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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전통적인 3차원 모델링 방식은 WIMP(Window, Icon, Menu, Pointer)의 패러다

임으로 발전해 왔고, 최근에는 터치 입력장치 기술이 크게 발달하면서 스케치 

기반의 3차원 모델링 방법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사용자에게 

종이와 펜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듯한 환경을 제공하여 개념 스케치를 위한 

3차원 곡선 생성 방법 또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개념 스

케치 용 디자인 시스템은 학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3차원 원

근 스케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시스템-사용자 간 인터랙션의 직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형상

의 개념 스케치가 이루어지도록 새로운 3차원 곡선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이

는 3차원 스케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들을 사용하여 학습의 용이성을 높이

고, 기존 곡선들과의 연관성을 이용해 3차원 곡선을 손쉽게 생성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3차원 원근 스케치 환경에 쉽게 적응하도록 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비숙련자 대상으로 사용자 평가를 실시하였고 새로운 시

스템에 대한 좋은 유용성과 학습 용이성의 결과를 얻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3차원 곡선 생성 방법들은 아이디어 스케치나 다양한 

개념 디자인 용 모델을 스케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더 나

아가 제품 디자인 용 스케치와 더불어 CAD 모델로도 재구성이 가능한 통합

적인 모델링 시스템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개념 스케치, 제품 디자인, 스케치 기반의 모델링 시스템, 곡선 네트워

크,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 학습곡선 

학  번: 2012-2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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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전통적인 CAD 모델링 시스템(Maya, SolidWorks, and CATIA)은 

WIMP(Window, Icon, Mouse, Pointer) 방식의 패러다임으로 그 연구가 다양

하게 발전해왔다. 형상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만들어내며 편집하는데 있어 매

우 강력한 도구이지만, 대단히 전문적인 기술과 노력을 요하며, 오랜 시간 숙

련된 전문가 이외에는 원하는 형상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계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스러

운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들 연구 중 터치 

기술 발전과 더불어 주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한 것이 바로 스케치 기반의 모델

링 인터페이스이다[1]. 이 방식은 아이디어를 쉽고 빠르게 전달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서, 그간 오랜 세월을 거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익숙해

진 시각화 방식이다. 

스케치 기반의 모델링 방식은 제한조건 없이 생각하는 형상을 손쉽게 구체

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2차원 평면상의 스케치가 갖는 3차원 깊이 정

보의 부재로 인해 특정 형상에 제한적으로 3차원 모델로 재 생성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그 연구의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Teddy[2]이고, 이의 발전된 연구로 FiberMesh[3]가 있다(그림 1.1(a)). 이

들은 기 정의된 기초형상을 토대로 사용자의 입력 동작에 따라 3차원 자유 

곡면 모델이 생성되는 방법이며, 그 부피가 가감되는 방식으로 직관적인 모델

링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 연구들에 힘입어 스케치 기반의 모델 생성 및 변

형 기술에 관현 연구가 거듭 발전하였다. 대표적으로, 모델의 변형 정도를 프

로파일로 설정하여 반복적인 표면 스케치를 통해 기존 모델을 원하는 형상으

로 변형하는 방법[4, 5](그림 1.1 (b))과 개략적인 형상 스케치와 데이터베이



-2- 

 

스 상의 기본 형상 모델과 비교하여 손쉽게 3차원 모델링이 가능한 템플릿 

기반 재생성 방법[6, 7](그림 1.1 (c))이 있다. 

