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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3D(three-dimensional) 메쉬(mesh 모델은 가상)

실(virtual reality 형상 기반 검색), (shape-based

search), 3D 시뮬 이션(three-dimensional simulation),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3D 린

(three-dimensional printing 이 스캐닝) (laser

scanning 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1-8].

하지만 응용 로그램에 따라 지원하는 3D 메쉬

모델 형식 는 포맷(format 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

모델에 하여 상황에 따라 여러 형식의 데이터를,

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데이터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 의 확보를 해) 3D 메쉬 모델

을 여러 형식으로 변환하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

다.

이 연구에서는 3D 메쉬 모델 변환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3D 메쉬 모델의 표 형식인 STL

(stereolithography)과 OBJ(object)를 선정하여, STL 형

식의 3D 메쉬 모델을 OBJ 형식로 변환하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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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3D mesh model is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virtual reality, shape-based searching, 3D simulation,

reverse engineering, 3D printing, and laser scanning. There are various formats for the 3D mesh model, but STL

and OBJ are the most typical. Since application systems support different 3D mesh formats, developing

technology for converting 3D mesh models from one format into another is necessary to ensure data

interoperability among system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convert a 3D mesh model in STL format

into the OBJ format. We performed the basic design of the conversion system and developed a prototype, then

verified the proposed method by experimentally converting an STL file into an OBJ file for test cases using this

prototype.

Key Words : 차원 메쉬 모델3D Mesh Model(3 ) 데이터 변환 형식, Data Translation( ), OBJ Format(OBJ ), STL

형식Format(ST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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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시스템을 제시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 2 에서

STL과 OBJ의 데이터 구조를 비교하고 두 형식간의

데이터 변환 차를 정의한다. 3 에서는 3D 메쉬

모델 변환 시스템의 기본 설계를 수행한다. 4 에

서는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로토타입

(prototype)을 구 하고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테스,

트 이스에 해서 변환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논

의한다 마지막으로. 5 에서 결론을 맺는다.

과 의 형식 비 및 변환2. STL OBJ

절차 정의

과 의 데이터 조 비2.1 STL OBJ

과 는 과 와 같이 기본 으STL OBJ , Fig. 1 Fig. 2 ,

로 차원 좌표 정보를 가지는 정3 (coordinate)

개로 구성된 삼각형들의 집합이다 두 형(vertex) 3 .

식의 주요한 차이 은 법선 벡터의 종류 정 ,

법선 벡터의 참조 방식이 있다.

은 특정 삼각형을 구성하는 정 정보를 아STL ,

이디를 참조를 하지 않고 직 기술한다 법선 벡, .

터 의 경우 은 삼각형의 면 법선(normal vector) , STL

벡터를 가지고 있다(facet normal) [9] 은 특정. STL

삼각형을 구성하는 면 법선 벡터 정보를 아이디를,

참조하지 않고 직 기술한다 정 법선 벡터, .

Fig. 1 Data structure of STL

Fig. 2 Data structure of O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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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이디의 경우 은 정 의 아이디를 직, STL

기록하지만 면 법석 벡터의 아이디는 기록하지 않

는다.

는 특정 삼각형을 구성하는 정 목록을 먼OBJ

선언하고 삼각형은 정 의 아이디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법선 벡터 의 경. (normal vector)

우 는 정 법선 벡터를 가지, OBJ (vertex normal)

고 있다[10] 는 정 법선 벡터목록을 먼 선. OBJ

언하고 삼각형은 정 법선 벡터의 아이디를 참조

하는 방식으로 정의한다 정 법선 벡터의 아.

이디의 경우 는 정 과 정 법선 벡터를 선, OBJ

언할 때 선언되는 순서에 따라 아이디에 정수 값,

이 부터 시작하여 순차 으로 씩 증가하여 할당1 1

된다.

과 가 사용하는 법선 벡터의 차이는 두STL OBJ

모델을 쉐이딩 했을 때 손쉽게 확인할 수(shading)

있다 쉐이딩은 빛의 거리와 각도에 따라 물체 표.

면의 조도를 변화시키는 기법을 의미한다 은. STL

면에 한 법선 벡터 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 같이 삼각명 면 체에 해서 동일Fig. 3 (a) ,

한 조도가 할당된다 이에 따라 형식의. STL 3D

메쉬 모델은 면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된다 반면.

에 는 정 에 한 법선 벡터를 가지고 있기OBJ

때문에 와 같이 각 정 의 법선 벡터를, Fig. 3 (b) ,

기 으로 면 내부의 각 지 의 조도를 보간하여

할당한다 이에 따라 기하학 으로는 평면 삼각형. ( )

이어도 시각 으로는 곡면으로 보이는 효과가 발

생한다 한 인 한 두 면에서 동일 좌표를 갖는.

