게 

작업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Furni DIY”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3D 디자인 

분야에서 대표적인 PC 프로그램인 “SketchUp”의 포맷 형식을 제공함으로써 연동을 가

능하게 하였다. “SketchUp”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포맷 중 하나인 3ds 파일 포맷을 본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파일로 사용하여 스마트 폰에 비해서 보다 더 세밀한 작업은 

PC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게시판을 통해서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

해 사용자들은 가구제작의 스킬 및 기법, 디자인 공유 등 DIY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를 공유할 수 있다. 

이처럼 “Furni DIY”는 DIY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부터 전문가까지 쉽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 기기의 휴대성을 강조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

으며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DIY를 이용하여 가구를 제작하고자 할 때 유용

하게 사용되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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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2.1  Furni DIY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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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현대사회에서 주5일제의 도입으로 인해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개성과 자유를 중

요시하는 삶으로 사회 환경이 변화되면서 DIY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는 이러한 창조적

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목공 DIY는 다른 분야에 비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대표적인 이유는 개성

과 자유를 중요시 하는 삶으로 사회 환경이 변화되면서 더욱 인기가 많아지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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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원하는 대로 직접 제작함으로써 세상에서 유일한 가구를 만들어 자신의 개성

을 표현 하는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목공 DIY가 다른 DIY분야에 비해 사

람들에게 많은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1.2.2  Furni DIY의 필요성 

현대인들의 DIY 가구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상 바쁜 현대인들에게 DIY

를 통한 가구를 제작하는 것은 따로 시간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막상 시작하려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처럼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Furni DIY”는 생활 속에서 출·퇴근시

간, 등교시간 등과 같은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DIY 가구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

간을 따로 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DIY를 접할 수 있다. 자신이 휴대하고 있는 안드로

이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인 “Furni DIY”를 이용한다면 굳이 시

간을 내지 않고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의자, 책상, 수납장 등 가구 디자인이 가능하

다. 

유사프로그램으로 PC버전에는 “SketchUp” 이 존재한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

하는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PC용으로만 

제공이 된다. 모바일 앱에서는 “목공DIY”용 앱은 아니지만 “AutoCAD”라는 앱이 있는데 

이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3D가 아니라 2D로 제공되며 사전에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Furni DIY”는 DIY 혹은 디자인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쉽고 간편하게 자신이 원하

는 대로 가구 디자인이 가능하다. 또한 휴대하면서 수시로 작업할 수 있다는 휴대성과 

편리성이 강조되며 더불어 세밀한 작업과 완성도 높은 가구 디자인을 원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PC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파일 포맷을 지원한다. 따라서 “Furni DIY”는 목공 DIY를 

취미로 하는 바쁜 현대인에게 필요한 쉽고 간편하며 재미있게 3D 모델링을 통한 가구 

디자인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다. 

 

  



 

국민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캡스톤 디자인 I 

결과보고서 

프로젝트 명 Furni DIY 

팀 명 Oh! 

Confidential Restricted Version 1.2 2014-MAY-27 

 

캡스톤디자인 I Page 7 of 36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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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발 내용 및 결과물 

2.1 목표 

본 프로젝트는 3D Drawing Tool을 제공함으로써 “목공 DIY”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

을 위한 가구 디자인이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목공 DIY”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기

능들을 포함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DIY를 이용하여 가구를 제작할 때 필요한 도면을 단순히 종이 위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3D 모델링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목표로 하는 가구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직접 원하는 가구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한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가구 디

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하면서 작업이 가능하여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

아 휴대성과 편리성이 강조된다. 또한 세밀한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PC에서 주로 사

용되는 3DS 포맷을 사용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PC에서의 추가적인 작업인 작업이 

가능하고 반대로 PC에서 작업한 파일을 “Furni DIY” 어플리케이션에서 불러올 수 있

다.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안드

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Android SDK를 활용한다. 둘째, 어플리케이션

에서의 3D 모델링을 제공하기 위해서 OpenGL ES를 활용해 3D 엔진을 개발한다. 셋

째, PC와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한 디자인을 3DS포맷으로 저장하고 불러

오는 기능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간에 설계한 디자인, 정보 등의 공유를 위

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Google App Engine을 활용한 서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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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물 

 

2.2.1  연구/개발 내용 

(1)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Furni DIY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Activity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하는 안

드로이드 버전은 API 11 (Android 3.0, Honeycomb) 이상이다. 