 

그림 1.1  스케치 기반의 모델링 방식을 이용한 3차원 모델 생성 방법. (a) 실

루엣 스케치를 이용한 모델 생성 및 변형 방법(Nealen, A et al., 2007), (b) 곡면 

스케치를 이용한 모델 변형(Olsen, L et al., 2005), (c) 템플릿 모델의 변형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내 3차원 모델 검색 과정(Ovsjanikiv et al., 2011) 

 

이러한 스케치 기반의 자유 변형이 가능한 방식들은 직관적인 인터랙션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함으로써 3차원 모델을 생성하는데 용이한 장점을 가지

고 있으나, 특정 형상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념 디자인 스케치 용 모델

링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케치정보를 3

차원 곡선 모델로 재구성하여 시각화하는 개념 디자인 시스템[8, 9, 10]이 최

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특히 Bae et al. (2008)의 ILoveSketch[8]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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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된 연구로 EverybodyLoveSketch[11]는 스케치 기반의 모델링 인터

페이스에 전통적인 CAD 시스템의 기하 모델링 연산과 알고리듬을 결합하여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그림 1.2  ILoveSketch (Bae et al., 2008)로 그린 3차원 스케치. (a) 전투기, (b) 거

미, (c) 자동차 

 

사용자 제스처를 통한 스케치 평면과 곡면을 손쉽게 정의함으로써 3차원 

곡선 네트워크 생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종이와 펜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듯한 환경을 제공하는 위의 모델링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인 방법을 통

해 3차원 곡선 모델로 시각화할 수 있게 하였다. ILoveSketch는 2차원 평면

에서 스케치한 곡선을 3차원 모델로 재구성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제

안하였는데[12], 1) 하나의 뷰 포인트에서 대칭이 되는 두 곡선을 그린 후 이

를 3차원 곡선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인 Single-view symmetric epipolar 

method와 2) 두 개의 뷰 포인트에서 각기 다른 곡선을 그려 3차원 곡선을 

생성하는 Two-view epipolar method가 그것이다. 그림 1.2는 시스템에 대

한 사용자 평가를 통해 다양한 형상의 모델을 3차원 곡선 네트워크로 표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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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나타낸다. 이들은 숙련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두 

시간 반의 스케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특히 대상 모델이 대칭을 갖는 형상

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LoveSketch와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 개

념 디자인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듯이 곡선을 생

성하고 수정하며 자신의 아이디어를 손쉽게 확장시킬 수 있도록 직관적인 스

케치 평면 설정 방법과 3차원 곡선 생성 방법을 3장에서 제안한다. 

또한 4장에서는 이 시스템에 대한 SUS[13]를 측정하여 유용성과 학습 용

이성에 따른 학습곡선을 도출하고,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시스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여 시스템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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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시스템 구조 

전통적인 CAD시스템은 WIMP 방식의 인터페이스를 채택하여 마우스를 이

용한 작업창 내 메뉴 선택, 컨트롤 포인트 조작을 통해 모델링이 이루어졌다

[1]. 이들 시스템은 사용자와의 간접적인 인터랙션으로 비 직관적이며 전문 

공학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학습시간과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 이러

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스케치 기반의 모델링(SBIM, Sketch based 

interfaces for modeling) 방식이 등장하였고, 이는 자유로운 스케치 환경과 

제스처 입력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짧은 학습시간과 직관적인 모델링이 가능하

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종이 위에 스케치를 하는 듯

한 환경을 연출하여 비숙련자에게 창의적인 개념 디자인을 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 장에서는 사용자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결과 모델을 생성하기까지 일

련의 과정을 소개하고, 전체 과정 동안 이용되는 모델링 저작/편집 도구들에 

대해 살펴본다. 

그림2.1은 SBIM의 기본 작업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용자로부터 입

력 받은 데이터는 곡선보간 후 3차원 공간 상으로 투영되어 곡선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것으로 일련의 작업 프로세스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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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SBIM (Sketch-based interfaces for modeling) 디자인 흐름도. 

 

2.1 곡선 네트워크 생성 과정 

스케치 기반의 모델링 시스템은 SBIM의 디자인 흐름에 따라 작업이 진행

된다. 그림2.1은 그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 

받는 단계인 Sketch acquisition을 시작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2차원 

스케치의 해석과 가공 단계인 Filtering을 거쳐, 2차원 스케치의 3차원 곡선으

로의 변환 및 편집을 위한 Interpretation 단계까지 선 순환하여 최종 3차원 

곡선 네트워크를 생성한다. 특히 3차원 곡선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따라 디자