정 의 법선 벡터가 서로 동일할 경우 두 면의 연

속된 곡면으로 보이게 된다.

Fig. 3 Shading of 3D mesh model in STL and OBJ

형식 메쉬 모델을 형식2.2 STL 3D OBJ

으로 변환하는 절차

형식의 메쉬 모델을 형식으로 변환STL 3D OBJ

을 한 차를 와 같이 정의하 다 변환Fig. 4 .

차는 형식 데이터 로딩 정 법선 벡터 계산STL , ,

형식 데이터 출력으로 구성된다OBJ .

형식 데이터 로딩2.2.1 STL

형식 데이터 로딩은 일에서 면의 법STL STL

선 벡터와 정 좌표를 추출하여 시스템 내부 데이

터 구조에 장을 하는 단계이다 이를 해 메. 3D

쉬 모델 객체를 생성하여 모델을 구성하는 삼각형

정보 로 정 좌표 면 법선 벡터 를 로딩한다 하( , ) .

지만 은 삼각형 식별자가 정의 되어 있지 않기STL

때문에 각 삼각형의 구분이 어렵다 한 삼각형.

별로 정 좌표를 가지고 있어 공유하는 정 을,

악하는 것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해 삼각형. ,

의 아이디와 정 의 아이디를 정수 형식으로 순차

으로 부여한다[11] 그리고 정 의 좌표 데이터를.

복으로 장하는 것을 막기 해 이 에 장된,

정 좌표와 비교한다 만약 같을 경우에는 해당.

정 을 참조하여 삼각형과 연계를 하고 다른 경우,

에는 새로운 정 객체를 생성한 후 이를 참조하여

삼각형과 연계한다.

정점 법선 벡터 계산2.2.2

일 로딩이 끝나면 정 의 법선 벡터를 계STL

산한다 일반 으로 정 의 법선 벡터는 와. , Fig. 5

같이 해당 정 을 공유하는 모든 인 삼각형의,

면 법선 벡터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로. , vertex1의

정 법선 벡터를 계산할 때 이 정 을 공유하는

모든 삼각형(faceti 을 찾는다 그리고 이 삼, i=1, ,8) .…

각형들의 면 법선 벡터의 평균을 구한다 마지막으.

로 계산된 평균을 각 삼각형의 정 에 한 법선

벡터로 할당한다 로. , facet1의 vertex1의 정 법선

벡터 vertex normal11이 된다.

하지만 정 이 메쉬 모델의 경계 모서리 상에

치할 경우에 이 방법으로 정 법선 벡터를 계산하

면 각 모서리 정 를 공유하는 각 삼각형들에, ( )

해서 해당 정 에서의 법선 벡터가 서로 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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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동일한 값이 할당된다 이에 따라 과, . , Fig. 6

같이 메쉬 모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형상이 일그,

러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사항은 비단 시각 인.

측면에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선 벡터가 정확

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나 가공 등의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를 고려한 별도의 정 법선 벡터

계산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해 먼 특정 정. ,

Fig. 4 Procedure to convert a mesh model in STL format to OBJ format

Fig. 5 Typical vertex normal vector calcul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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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유하는 인 삼각형에 해 면 법선 벡터간의

각도를 계산하여 경계 유무를 정한다[12] 즉 면. ,

법선 벡터간의 각도가 특정 값 이상일 경우 두 면

은 불연속이고 경계가 존재한다고 단한다 그리.

고 이와 같은 경계 단 방법에 따라 상호간에 연,

속이며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면들을 그룹핑한다.

이로 인해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하는 면들 사이에

경계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그룹 별로 면 법선.

벡터의 평균을 계산하여 정 법선 벡터로 할당한

다.

로 의 정, Fig. 7 vertex1의 경우 인 삼각형이

개가 존재한다 그리고 개의 삼각형에 해서 인6 . 6

여부 별을 하면 두 개의 그룹, Group1(facet1,

facet6 과) Group2(facet2, facet3, facet4, facet5 로 분할이)

된다. Group 과1 Group 에 해서 면 법선 벡터의2

평균을 구한 후 이 값을 두 삼각형에 한 정,

vertex1에서의 법선 벡터(vertex normal11, vertex

normal12 로 할당을 한다) .

Fig. 6 Problem of the typical vertex normal

calculation method for vertices lying at

boundary edge of a solid model

형식 데이터 출력2.2.3 OBJ

형식 데이터 출력은 일 로딩 정OBJ STL

법선 벡터 계산 후에 시스템에 장된 내부 데이터

를 형식에 맞게 출력하는 단계이다 구체 으OBJ .

로 정 의 좌표와 법선 벡터를 아이디 순서에 따라

출력한다 그리고 정 의 좌표 아이디와 정 의 법.