Intro Activity: 어플리케이션이 시작되는 Activity이다. Furni DIY의 로고를 표시

하고 Main Activity가 시작된다. 

Main Activity: 메인 메뉴를 구성하는 Activity이다. 시작하기, 불러오기, 게시판, 

종료하기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Edit Activity: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인 3D 모델을 편집하는 Activity이다. 메뉴와 

정보표시 텍스트 그리고 OpenGL ES의 Surface View로 구성된다. 

TabMain Activity: 게시판을 구성하는 Activity이다. 게시판과 FAQ를 구분하는 

탭으로 구성된다. 

Write Activity: 게시판에 게시글을 쓰는 Activity이다.  

FAQ Activity: FAQ를 표시하는 Activity이다. 

Board Activity: 게시판의 게시글 목록을 표시하는 Activity이다. 

Contents Activity: 게시글의 내용을 구성하는 Activity이다. 

File Open Activity: 파일을 불러오거나 공유하기 위한 Activity이다. 

File Save Activity: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Activity이다. 

Texture Activity: 텍스쳐를 선택할 수 있는 Activity이다. 선택할 수 있는 텍스쳐

들이 표시되며 확인과 취소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다. 

 

(2) 3D 모델링 

(2.1) View: 3D 모델링의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대상을 자

세하게 관찰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따라서 작업 공간을 바라보는 시점을 구면

좌표계로 설정하였다. 시점의 이동과 확대 및 축소를 구현하기 위해서 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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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의 GL Surface View  따라서 사용자는 터치 드래그를 통해서 시점을 이

동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손가락을 이용한 pinch 드래그를 통해서 화면을 확대

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 구면좌표계 > 

           

       <Furni DIY 작업 공간 > 

 

(2.2) 기본 도형: 사용자는 목공에 주로 사용되는 형태의 도형들을 추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도형은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 원

기둥이 있다. 사용자는 이 도형들의 변형을 통해서 원하는 가구를 모델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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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각 도형들은 기본적으로 너비, 폭, 높이가 코드상에서 2.0의 크기를 갖도

록 하였으며, 점선택 기능을 지원하여 도형의 형태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텍스쳐: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나무 재질을 선택해, 자신이 

디자인한 형태에 텍스쳐를 입혀볼 수 있다. 텍스쳐를 입히기 위해서 도형을 구

성하는 각 점들을 GL_TRIANGLE_STRIP으로 연결한다. 그리고 OpenGL ES의 

glGenTextures, glBindTexture, texImage2D와 같은 메쏘드들을 이용해 텍스쳐를 

도형에 맵핑한다. 

 

(2.4) 이동 및 회전: 선택한 그룹이나 단일 도형을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OpenGL ES의 glTranslatef, glRotatef 메쏘드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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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형 선택: 도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Android 화면상에서 User가 Touch

하는 2D(X,Y) 좌표가 도형이 그려진 3D(X,Y,Z) 좌표와 대조하여 일치하는 도형

이 선택되게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구면좌표계의 변환을 응용하였다. 확대와 

축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단위픽셀당 변환된 구면좌표계 거

리를 단위로 바꿔서 직교좌표계와 구면좌표계의 변환 공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touch하는 2D 좌표를 3D좌표로 변환하였다. 