인 시스템의 유용성과 결과 모델의 완성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는 마지막 단계의 구성 요소 중 Creation과 Deformation 방법을 새로이 제

안하였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실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는 듯한 상황을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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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함으로써 손쉬운 초기 개념 스케치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사용자는 3차원 곡선 네트워크를 생성하기 앞서 두 가지 방법을 이용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미리 정의된 스케치 평면에 추가 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설정하여 2차원 스케치를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스케치 평면 설정 없이 

사용자가 현재 윈도우를 바라보는 방향(사용자 뷰 방향)에서 스케치를 한 후 

이미 존재하는 3차원 스케치와의 관계를 정의하여 3차원 곡선으로 변환하는 

방법이 그 것이다(3.3). 이 두 방법은 한 곡선이 기하학적으로 완전한 3차원 

곡선으로 표현되는지에 따라 그 차이를 보인다. 즉 한 곡선이 갖는 곡률중심

들이 위치가 여러 평면 상에 존재한다면 보다 완전한 3차원 곡선이라고 정의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을 통해 그려진 곡선은 그 곡률중심들의 위치가 

오로지 한 평면 상에서 정의되므로 3차원 곡선 변환 방법보다 덜 완전한 곡

선이라 할 수 있다. 

 

2.2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본 시스템은 아래 그림 2.2와 같이 태블릿 PC와 전자펜을 이용하여 스케치 

기반의 모델링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명령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펜을 이용해 화면을 터치하여 뷰 회전, 이동, 확대 및 축소 조정을 할 수 있

다. 모델링 저작 및 편집을 위한 최소한의 메뉴를 화면 오른쪽 하단에 원형 

팝업창으로 제공하여 스케치, 평면 설정, 곡선 복사 등의 모드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가령 스케치 모드에서 조작 방법은 종이에 그림을 그리듯이 곡선을 

생성 및 편집 할 수 있고, 평면 설정 모드에서는 뷰 조정을 통해 원하는 위치

에서 임의의 한 점을 선택하여 평면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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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태블릿 PC와 전자 펜을 이용해 3차원 스케치하는 실제 화면 

 

2.3 모델링 저작/편집 도구 

본 시스템은 모델링 저작 및 편집 도구로 곡선 네트워크의 생성 및 편집, 

작업 문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메뉴를 제공한다. 이는 곡선 생성, 평면 설

정, 곡선 복사, 명령 취소, 곡선 선택 삭제, 문서 초기화, 문서 저장 및 열기, 

작업 종료 메뉴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곡선 생성, 평면 설정, 곡선 복사 도구

는 각각 하위 메뉴를 갖고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그림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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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모델링 저작 및 편집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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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곡선 네트워크 생성 

스케치 기반 모델링 방식에서 초기 입력 곡선은 2차원 평면 상에서 정의 

된다. 3차원 곡선이 2차원 평면상에 투영되는 것은 간단한 문제이지만 그의 

역은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스케치 평면상에 투영된 초기 입

력 곡선을 3차원 곡선 모델로 재구성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최근

까지의 3차원 곡선 생성 방법은 특정 형상 모델에만 국한되어 각기 다른 알

고리즘을 사용되고 있는데, 초기 개념 설계 및 아이디어를 위한 디자인 시스

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개념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더 나아가 창의적인 

형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직관적인 평면 설정 방법에서부터 3차원 곡선을 

생성하는 방법까지 이 장에서 살펴본다. 

 

3.1 스케치 평면 설정 

전통적인 CAD 시스템에서 보여지는 스케치 평면 설정 방법은 평면 생성 

조건을 구성하는 기하 정보들을 입력하여 이루어진다. 3차원 스케치를 바로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종이와 펜을 이용한 2차원 스케치에 익숙

한 사용자들은 새로운 스케치 평면을 만들어 그 위에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익

숙할 지 모른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평면 생성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

서 스케치 기반 모델링 방법을 적용한 즉각적인 평면설정을 통해 개념 디자인 

스케치의 직관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다. 

