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객체의 구조에 기반을 둔 기록 및 재생 인터페이스3D

Recording and Replay Interface to manipulate 3D Structured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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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요약요약요약 건축물과 같은 구조물들을 가상모델로 구축하게 되면 그 구조물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매3D ,

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가상현실 기술은 이를 단순히 시각화하여 보여 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 .

건축물과 같은 구조물은 외형뿐만 아니라 그 구조적 정보도 중요하며 이러한 구조적 정보는 조립과 해체의 과정을,

통해 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체의 조립 및 해체 과정을 통해 구조적 이해가 가능한 기록 및 재. 3D

생 인터페이스를 연구하였다.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3D VR modeling data can be used for powerful expression in construction, because it
gives help to navigate a construction in 3D space easily. But the current status of VR
technique visualizes only an external shape of a construction. A construction has not only its
external shape data but also its constructive information. The constructive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and can be expressed as the process of construction and deconstruction. Thus we
research on recording and replay interface to manipulate 3D structured objects for the process of
construction and d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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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건축물이나 기계구조물과 같이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

진 구조물의 경우에 차원의 모델링을 적용하여 데이터를3

구축한다 특히 교육이나 실습 등에 적용하기 위해 구조의. ,

의미 파악을 위한 활용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차원의. 3

모델링데이터는대부분구조의의미보다는 둘러보기 와같‘ ’

이 외형적인 모델링 데이터이거나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

되는 수준이다 따라서 차원적 구조에 대한 의미 있는 활용. 3

을 위해 사용자가 차원 모델링 데이터의 구성 객체를 임의, 3

로 이동하거나 재배치하는 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전통건축물인 경복궁 근정전을 대상으로 하여 구현하

였다[1].

관련 연구2.

한국전통건축 목구조의 분석과 자료모델링에 관한 연“

구 에서는 전통건축에 대한 지식과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재구성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였다[2].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웹 기반 조립식 차원 가상모델“ 3

에 관한 연구 에서는 가상모델을 이론적인 건축 규칙에 따”

라 조립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웹 교육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구조에 의미를 지닌 차원 모3

델링 데이터를 사용자가 임의로 조립 또는 해체 조작을 해

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여 재생하는 체험을 통해,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시스템 개요3.

복잡한 구조물일수록 그 구조파악이 중요하고 그 구조는,

구성 요소들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그 구조 파악.

을 위하여 구성 요소들을 차원 모델링 데이터로 제작하고3 ,

각 구성 요소간의 관계를 토픽맵으로 표현하였다 또한[4].

토픽맵 정보를 차원 모델링 데이터와 연동된 구조트리로3

변환함으로써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정보를 표현하였다 이.

는 구조 정보와 구성요소들 간에 계층적 연관성을 쉽게 파

악 할 수 있게 해준다.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조작하는 과정의

시나리오에 따라 해체 과정과 조립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해.

체 과정은 구성 객체를 분해하면서 사용자가 건축물의 구조

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과정이고 조립,

과정은 구성 객체를 조립하여 완성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구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러한 해체 조립 단계의 조작과정을 단순히 객체의 선,

택과 이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과 재생을 위해 단

계별로 분류하고 그룹화 하여 절차적 의미를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적 의미를 가진 조작 과정은 선택적으로 기록하

도록 하였으며 애니메이션으로 재생 가능하게 하였다.

전체 시스템 개요는 그림 과 같다 모델링 데이터[ 1] . 3D

는 를 통해 구축하였고 인터페이스는 자바스크립트를X3D ,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4.

해체 과정을 위한 선택 및 이동 인터페이스4.1.

해체 과정은 기본적으로 분해하고자하는 차원 모델링 데3

이터가 조립되어 있는 상태에서부터 시작한다 사용자가 원.

하는 구성 객체를 분리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분리된 구성객

체가 다른 구성객체와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해체 과정의 조작은 객체의 선택과 객체의 이동이다 객.