 

        

<직교좌표계에서 구면좌표계로 변환>  <구면좌표계에서 직교좌표계로 변환> 

 

(2.6) 도형 그룹화 설정/해제: 동일한 속성의 도형들을 보다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그룹화 기능을 구현하였다. 하나의 그룹은 HashSet을 사용하여 그

룹화된 도형의 ID를 가진다. 그룹은 복수의 그룹을 관리하기 위해 각 HashSet

은 ArrayList로 관리된다. 

 

그룹화된 도형은 이동, 회전, 추가, 삭제와 같은 변형 기능에서 동일하게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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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화된 도형>      <그룹해제된 도형> 

 

    

         <그룹의 이동>         <그룹의 회전> 

 

(3) 3ds 파일 출력 

3ds file load시에는 본 어플리케이션에는 직접 필요하지 않은 data도 있어서 

필요한 data만으로 3d model을 작성토록 하였고, 반대로 file save시에는 본 어

플리케이션 내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만으로는 완전한 3ds file이 되지 않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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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족한 data는 3ds file의 기본값을 내부적으로 설정하여 저장토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3ds file의 구조는 object의 특성 및 개수 등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져서 본 어플리케이션에서 3ds file save시 아직까지 100% 호환은 되지 않

는 상태이다. 

 

(4) 네트워크 

Google App Engine의 Data Store을 통하여 개발하였다. 게시판 이용시 사용자

가 작성한 글을 서버에 저장하여 타 사용자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또한 3ds file을 통하여 디자인한 3D 모델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배경 합성 

Furni DIY는 사용자가 설계한 가구를 가상으로 배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사

용자는 가구를 실제로 배치할 공간을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이미 스마트폰에 

저장되어있는 사진을 가져와 배경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설계한 가구를 

이동하거나 회전시킴으로써 가상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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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시스템 기능 및 구조 설계도 

1. 탐색 모드 

(1) 도형 추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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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장 기능 

< 3DS File Load >

FileOpenActivity

DataFileLoader

시작

종료

Load할 파일 선택

MappedByteBuffer로
파일 처리

MapReader

Parser

Model

FileToPrism

EditActivity

Server

3ds file format의
각 chunk별로 parsing

parsing data를 기반으로
model data file 생성

Model data file의 내용을
기준으로 object data 설정

설정된 data로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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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Activity

PrismToFile

FileSaveActivity

WriteFile

메뉴 중 [저장] 선택

현재 View에 그려진
object data를 text로 저장

기존 파일 선택
혹은 새로운 파일명 입력

저장된 text 파일의 내용을 기준으로
3ds format에 맞게 3ds files 생성

시작

끝

< 3DS File Sa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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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룹화 기능 

 

 

2. 선택 모드 

(1) 변형 기능 

(1.1) 이동 및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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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복사 

   

(1.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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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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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트워크 

 

 

2.2.3  활용/개발된 기술 

(1) OpenGL ES 

 3D 그래픽 라이브러리인 OpenGL은 태생적으로 무거울 수밖에 없다. 

연산량이 많으므로 CPU는 가급적 빨라야 하며 대용량의 데이터를 다루고 

다량의 버퍼를 사용하므로 메모리도 많이 소모한다. 고성능 PC 환경은 이런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므로 큰 무리없이 잘 실행된다. 그러나 자원의 

제약이 훨씬 더 심한 모바일 장비들은 입체 그래픽을 출력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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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 모바일CPU는 느리고 메모리는 

제한되어 있다. 게다가 항상 배터리에 의존해서 동작하므로 부족한 

자원조차도 마음껏 활용하기 어렵다. 더 치명적인 것은 그래픽 하드웨어의 

지원이 아예 없거나 미약해서 모든 것을 소프트웨어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제약이 심한 임베디드 환경을 위해 더 작고 가벼운 별도의 

표준을 재정했는데 이것이 바로 OpenGL ES이다. ES는 Embeded System의 

약자이다. ES 표준은 크로노스 그룹에서 관리한다. ES는 상위의 표준인 

OpenGL에서 잘 사용되지 않거나 대체적인 방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축소하여 만든 것이다. 즉, OpenGL의 서브셋이다. OpenGL에 비해 ES는 다음 

기능들이 제거 또는 축소되었다. 