 2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용자는 곡선 네트워크를 생성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중 미리 정의된 평면을 선택한 후 3차원 곡선 스케치를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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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 시스템은 세 가지의 평면 생성 조건을 제공하는데, 먼저 절대좌표의 원

점을 지나고 미리 정의된 세 직교평면, 즉 xy, yz, zx 평면을 생성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이들 세 평면은 사용자 뷰 방향에 따라 정면, 측면, 평면도

로 재해석되어 임의의 위치에서도 직관적인 평면 설정이 가능하다.  

앞으로 그리고자 하는 곡선은 이미 그려진 곡선 네트워크와 밀접한 연관성

을 갖는다. 즉 기존 곡선의 기하 정보를 이용해 스케치 평면을 생성한다면 추

가 스케치를 위한 준비 과정이 간소화되어 아이디어를 곧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직교 평면 생성 방법과 더불어 사용자가 임

의의 곡선 정보를 이용해 즉각적으로 평면 생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먼저 한 점 스케치 평면 생성은 이미 그려진 3차원 곡선 네트워크 상의 

임의의 한 점을 선택한 후, 사용자 뷰 방향을 고려하여 회전축을 설정 한 다

음 가상 평면을 회전 또는 평행 이동시켜 원하는 위치에서 평면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다른 방식은 두 점 스케치 평면 방법으로서 위의 한 점 평

면 생성 방법과 유사하게, 한 점을 추가로 선택하여 두 점을 지나는 회전축을 

설정한 다음 이를 지나는 가상평면을 회전시켜 스케치 평면을 정의하는 방법

이다. 

 

3.2 2차원 스케치 생성 

회화에서 사용되는 소묘 기법은 대상의 형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

러 선을 이용해 표현하는 방법이다. 여러 번의 스케치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

상에 근접해가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이전의 그린 선을 통해 앞으로 그리려고 

하는 선의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회화에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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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묘 기법을 적용해 사용자에게 더욱 자연스러운 스케치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스케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특정 경과 시간 안에 입력 된 스트로크들은 

사용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하나의 곡선으로 나타낸다[14]. 그림 3.1 (a)는 스

케치 방향과 순서에 관계없이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은 스트로크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스트로크들은 하나의 대표 곡선으로 변환된 후, 곡선 피팅 과정을 

거쳐 매끄러운 곡선으로 표현된다. 곡선 피팅 알고리듬을 이용하기에 앞서 우

선 임의로 나열되어 있는 스트로크들을 재구성하여 시작과 끝점을 명확히 결

정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스트로크들 간의 기하학적 관계

를 이용해 재배열 해주는 기존의 알고리듬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여러 번의 

걸쳐 그려진 스트로크들을 단일 곡선으로 파악하여 스트로크 재구성 알고리듬

을 구성하였다. 이를 위한 재구성 방법으로 주성분분석이 이용되었는데[14], 

그림 3.1 (b)와 같이 데이터 포인트들의 기하학적 위치에 대한 중심점 C와 주

성분분석을 통해 가장 멀리 흩어진 방향을 주방향(principal direction)로 선

택하여 이를 하나의 근사선으로 결정할 수 있다. 주어진 2차원 포인트들에 대

해, 두 주성분 방향은 아래 2 × 2 covariance 행렬의 두 eigenvector로 결정

된다. 여기서 𝑝𝑘는 k 번째 데이터 포인트의 (x, y) 좌표를 열 벡터로 표현하여 

나타내었고, 𝜇는 데이터 포인트들의 중심점으로 정의된다. 

Σ = 
1

𝑛
∑ (𝑝𝑘 − 𝜇)(𝑝𝑘 − 𝜇)𝑇𝑛

𝑘=1  

 중심점 C를 지나도록 근사선을 위치시켜 그 위에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을 

투영시킨다. 근사선 상의 투영점들 중, 중심점 C와 가장 멀리 떨어진 점 하나

를 시작점 𝑝1으로 선택하여 최단거리에 있는 점을 찾아 모든 점들에 대해 연

속적으로 재배열한다. 재배열된 투영점들은 다시 곡선상에 재투영되어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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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끝점을 이루는 하나의 곡선으로 표현한다.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

된 오차들을 제거하기 위해 재구성된 데이터 포인트들을 7개의 컨트롤 포인

트를 갖는 cubic B-spline 피팅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하나의 매끄러운 곡선

으로 만든다.  

