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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researches on 3D silhouette extraction 

have been performed in the area of computer 

graphic. This paper presents a new method for 

internal pattern extraction by using an arbitrary 

region silhouette control technique. The proposed 

method was tested by using 3D data of stone 

pagoda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particularly improves the performance of 

internal pattern extraction.

I. 서론 

 　발전하는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은 미디어 및 게임

산업 등을 거쳐 최근에는 문화재에 그 관심을 돌리고 

있다. 문화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 중 외부에 

설치되어 부식과 파손의 위험성이 높은 석탑과 같은 

건조물 문화재들이 있다.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은 석

탑과 같이 보존에 있어서 위험성이 높은 건조물 문화

재들을 그림 1과 같이 3D모델로 보관함으로써 현 상

태의 유지와 복원에 적용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문화관광부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

츠기술연구소 육성사업의 연구결과로 수행되었음

그림 1 3D 모델로 구현된 건조물 문화재

  건조물 문화재의 복원은 기본적으로 문화재의 도면

을 필요로 하는데, 도면의 기반은 벡터 실루엣으로 이

루어진 내부 문양이다. 본 논문은 brute force 방법

[1]으로 실루엣을 추출하고, 임의적인 선택 영역에 대

한 실루엣을 제어하는 기술을 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

인 내부 문양 추출을 제안한다.

II. 본론

2.1 임의 영역 선택

  그림 1과 같이 건조물 문화재의 데이터가 윈도우 화

면에 출력되기 위해서는 건조물을 이루는 각각의 점에 

대하여 정규화 과정을 거친 후 투상 행렬이 적용되어 

클리핑 좌표계로 변환되어야 한다. 또한 클리핑 좌표

계는 다시 뷰포트 변환이 적용되는 과정을 수행하여 

에지리스트를 생성한 후 각각의 에지에 대하여 임계값

(threshold)에 대한 연산으로 추출된 실루엣을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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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출력한다[2]. 사용자가 임의 영역 안에 출력된 

실루엣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건조물 데이터와 사용자

의 윈도우 좌표계와의 매개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데이터와 임의 영역의 매개 공간을 윈도우 좌표계에서 

가장 가까운 단계에 있는 클리핑 좌표계로 설정한 후 

사용자의 임의 영역에 선택된 실루엣들을 이루고 있는 

에지의 정보를 추출한다. 기본적으로 에지는 두 점을 

양 끝점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에지에 관련된 점들을 

찾음으로써 사용자의 임의 영역에 해당하는 실루엣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2.2 임의 영역에 대한 실루엣 제어

  임의 영역에 해당하는 실루엣들에 대한 정보들을 추

출함으로써, 3D 모델의 전체 영역에 대한 실루엣을 제

어하는 brute force 방법을 임의 영역에 제한하여 적

용할 수 있다. 임의 영역의 실루엣들은 임계값

(threshold)에 따라 제어되며 brute force의 방법만을 

사용한 결과에 비해 보다 효과적인 내부 문양 추출이 

가능하다.

Ⅲ. 구현

   사용자 지정 영역의 차별화 된 형상 특징 추출 프

로그램은 윈도우 계열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며, 인

터페이스는 Windows API로 개발했으며[3], 그래픽스

에 관련된 기능들은 OpenGL을 기반으로 구현했다

[4]. 그림 2의 인터페이스는 비전문가들의 편리성을 

고려하였으며, 각각의 기능에 따라 3D 모델에 대한 시

점 변환 관찰이 가능하며, 임의 영역에 대한 세밀한 

실루엣 제어를 위해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다.

그림 2 형상 특징 추출 프로그램

그림 3 실험 결과

brute force(그림3 좌)의 방법을 적용했을 때에 비해 

임의 영역 실루엣 제어(그림3 우)를 했을 때 부재간의 

경계들과 같은 불필요한 실루엣들은 제거 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내부 문양이 더욱 선명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Brute force의 실루엣 추출 방법에 임의 영역의 실루

엣 제어 기술을 추가함으로써, 내부 문양은 더욱 선명

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건조물 문화재의 유지 및 

복원에 기반이 되는 기존의 도면에 사실감을 추가하

며, 사실감이 추가됨으로써 건조물 문화재의 유지 및 

복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림 3과 같이 

문화재의 전체 데이터를 이용한 실험은 데이터의 용량

에 따른 메모리 문제로 세밀한 사항을 실험하지 못하

였다. 따라서 향후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내부 문양 

연구는 부재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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