■ 지원 타입의 수를 줄였다. 대표적으로 GLdouble 타입을 지원하지 

않는데 사실 OpenGL에서도 이 타입은 잘 사용되지 않았다. 라이트 

버전에는 GLfloat도 없고 고정 소수점 타입인 GLfixed 타입을 대신 

사용한다. 임베디드 시스템에는 부동소수점 연산을 하드웨어가 수행하지 

못하므로 소프트웨어로 느리게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GLbyte, GLubyte, 

GLshort 타입도 제거되었다. 

■ 즉시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다. glBegin~glEnd 블록안에서 그리기 

함수를 호출할 수 없고 정점 배열만 사용할 수 있다. 함수 호출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 사각형을 그리는 glRect 함수가 제외되었다. 그래서 모든 물체를 

삼각형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GL_QUADS, GL_POLYGON 모델도 제외되었다. 

사실 이 기능들은 OpenGL에서도 잘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 색상 인덱스 모드는 지원하지 않는다. 조명이나 텍스처 맵핑 등에 

제약이 많다. OpenGL에서도 팔레트 모드는 원래 제약이 많았다. 

■ 그외 폴리곤 모드, 피드백, 선택 기능, 누적 버퍼, 출력 목록, 속성 저장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 

■ 텍스처 맵핑은 2D만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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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은 앞뒷면이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 재질 모드는 

GL_AMBIENT_AND_DIFFUSE만 지원된다. 

안드로이드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핵심은 뷰이다. 액티비티는 뷰를 담는 

껍데기게 불과하고 입력과 출력을 담당하는 것은 뷰이다. 기본 입출력 

시스템인 뷰와 ES를 연결하는 고리는 GLSurfaceView 클래스이다. 

GLSurfaceView는 3D 그래픽 표면을 제공하며 안드로이드의 뷰 시스템과 

OpenGL을 중계한다. 

OpenGL 디스플레이를 수행하려면 GLSurfaceView 객체를 준비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능을 메서드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굳이 상속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냥 GLSurfaceView 타입의 객체를 액티비티의 멤버로 선언한 후 사용하면 

된다. 단, 입력 메서드를 재정의할 때에만 상속을 받으면 된다. 

GLSurfaceView는 중계만 담당할 뿐이며 실제로 그리기를 수행하는 것은 

렌더러이다. 랜더러는 분리된 스레드에서 그리기만 수행한다. 액티비티는 

onPause, onResume시에 GLSurfaceView뷰의 동일한 메서드를 반드시 

호출하여 스레드를 중지 및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랜더러는 3차원 

장면을 그려낸다. 연산량이 많으므로 UI 스레드와는 다른 분리된 스레드에서 

실행된다. 랜더러는 클래스가 아닌 인터페이스이며 다음 3개의 주요 메서드 

제공한다. 랜더러 구현 클래스는 이 메서드들을 모두 구현해야 한다.   

n void onSurfaceCreated (GL10 gl, EGLConfig config) 

그리기 표면이 생성될 때나 EGL 컨텍스트가 파되될 때 이 메서드가 

호출된다. 장비가 슬립 상태로 들어갈 때 ESL 컨텍스트가 자동으로 

파괴되며 관련 리소스도 모두 제거된다. 그래서 이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관련 리소스를 다시 준비해야 한다. 모든 리소스는 자동으로 

파괴되므로 일부러 파괴할 필요는 없다.  

n void onSurfaceChanged (GL10 gl, int width, int height) 

표면의 크기가 변경될 때 호출되며 생성 직후에도 호출된다. 여기서는 

통상 뷰포트를 설정하고 투영 모드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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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void onDrawFrame (GL10 gl) 

프레임을 그릴 때마다 호출된다. 여기서 인수로 전달되는 gl의 여러 

메서드를 사용하여 3차원 장면을 그린다. 