주성분방향 𝑒1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근사하고자 하는 곡선의 형상이 서로 

닫힌곡선을 이루거나 매듭이 지어지는 경우, 근사선에 사영된 데이터 포인트

들의 순서가 올바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14].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스케치 방법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가급적 

사용에 유의하는 공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 서로 관련이 있는 스트로크들의 대표 스트로크로의 합성 과정. (a) 사

용자로부터의 입력 스트로크, (b)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스토로크들의 재정렬, (c) 

B-spline 피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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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차원 스케치 생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곡선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리고자 하는 곡선들은 기존의 곡선 정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별도의 스케치 평면 설정 없이 기존의 스케치와 교차하도록 새로운 

곡선을 그리게 되면 자동으로 추가 구속조건이 부여되어 3차원 공간 상의 투

영이 가능해진다. 이를 ‘3차원 직접 스케치’로 정의하고 3.3.1에서 설명한다. 

한편 스케치 평면 상에 그려진 곡선들은 그의 곡률 중심들의 위치가 모두 

한 평면 상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완전한 3차원 곡선을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

족이다. 실제로 2차원 스케치의 3차원 공간상으로의 투영은 수학적으로 무수

히 많은 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속조건을 부여하여 유일한 해를 구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절에서는 기존의 곡선을 변형하고자 새로운 뷰 

방향을 선택한 후 추가로 스케치하여 재생성하는 방법으로 ‘단계별 3차원 곡

선 생성’을 3.3.2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3.3.1 3차원 직접 스케치 

3차원 직접 스케치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이미지 평면상의 추가 곡선이 

기존의 3차원 곡선들과 만나는 점을 이용해 자동으로 스케치 평면을 생성하

고 그 위에 사영시켜 3차원 곡선을 얻는 방법으로써, 먼저 이미지 평면에 

투영된 기존의 3차원 곡선 네트워크와 새로 스케치한 곡선과의 교차점을 구

한다음, 다시 3차원 곡선 네트워크에서 이 교차점과 상응하는 점들을 찾는

다. 이 때 찾은 점들을 모두 지나고 임의의 방향을 법선 벡터로 갖는 가상

의 스케치 평면이 생성되면, 사용자 뷰 포인트로부터의 Ray-casting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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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해 생성한 스케치 평면 위에 새로운 곡선을 사영하여 3차원의 결과 

곡선 모델을 얻는다.  

아래 그림 3.2는 기존 자동차 곡선 모델을 이용해 3차원 직접 스케치를 

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3차원 곡선 네트워크 { 𝐧𝐢(𝐭) }는 이미지 평면상에 투

영되어 (a)와 같이 곡선{ �̃�𝐢(𝐭) }가 사용자에게 시각화된다. 가령 사용자가 현

재 자동차 곡선 모델에 사이드 실(Side sill)을 (a)와 같이 스케치하는 경우, 

(b)의 스크린 확대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 그린 곡선 𝐜(𝐭)와 투영된 기

존 곡선 네트워크 { �̃�𝐢(𝐭) }의 교차점 (𝐱𝐢,   𝐲𝐢)을 구할 수 있다. 이 때, 세 개 

이상의 교차점이 발생하는 경우는 곡선 𝐜(𝐭)의 중간 번째 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이웃 점을 찾아 �̃�𝐬𝐭𝐚𝐫𝐭 , �̃�𝐞𝐧𝐝 을 결정한다. 이 두 점을 𝐜(𝐭) 와 

