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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원본 시나리오에 따라 3D 모델들을 합성시키는데 목 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다양한 생 컨텐츠 요구에 응하기 해 기존의 시스템과 달리 제작자가 아닌 일

반 사용자가 원본 시나리오에 존재하는 3D 객체들을 재사용하여 원하는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생성해 
낼 수 있는 3D 객체 기반의 재사용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1. 서론

   네트워크를 통해 송되어지고 서비스 되어지는 

컨텐츠는 텍스트 기반에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로 이

동되는 과도기를 지나 재는 제공되는 컨텐츠의 품

질이 날로 개선되어진고 있다. 발 하는 네트워크 

인 라는 이 같은 서비스를 유선 뿐 아니라 무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진 참신한 컨텐츠를 만

들어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컨텐츠 

내부로 들어가서 하나의 3D 객체를 개발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이유 의 하나는 

재사용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애 리 이션 혹은 특

정 Virtual Reality 객체를 해서 개발되기 때문이

다. 그래서 이 에 개발했던 객체와는 약간 다른 객

체를 개발하기 해서는 이 에 개발했던 객체를 재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개발하게 된다.

* 본 연구는 ETRI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슴 

본 논문에서는 제작자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시나리

오를 사용자에게 일방 으로 서비스하는 기존의 시

스템과 달리 제작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가 제공되어

지는 기존의 3D 객체를 재사용하여 원하는 시나리

오를 다양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3D 객체기반의 

재사용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 하 다. 본 

연구의 제 2장에서는 구 된 3D 상 합성 시스템

에 해 소개하고, 제 3장에서는 기존의 3D 객체를 

재사용하는 알고리즘에 해 설명하고 제 4장에서는 

구  결과에 해 설명한다. 그리고 제 5장에서는 

결론으로 을 맺는다.

2. 3D 객체기반 상합성

2.1 3D 상 합성 기본 구조

   3D 객체기반의 재사용 서비스 시스템의 3D 객체

는 3D MAX로 모델링 한 오 젝트를 아스키 일

로 장한 ASE(ASCII SCENE EXPORT)로 생성하

다. ASE 일은 DIB(장치 독립 비트맵)으로서 

Open-GL 는 D3D와 같은 엔진의 제한 없이, 한 

운 체제에 상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본 개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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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D 상 합성의 기본 구조

(그림 4) 3D 상 재사용 합성 기술 결과

(그림 3) 3D 객체기반의 재사용 서비스 시스템 

구조

는 ASE 일 구조가 상당히 근하기 쉽다는 장

을 안고 3D 상을 생성하 다. 

  사용자는 ASE 일로 제작되어진 3D 상 객체 

목록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제공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3D 객체들을 재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시나리

오를 생성할 수 있다. 3D 상 합성 기술의 기본 구

조는 [그림 1]과 같다.

2.2 3D 상 합성의 기본 구조

  본 연구에서 구 한 시스템의 체 인 시스템 구

조는 3D 제작 시스템에서 생성된 모든 3D 객체의 

애니메이션 상은 3D 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장된

다. 3D 애니메이션 상 객체에 한 어떠한 동작이

나 치에 한 정보는 XML 언어로 표 하며 

XML 언어 처리기가 이를 번역하여 련된 3D 객

체 데이터 혹은 객체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데이터베

이스에서 가져와 련한 명령어와 함께 상자동생

성기에 달하면 상자동생성기는 명령어를 분석하

는 분석기를 통하여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3차원 공

간상에 각 객체가 치하여 지정된 동작을 하도록 

3D 객체 합성기에 요구함으로써 원하는 시나리오를 

생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를 갖는다. 

  [그림 2]에서는 본 연구에서 구 한 3D 객체기반

의 재사용 서비스 시스템에 한 체 인 구조도를 

보여주며 [그림 3]에서는 생성된 3D 상을 사용자

의 조작에 따라 동작시키고 이를 다른 3D 상과 

함성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3D 객체의 재사용을 

통해 새로운 상물을 만들어 낸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 

 

3. 3D 객체 재사용 서비스 시스템 설계  구

3.1 3D 객체 재사용 구조

  이미 만들어진 기존의 3D 객체로부터 Motion 

Capture Data를 추출하여 본 연구에서 구 한 3D 

Max로 제작된 3D 객체 ASE file 분석 로그램에 

용하여 New Motion Path를 갖는 3D 객체를 생성

하 다.