각 메서드로 전달되는 gl 인수는 항상 GL10 타입이다. 만약 gl이 GL10보다 

더 높은 버전인 경우 instanceof 연산자로 테스트해 보고 캐스팅하여 사용한다. 

GLSurfaceView.Renderer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GLSurfaceView의 다음 

메서드로 랜더러를 지정한다. 

 

(2) 3ds 포맷 

본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파일로서 “SketchUp”의 전용 파일 포맷인 SKP를 

사용하는 것이 첫 목표이었으나, SKP 파일의 import / export를 위한 SketchUp 

SDK는 제공을 하지만 이는 윈도 기반에서만 사용가능 하여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파일 포맷에 대한 공개된 문서도 

없어 별도 작업 또한 불가능하였다. 그리하여 SKP 파일 외에 

“SketchUp”에서도 import 가능한 파일 포맷 중 하나인 3ds 파일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3ds file은 3d 모델을 위한 Autodesk사에서 만든 범용적인 포맷으로, 

내부적으로는 chunk 라는 이름의 단위로 이루어진 binary 파일이다. 이러한 

chunk tree 구조 일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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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3ds file tree 

 

그리고 일부 chunk의 data 구조는 다음과 같다 

ID Name Data Type Description 

0002 M3D_VERSION SHORT version 

4110 POINT_ARRAY SHORT number of points 

  POINT[] array of POINT structs 

4700 N_CAMERA FLOAT[3] camera_x, y, z 

  FLOAT[3] barget_x, y, z 

  FLOAT[2] bank_angle, focus 

7001 VIEWPORT_LAYOUT SHORT[7] form, top, ready, wstate,  

swap ws, swap port, swap 

cur 

A000 MAT_NAME CHAR[] material name 

 

(3) Google App Engine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끼리의 정보공유를 위한 게시판을 만들기 위해 Goole 

App Engine의 Datastore 기능을 사용하였다. Cloud Backend API에서 

CloudEntity라는 클래스를 통하여 새 인스턴스를 생성하였다. Back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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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store에 CloudEntity를 삽입하려면 CloudBackend 클래스를 사용하였다. 

Datastore에 액세스하여 항목을 삽입하는 HTTP요청을 백엔드로 전송하였다. 

< Cloud Entity 속성(표) > 

id 
항목의 ID입니다. 삽입 전에 ID를 설정하지 않으면 임의

의 UUID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createdAt* 항목이 생성된 시점의 타임스탬프입니다. 

kindName 항목의 유형 이름으로, 필수입니다. 

content 게시판 글 내용입니다. 

message 게시판 글 제목입니다. 

binary 3D 모델 코드입니다. 

owner 
UserID는 각 Google 계정에 자동으로 할당되는 Mobile 

Backed Starter 샘플 앱의 고유 ID입니다. 

 

 

2.2.4  현실적 제한 요소 및 그 해결 방안 

(1) OpenGL ES 1.0 

본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Furni DIY 어플리케이션은 OpenGL ES 1.0 버전을 

이용해서 구축한 3D 엔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OpenGL ES 1.0 버전은 

OpenGL과 비교해 다소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기능들이 많

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필요한 기능들을 직접 구현

함으로써 해결하였다. 