{ �̃�𝐢(𝐭) }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점 𝑷𝒔𝒕𝒂𝒓𝒕 , 𝑷𝒆𝒏𝒅을 

{ 𝐧𝐢(𝐭) }에서 찾을 수 있고, 이 두 점을 모두 포함하고 임의의 방향을 법선 

벡터로 갖는 새로운 스케치 평면을 생성할 수 있다. 곡선 𝐜(𝐭)는 사용자 뷰 

포인트로부터의 Ray-casting 방법으로 통해 스케치 평면 상에 맺히게 되는

데, 임의의 방향을 스케치 평면의 법선 벡터로 설정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 (c)와 (d)는 사용자 제스처를 통한 스케치 

평면의 각도 조절을 나타낸다. 교차점 𝑷𝒔𝒕𝒂𝒓𝒕, 𝑷𝒆𝒏𝒅를 잇는 회전축이 설정되

면 전자펜의 상하 드래깅(Dragging)제스처에 따라 곡선이 회전하는 시각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드래깅이 종료되면 곡선의 회전은 멈추고, 그 위치

에서 최종 곡선 모델 𝒄′(𝐭)을 생성하고 나면 3차원 직접 스케치 과정은 종료

된다(그림 3.2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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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자동차 사이드 실을 ‘3차원 직접 스케치’를 이용해 표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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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단계별 3차원 곡선 생성 

단계별 3차원 곡선 생성은 두 번의 스케치 과정을 거쳐 보다 완전한 3차원 

곡선을 생성하는 방법인데, 즉 두 개의 사용자 뷰 포인트에서 그린 곡선이 서

로 중첩되어 새로운 3차원 곡선을 생성하는 원리이다. 그림 3.3은 자동차의 

사이드 실 및 패널을 스케치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먼저 첫 번째 뷰 포인트에

서 임의의 스케치 평면 𝑆1상에 곡선을 그리게 되면 그림 3.3 (b)와 같은 곡선 

모델 { �̃�1(𝑡) }을 얻게 된다. 그리고 3차원 공간상에 투영된 { 𝑐1(𝑡) }의 모든 곡

선들은 2차원 평면 상에 정의되었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의 곡률 중심 역시 

동일 평면상에 놓이게 되므로 2차원 곡선으로 국한되어 표현된다. 보다 완전

한 3차원 곡선 모델 생성과 사용자에게 직관적인 곡선 편집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그림 3.3 (c)와 같이 다른 사용자 뷰 포인트에서 스케치 평면 𝑆2를 새롭

게 정의한 다음, 현재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이전에 그린 곡선이 원하는 형

상으로 변형되도록 두 번째 곡선 { �̃�2(𝑡) }을 스케치한다. 두 차례에 걸쳐 생성

된 곡선 { �̃�1(𝑡) }와 { �̃�2(𝑡) }는 각각 𝑆1와 𝑆2  평면이 갖는 법선 벡터 방향으로 

펼쳐져 곡면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두 곡면의 교차점을 찾아 곡선으로 표현

하게 되면 그림 3.3 (d)의 { 𝑐2(𝑡) }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처음 그리고자 했던 

자동차의 사이드 실과 패널은 단 두 번의 걸친 스케치 과정을 통해 보다 완전

한 3차원 곡선 모델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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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자동차 사이드 실 및 패널을 표현하기 위한 단계별 3차원 곡선 생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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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용자 평가 및 결과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한 3차원 곡선 생성 방법을 이용한 개념 스케치용 

디자인 시스템의 유용성과 학습 용이성을 평가하고 사용자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사용자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첫째로, 시스템 유용성 및 학습 

용이성 평가는 SUS(System Usability Scale)에서 구한 평균 점수를 이용하

여 시스템 사용 시간에 따른 결과 모델의 완성도와 시스템 만족도 결과를 알

아보고자 실시된다[13]. 시스템의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 실시되는 두 번째 평

가 방법은 사용자 인터랙션의 직관성, 3차원 곡선 생성 기법의 용이성, 시스템

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자체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4.1  SUS  측정 

SUS은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유용성 및 학습 용이성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방식의 평가 방법이다. 이는 사용자 테스트 후 약식으로 실시되는 측정 방법

으로써,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홀수와 짝수 번째 항목은 각각 긍정과 

부정의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아래 열거된 10개의 설문 항목은 1에서 5점까