(1) Motion Capture Data 추출

  Motion Capture Data로는 .BVA 일을 사용하

다. .BVA 일은 하나의 샘 이며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Data를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5) Motion Capture Data(.B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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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3D 객체 Data 정보(.ASE)

  ASE(ASCII SCENE EXPORT)는 3D MAX로 모

델링 한 오 젝트를 아스키 일로 장한 것으로서 

ASE 일 구조는 Position 정보, Rotation 정보, 

Animation 정보 등에 쉽게 근하여 분석할 수 있

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그림 6) 기존 3D 객체 Data (.ASE)

(3) ASE에 용

  기존의 3D 객체(ASE)가 가지고 있는 motion 

path에 motion capture data .BVA 정보를 용

하여 새로운 motion path를 갖는 오 젝트틀 생

성하 다.

  본 연구에서 구 한 3D 객체 기반 재사용 서비

스 시스템의 세부 인 개발 기술의 내용을 살펴

보면,

(그림 7) Motion Capture Data 정보를 ASE에 

용한 

    

i) 객체 생성(3D Max) : ASE File               

  본 개발에서는 ASE 일 구조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3D 오 젝트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보들을 

근하는데 상당히 쉽다는 장 을 안고 3D  상을 

생성하 다. 

  ASE 일은 DIB(장치 독립비트맵)으로서 

Open-GL 는 D3D와 같은 엔진의 제한 없이, 

한 운 체제에 상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압축성이 떨어지는 단 을 나고 있었는데 

ASE에서 필요한 자료를 빼서 필요한 방식으로 압

축해서 사용했더니 별로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ii) New Motion 3D 상생성

  제작되어진 3D 상 객체 목록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제공받아서 필요한 오 젝트를 선택한 후 원

하는 Motion Capture Data를 용시킴으로써. 새로

운Motion Path를 갖는 3D 오 젝트를 생성하 다.

iii) New Motion 상합성 시스템

  기존의 시나리오에 사용되었던 3D 오 젝트 뿐만 

아니라, 새로 생성된 3D 오 젝트를 합성하여 자신

이 원하는 3D 객체기반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다양

하게 만들어내어 사용자에게 서비스 할 수 있다. 

4. 3D객체 재사용 서비스 구 결과

  3D 상의 합성기술  3D Object Viewer에서 

제공되어지는 상변환  Scale, Pose, Position, 

Motion Path등을 구 하 다. 한 Animation 

Speed를 조 할 수 있게 하 으며 3D Object를 

Display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옵션(solid, 

wire-frame, point)을  수 있다.  

  본 개발에서는 3D  상의 합성기술  다수의 

3D Object들을 합성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시나리오

를 생성시켜 Play 할 수 있는 3D 객체기반의 합성

기술 서비스를 구 하 다.

한, 사용자의 다양한 생 컨텐츠 요구에 응하

기 해 사용자가 원본 시나리오에 존재하는 3D 객

체들을 재사용하여 다양한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구 하 다. 

  [그림 7]에서는 Motion Capture data를 기존의 

3D 객체에 용하는 기술을 보여주며 [그림 8]에서

는 기존 Motion Path를 갖는 Object와 기존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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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새로운 Motion Path를 용한 New Motion Path

를 갖는 object의 재사용 서비스에 한 구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BVA정보 .ASE에 용

(그림 9) 3D 객체 재사용 기술

5. 결론

  본 시스템 개발에서는 원본 시나리오에 따라 3D 

모델들을 합성 시키는데 목 을 두었을 뿐만 아니

라, 사용자의 다양한 생 컨텐츠 요구에 응하기 

해 사용자가 원본 시나리오에 존재하는 3D 객체

들을 재사용하여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구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3D 객체로부터 Motion 

Capture Data를 추출하여 3D Max로 제작된 3D 객

체 ASE file 분석 로그램에 용하여 New 

Motion Path를 갖는 3D 객체를 생성함으로써 기존

의 3D 객체를 재활용하 다.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의 3D 객체를 재활용

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새로운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사용자 취향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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