체의 선택은 사용자가 원하는 구성 객체를 쉽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선택하고자하는 차원 모델링. 3

의 구성 객체를 뷰어를 통해 직접 선택 할 수 있어야 하고,

구조 객체의 명칭을 알고 있다면 구조트리에서 객체의 명칭

이나 그룹의 명칭을 선택함으로써 토픽맵으로 연동된 차원3

모델링 데이터가 선택 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객체의 이.

동은 선택된 차원 모델링 데이터를 사용자가 차원 뷰어를3 3

통해 드러그하여 직접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

였다.

그림 1 시스템 개요.

그림 2 해체의 조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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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사용자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추가 하

였다 선택된 차원 모델링 데이터는 선택되지 않은 데이터. 3

와의 구별을 위해 다른 색으로 나타나도록 하였다 그룹별.

선택과 차원 모델링 데이터의 개별선택의 경우에도 색을3

다르게 하여 구별 하였다 그리고 선택된 차원 모델링 데이. 3

터의 조작되기 전의 위치를 붉은 박스 형태로 나타내어 원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조립 과정을 위한 선택 및 이동 인터페이스4.2.

빈 공간에서 시작하는 조립과정은 사용자가 원하는 객체

를 직접 생성해야 조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조립의 과정에서.

는 구성 객체의 생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구성 객체를 어떤.

방식으로 생성 할 것인가와 생성된 구성 객체에 대한 조립

을 할 때 바르게 조립하도록 가이드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우선 구성 객체를 생성하기 위하여 각 구성 객체의 생성

될 목록을 메뉴로 구성 하였다 따라서 구조트리를 보다 단.

순화하여 객체별 목록으로 정리하고 정리된 목록을 통해 생,

성할 객체를 선택하여 선택된 구성 객체를 차원 뷰어에 생3

성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으로 생성된 구성 객체는 차원 뷰. 3

어에서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고 조립을 위해 이동하도록 하

였다 완성된 모습을 뷰어에 투명한 상태로 보여줌으로서 빈.

공간에서 시작하는 사용자에게 조립의 힌트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확한 객체의 위치를 맞추기 위하여 중력장기.

법을 이용하여 제자리에 놓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조립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추가 하였다 객체를 생성하여 이동 할 때 재배.

치 된 위치에 따라 생성된 객체가 올바른 위치에 조립이 되

었는지 알 수 있도록 트리구조의 명칭에 배경색을 달리 하

였으며 같은 구성 객체가 여러 개 사용되어 반복 생성되어,

야 할 경우 구성 객체의 총 생성해야 할 수와 남은 생성 가

능한 수를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림 3 조립의 조작 과정.

기록 및 애니메이션 재생 인터페이스4.3.

사용자가 객체를 선택하고 이동하는 일련 과정에 대한 데

이터는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의 조작 과정을 기록하여 기록된 데.

이터를 바탕으로 또 다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때 각 조작 과정을 기록단위로 하여 절차에 관한 정보

를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객체조작 조작명 객체=( , ID, path),

중간절차 객체조작={ },

대절차 중간절차= { }

그림 4 기록의 방식.

각 객체의 조작은 선택과 이동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통해 조작 된 객체 와 경로ID

정보 그리고 이 조작을 지칭할 조작명을 필요로 한다(path) .

이때 경로정보는 최소한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저장함으로써

데이터의 량을 줄였다 이러한 요소로 기록된 각 조작들[5].

이 모여 의미 있는 조작과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며 조립이,

나 해체와 같은 특정절차과정은 이러한 작은 단위의 조작과

정들이 모인 그룹 형태의 기록인 것이다.

기록된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재생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조작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5.

본 연구는 차원 모델링 데이터의 구조적 의미를 파악 할3

수 있도록 구성 객체들의 관계를 표현하고 각 객체를 직접,

선택하고 이동하여 조작해 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작들을 해체와 조립 과정으로 기록하고 선택적 재생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조적 의미 뿐 만 아니라 구성 객체들의

절차적 의미 파악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구현된 기록 및 재생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

다.

그림 5 기록 및 재생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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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붕 해체과정의 기록 및 재생 인터페이스.

그림 7 공포 조립과정의 기록 및 재생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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