지의 점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중 4, 10번 항목은 학습 용이성을 나타내

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8개 항목들은 시스템 유용성에 대한 척도로 표현된

다. 각각의 항목이 갖는 점수의 기여도를 0점에서 최고 4점이 되도록 계산할 

수 있는데, 먼저 긍정적인 의미의 홀수 번째 항목은 각 항목들의 점수에서 1

을 빼는 한편,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짝수 번째 항목은 5점에서 각 항목들의 

점수를 차감한다. 모든 점수들을 합한 후 2.5를 곱하여 최고점수 100점이 되

도록 만든다. 마지막으로 평가 횟수에 따라 SUS 점수를 측정하여 학습곡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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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유용성 및 학습 용이성의 변화를 알아 볼 수 

있다. 

○1  I think that I would like to use this system frequently. 

○2  I found the system unnecessarily complex. 

○3  I thought the system was easy to use. 

○4  I think that I would need the support of a technical person to be able to use this system. 

○5  I found the various functions in this system were well integrated. 

○6  I thought there was too much inconsistency in this system. 

○7  I would imagine that most people would learn to use this system very quickly. 

○8  I found the system very cumbersome to use. 

○9  I felt very confident using the system. 

○10  I needed to learn a lot of things before I could get going with this system. 

 

4.2 사용자 평가 

본 시스템의 사용자 평가는 관련 프로그램에 경험이 없고,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학생 5명을 피험자로 모집하여 5일간의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외부와 

단절된 실험실에서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사용자 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실험 

1일차에는 시스템을 이용한 스케치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2일차

부터는 미리 정해놓은 타깃 모델(의자, 마우스, 자동차, 비행기)의 단어만 제

시하여 본인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표현하여 그리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한 시

간의 이용 테스트를 마친 피험자들에게 곧바로 SUS 평가와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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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과 

제안한 3차원 곡선 생성 방법은 다섯 명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5일 동안 

네 종류의 모델 스케치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4.1과 같다. 또한 일

일 테스트를 마친 피험자들은 SUS 설문 조사에 응했고 그 측정 결과는 그림 

4.2에 나타내었다. 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한 소개 시간을 가졌던 실험 1일차 

SUS 평균 점수는 11.5점으로 피험자들 모두 시스템을 조작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으며, 특히 원근법 스케치 환경에 빨리 적응하지 못했다. 본격적으로 스

케치 테스트를 시작한 2일 차에는, 그림 4.2 (a)의 그래프와 같이 피험자 A, 

B, C는 80점의 SUS 평균 점수로 1일차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반면, D, E 피

험자의 SUS 점수는 2일차 평균 점수인 61점보다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

다. 심지어 두 피험자의 평균 점수가 A, B, C의 평균 점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실제 스케치 결과를 그림 4.1에서 살펴 보면, A, 

B, C 피험자는 2일차 테스트에서 이미 의미 있는 3차원 곡선 모델을 표현했

지만, D, E는 아직 3차원 형상을 표현하는데 미숙했고, 특히 D 피험자는 원근

법을 무시한 채 의자 다리를 상대적으로 작게 스케치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오히려 자세히 표현하는 등 아직까지 3차원 곡선 스케치에 적응하지 못한 것

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스케치 테스트 날인 실험 3일차에는 마우스 모델을 그린 다섯 피

험자 모두 의미 있는 3차원 모델을 완성하였고, SUS 그래프에서도 3차원 스

케치에 적응하지 못했던 두 명의 피험자 D, E의 점수가 이전 테스트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총 평균점수인 90점에 가까이 접근하였다. 이로써 모든 

피험자들은 두 번만의 스케치 테스트를 통해 본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무리 없

이 능숙한 스케치가 가능했고, 특히 그림 4.1의 마우스 결과 모델에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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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대상의 특징을 최대한 표현함과 동시에 개개인의 독창적인 스케치 방

식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4, 5일차 테스트에서 모든 SUS 점수가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수렴하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이미 피험자 모두 자신

감을 갖고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또한 만족

할 만한 3차원 곡선 모델을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유용성과 학습 용이성

을 갖춘 시스템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시스템의 사용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동일한 제한시간

과 상대적으로 표현이 어려운 모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델을 표현하는 

곡선의 수는 증가하여 더 자세한 스케치가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다(그림 

4.1). 이는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3일차 이후의 피험자 SUS 점수가 이

미 최고 점수에 가까워진 현상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림 4.3은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사용자 만족도 검사를 보여준다. 