선 벡터 아이디를 참고하여 정 정보를 출력한다.

변환 시스템 기본 설계3.

시스템의 유즈 케이스 정의3.1

형식의 메쉬 모델을 형식으로 변환STL 3D OBJ

하는 시스템의 개발을 해 유즈 이스를 과Fig. 8

같이 정의하 다 유즈 이스로는 형식 데이. STL

터 입력 형식 데이터 출력 경로 입력, OBJ , STL

에서 로의 변환이 있다OBJ .

시스템의 기본 조 설계3.2

시스템 유즈 이스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와 같이 설계하 다 형식의Fig. 9 . STL 3D

메쉬 모델을 형식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은OBJ

Program, Converter, DataManager, DataLoader,

DataExporter, MeshModel로 구성된다.

은 변환 시스템의Program GUI(graphical user

이다interface) . 는Converter DataLoader, DataManager,

DataExporter를 활용하여 입력 일을 변환하는

반 인 과정을 리한다 은 입력 출. MeshModel

력 데이터를 리하기 한 시스템의 내부 데이터

Fig. 7 Vertex normal vector calculation considering discontinuity of adjacent fac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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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Use cases of a system that converts STL to

OBJ

구조이다 는 일을 로딩하는 기능. DataLoader STL

을 수행한다 는 를 통해 입. DataManager DataLoader

력된 정보로부터 메쉬 모델의 생성 정 법선 벡, ,

터의 계산의 역할을 수행하여 련 정보를

에 장한다 는MeshModel . DataExporter MeshModel

에 장된 정보를 이용하여 형식의 메쉬OBJ 3D

모델을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앞에서 정의한.

유즈 이스 시스템 기본 설계를 토 로 데이터

변환 과정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표 한 것이

이다Fig. 10 .

Fig. 9 Class diagram of a system that converts STL to OBJ

Fig. 10 Sequence diagram of a system that converts STL to OBJ

- 83 -



형식의 메쉬 모델을 형식으로 변환하는 시스템 개발STL 3D OBJ 한국기계가공학회지 제 권 제 호: 17 , 3

����������������������������������������������������������������������������������������������������������

현 및 실험4.

변환 시스템의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형식STL

의 메쉬 모델을 형식으로 변환하는 시스템3D OBJ

로토타입을 과 같이 구 하 다, Fig. 11 , .

환경에서 언어로Microsoft Visual Studio 2015 C#

시스템 로토타입을 개발하 다 그리고 이 시스.

템의 를 구 하기 해 의GUI Microsoft Windows Fig. 11 System prototype to convert STL to OBJ

Fig. 12 Experiment result of STL to OBJ conversion by boundary determination angles between fac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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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 다Forms .

변환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해 개의 모5 STL

델을 테스트 이스로 선정하 다 그리고 면 간의.

경계선을 정하기 한 정 각도를 선정하기

해서 각 테스트 이스에 해서 경계 정 기,

각도를 로 달리하여 변10 , 20 , 25 , 30 , 40˚ ˚ ˚ ˚ ˚

환 실험을 하 다 개의 테스트 이스에 하여. 5 ,

경계 정 각도 에 따른 변환을 한(20 , 25 , 30 )˚ ˚ ˚

후 형식 메쉬 모델을 더링한 결과가OBJ 3D Fig.

이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테스트12 .

이스의 약 에서 경계 정 기 각도를91% 25˚

로 하여 변환하 을 때 형상의 일그러짐과 불필요

한 경계선이 발생이 가장 게 나타났다.

결 론5.

형식의 메쉬 모델을 형식으로 변환STL 3D OBJ

하는 차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환 시스템

을 개발하 다 과 는 세 개의 정 으로 이. STL OBJ

루어진 삼각형의 집합이라는 공통 이 있지만, STL

은 면 법선 벡터를 는 정 법선 벡터를 가지, OBJ

고 있다는 차이 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형식. STL

의 메쉬 모델을 형식으로 차를 형3D OBJ STL

식 데이터 로딩 정 법선 벡터 계산 형식, , OBJ

데이터 출력 단계로 정의하 다 정의된 변환 차.

에 따라 시스템의 기본 설계를 수행하고 시스템

로토타입을 구 하 다 변환 시스템 로토타입의.

성능 검증을 해 개의 테스트 이스로 선정하여5

변환 실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테스트 이스의.

약 에서 경계 정 각도를 로 하여 변환하91% 25˚

을 때 형상의 일그러짐과 불필요한 경계선이 발

생이 가장 게 나타났다.

재 개발한 변환 방법은 모델의 특성을 고려하

여 경계 정 각도를 다르게 할 수 없는 문제 이

있다 앞으로 모델의 기하학 특성 정보나 용도.

등의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하여 모델에 맞는 경계

정 각도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변환 시스템에 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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