(2) 제한된 입력을 통한 3D 모델 편집 인터페이스 

본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Furni DIY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사용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입력 수단이 사용자의 손가락을 

이용한 터치로 제한된다. PC에서의 작업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점은 세밀한 

작업이나 빠른 작업을 어렵게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

기 위해서 UI와 UX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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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결과물 목록 

UI 

수행 내용 구현 여부 

◆ 도형 생성 

-제공하는 도형 중 만들고자 하는 도형을 선택한다. 
O 

◆ 복사 / 삭제 

-선택한 도형을 복사하거나 삭제가 가능하다. 
O 

◆ 회전 / 이동 

- x 축, y 축, z 축을 기준으로 회전 및 이동이 가능하다. 
O 

◆ 투명화 

-디자인한 가구를 투명화함으로써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O 

◆ 텍스쳐 

-원하는 텍스쳐를 디자인한 가구에 적용할 수 있다. 
O 

◆ 파일 저장 

- .3ds 포맷을 지원한다. 
O 

◆ 파일 불러오기 

- 저장된 파일들을 불러와서 이어서 디자인 작업이 

가능하다. 

O 

◆점 선택 

- 선택된 도형의 점을 선택해 이동시켜 도형의 형태나 

크기를 변형시킬 수 있다. 

O 

Server 

◆ 게시판 

- 다른 사용자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O 

◆ 사용자 인증 

- 사용자 계정 관리를 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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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디자인이 가능하다. 

▪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가구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작업이 가능하며 시간, 장소 상관없이 

작업이 가능하다. 

 

◆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직접 제작이 가능하다. 

▪ 현대인들은 과거의 획일적인 사고방식이나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치와 

행동 방식을 추구하며 각자의 개성을 중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신의 개성에 

따라서 자신만의 가구를 제작하기 위한 가구 디자인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PC 에서도 디자인 작업이 가능하다. 

    ▪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PC 버전으로 존재하는 “SkechUP” 에서 사용 가능한 파일 

포맷 중 하나인 .3ds 를 데이터파일로 사용하여 세밀한 디자인 작업은 PC 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 커뮤니케이션 공간인 게시판을 통하여 다른 사용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 

  ▪ 다른 사용자들과 게시판을 통해서 가구제작의 스킬 및 기법 디자인 공유 등 목공 

DIY 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3 자기평가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고, 개선하기 위해 팀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하였다. 주로 고려한 부분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핵심

적인 기능인 기본 도형의 변형이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부분에서는 스마트폰 평면 

화면의 터치를 통해 3D 모델링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터치를 통해서 최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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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동작하도록 여러번의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본 도형의 변형에서 

주요점은 생성한 도형을 터치를 통해 선택하고, 선택한 도형의 점을 선택해 이동시

켜 도형의 형태나 크기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자체적으로 구현하였

으나, 완벽하게 동작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추후에 이러한 점을 보완해 안드로이

드에서의 3D 엔진으로 오픈소스화 할 계획이다. 본 프로젝트의 목표를 고려하였을 

때 Furni DIY 어플리케이션은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으며, 완벽하지 않은 부분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Furni DIY를 활용해 목공 가구 DIY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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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록 

5.1 사용자 매뉴얼 

1. 메인 화면 

  

(1) 시작하기 버튼: 편집 화면으로 이동한다. 

(2) 불러오기 버튼: 불러오기 화면으로 이동한다. 

(3) 게시판: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4) 종료하기: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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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화면 

          
<선택 모드의 메뉴>    <탐색 모드의 메뉴> 

 

2.1 선택 모드 

2.1.1 추가 메뉴: 원하는 도형을 작업 공간에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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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      <원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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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파일 메뉴: 작업중인 모델을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 파일을 공유하는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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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을 저장하는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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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배경 메뉴: 촬영이나 갤러리의 사진을 가져와 디자인한 가구를 가상으로 

배치해 볼 수 있다. 

 
 

  
갤러리의 사진을 가져와 가상으로 배치한 스크린 샷.  

오른쪽 아래 종이위에 올려진 나무 박스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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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선택 모드 

2.2.1 변형 메뉴: 선택한 도형을 복사, 이동, 회전, 삭제할 수 있다. 

 

       
  < 선택한 도형을 z 축으로 이동시킨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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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택한 도형을 y 축으로 회전시킨 화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