대체로 많은 항목들이 4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3차원 직접 

스케치 과정에서 곡선을 회전할 때 보여지는 보조 화면의 시각적인 피드백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 2차원 스케치 시 기하학 정보를 이용한 스

트로크의 자동 연결 방식 또한 3점대 점수를 받았다. 반대로, 3차원 직접 스

케치, 곡선의 대칭 복사 기능, 곡면 스케치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세 

항목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피험자가 새로운 스케치를 할 때 별도

의 스케치 평면을 생성하지 않고도 곧바로 3차원 스케치를 하기 위해 ‘3차원 

직접 스케치’ 기능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이는 3차원 직접 스케치가 높은 점

수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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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본 시스템의 사용자 평가를 통한 스케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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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본 시스템의 사용자 평가를 통한 SUS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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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본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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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3차원 곡선 생성 방법을 통해 시스템-사용자 간 인

터랙션의 직관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아이디어를 확장시키는데 유용한 스케치 

기반의 모델링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직관적인 3차원 스케치를 위해 세 가지

의 스케치 평면 생성 방법-1)세 직교 평면, 2) 한 점 및 두 점 스케치 평면-

과 두 가지의 3차원 곡선 생성 방법-1) 3차원 직접 스케치, 2) 단계별 3차원 

스케치-을 제안하였고, 본 시스템에 위 방법들을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비숙

련자 대상으로 사용자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스템의 유용성과 학습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SUS 측정 결과를 학습곡선으로 나타내었으며, 사용자 별 스케

치 결과들도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본 시스템에서는 종이와 펜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익숙한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초기 아이디어를 빠른 시간 안에 표현 할 수 있었고, 기존 곡선들과

의 연관성을 이용해 3차원 곡선을 손쉽게 생성함으로써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 특히 몇 가지 평면 생성방법과 3차원 곡선 생성 방법

으로도 수준 높은 3차원 개념 스케치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타 스케치 기반의 

모델링 시스템과 차별성을 가진다. 

대체로 모델 형상의 대칭성을 이용해 3차원 곡선을 생성하는 기존 시스템

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유기적인 형상을 타깃 모델로 확장하여 여러 3차원 

곡선 생성 기법을 제안하였지만, 마우스 모델의 스케치 결과에서 알 수 있다

시피 모든 피험자들은 대칭성을 갖는 모델을 선호하거나 대부분의 형상을 대

칭적으로 그리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3차원 곡선 모델 생성 방법들을 이용해 다양한 개념 

스케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더 나아가 곡선들의 3차원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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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에 따른 렌더링 기술[13]과의 결합을 통해 원근법 스케치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더욱 직관적인 3차원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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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with the improvement of touch-based display technology, sketch-based 

modeling methods using a 3D curve network have been developed. Also there have been 

a lot of developments in research about pen and paper interface for conceptual sketch.  

In this thesis, we propose an intuitive sketch-based conceptual drawing tool, which 

allows inexperienced users to be able to sketch any ideas in 3D space that comes to their 

mind. The system is particularly convenient in creating a sketching plane and converting 

3D curve networks to a solid body, which are enabled by our novel method. The main 

point of this paper is that our system is highly intuitive and thus easy to learn so that even 

inexperienced users can learn all the necessary functionalities for creating a 3D shape 

within a very short time. This is a great benefit for those who want to concentrate more 

on expanding and developing their creative ideas. Such advantages of our system were 

proved from the user study, in which we evaluate the system both in usability and 

learnability aspects. 

 

Keywords: Conceptual sketch, Product design, sketch-based modeling system, 3D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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