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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웹 기반 서비스 플랫폼 환경에서 3D 모델의 경량화 및 품질 유지를 위한 후처리 방법을 

제안한다. 3D 모델을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기 위해 웹 기반 환경에서의 3D 모델 시각화 서

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용량 3D 모델의 경량화 및 품질 유지가 필수적이

다. 제안하는 3D 모델의 후처리 방법은 간편한 사용자 조작뿐만 아니라 면의 경량화 가능 및 시각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웹 기반 환경에서의 활용을 위한 대용량 3D 모델을 효율적으로 최적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3D 모델(3D model), 경량화(lightening), 후처리(post-processing)

웹 플랫폼 환경에서 대용량 3D 모델 경량화 및 

품질 유지를 위한 방법 제안
백희원O, 임현규*, 김찬우*, 전지혜*

O주식회사 스탠스,
*주식회사 스탠스

e-mail: {hw.paek, hklim, kcw, jhjeon}@stans.co.krO*

Proposed method for lighten and maintain quality of 

large-capacity 3D models in web platform environment
Hee-Won PaekO, Hyeon-Kyu Lim*, Chan-Woo Kim*, Ji-Hye Jeon*

OStans Inc.,
*Stans Inc.

I. Introduction

3D 모델은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간편 

생성 및 시각화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2]. 

최근에는 XR 기술을 기반으로 3D 모델을 활용한 산업 현장에서의 

협업 및 교육훈련,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전반적인 

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효과에도 기여하고 있다[3][4]. 

이처럼 3D 모델을 이용한 서비스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임베디드 서비스에서 웹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웹 기반 서비스 플랫폼은 디바이스 및 그래픽 

사양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서비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최적화된 서비스를 위해서는 3D 모델의 경량화 작업이 필수적이다. 

대용량으로 생성된 3D 모델은 웹 플랫폼에서 서비스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경량화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는 밝기 조절, 블러, 

샤픈 등의 전처리 작업을 통한 보정 이미지 기반 메쉬 생성 방법으로 

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반드시 수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만 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웹 기반 서비스 플랫폼에서 3D 모델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생성 작업 과정이 간편하고, 경량화 진행 후에도 품질 유지가 가능한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웹 플랫폼 환경에서 XR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용량 3D 모델의 경량화 및 품질 유지를 

위한 후처리 방법을 제안하며, 이는 기존의 전처리 방법보다 효율적인 

작업과 우수한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

II. The Proposed Scheme

1. Image Post-processing Test

본 논문에서는 생성된 대용량 3D 모델을 대상으로 경량화 및 

품질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 블렌더(Blender) 소프트웨어의 후처리 

기능을 이용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블렌더는 3D 콘텐츠 생성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제품디자인, 건축, 게임 모델링, 애니메이션 등의 

분야에서 사용 가능하며,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 비디오 편집, 

VFX, 합성, 텍스처링 등 3D 콘텐츠 생성을 위한 다양한 필수 기능들을 

통합 제공한다[5]. Decimate는 블렌더에서 제공하는 생성된 3D 

모델의 후처리 기능 중 하나로 최소한의 형상 변화로 메쉬의 버텍스 

및 면의 수를 줄여주는 기능이다. 메쉬가 복잡한 모델의 경우 Decimate

를 사용하여 폴리곤 수를 줄이거나 불필요한 포인트와 엣지를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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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량화를 할 수 있다. Decimate에서는 유지할 면의 비율(Ratio)을 

설정할 수가 있으며, 1과 0 사이에서 파라미터 값 설정이 가능하다. 

값이 1인 경우 메쉬는 변하지 않고, 0인 경우에는 모든 면이 제거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메쉬가 복잡한 3D 모델 이미지를 대상으로 

1에서 0 사이에 값을 설정하여 그에 따른 면의 수를 낮추면서도 

형상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OpenCV 차영상

을 비교하여 경량화된 이미지의 품질을 평가한다.

2. Method of Image Quality Maintaining

테스트를 통해 경량화된 이미지는 객관적인 품질 평가를 위해 

PSNR(Peak Signal to Noise Ratio)과 SSIM(Structural Similarity 

Index Measure) 두 가지 방법을 이미지 품질 평가 지표로 사용한다. 

PSNR는 영상 손실로 인하여 화질 손실 정보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지표이다. MSE(Mean Squared Error)는 두 영상 간의 각각의 픽셀값 

간의 차이를 계산하는데, MSE의　값이 적을수록 PSNR의 값이 

높게 나타난다. 즉, PSNR이 높은 값을 가질수록 화질 손실이 적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30dB가 넘으면 두 영상의 차이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이다. SSIM은 이미지 품질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원본 영상에 대한 유사도를 평가한다. 인간의 시각적인 품질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PSNR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표이다. 

영상의 밝기(Luminance), 대비(Contrast), 구조(Structure)를 고려한 

이미지의 유사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1이 최댓값이며 1에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Test Result

Fig. 1. Image Comparison based on Decimate ratio

Fig.1은 블렌더에 3D 모델 이미지를 가져와서 면의 수를 낮추기 

위해 Decimate 비율 값을 1(원본), 0.05, 0.01, 0.005로 설정하여 

비교한 그림이다. 테스트 결과 하나의 파라미터 값 조절로 쉽게 면의 

수를 낮출 수가 있었으며, 그 결과로 면의 수를 현저히 낮추면서도, 

원본과 유사한 형상을 유지하는 좋은 품질을 얻을 수 있었다.

Fig. 2. Compare of OpenCV　Differential Images

Fig. 2.는 Decimate 비율 값에 따른 각각의 이미지를 1차 원본 

이미지와 비교한 OpenCV 차영상 그림이 다. 이미지 품질 평가 

지표 PSNR(상), SSIM(하)를 사용하여 1-1차, 1-2차, 1-3차, 1-4차 

영상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3D 

Model

1

(Original)
2 3 4

Decimate

Ratio
1 0.05 0.01 0.005

Face 212,987 10,649 2,128 1,064

PSNR none 33.3829 26.8605 24.9483

SSIM 1 0.953823 0.843659 0.783422

Table 1. Decimate Test Results

Table 1.은 3D 모델 이미지의 Decimate 비율 설정값에 따른 

면의 수와 OpenCV　차영상의 PSNR, SSIM 평가 지표 값을 정리한 

표이다. 테스트 결과 Decimate 비율 값이 1인 원본에서 비율 값을 

0.05로 설정한 경우 212,987개의 면에서 10,649개로 약 95% 가까이 

면의 수를 줄였고, 이미지 평가 지표로는 PSNR이 33,3829, SSIM 

0.95382로 비교적 높은 평가 지표와 시각 품질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더 나아가 면을 약 1,000개 수준인 약 

99.5% 낮췄음에도 로우폴리 메쉬로 활용 가능성 확인할 수 있었다.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3D 모델을 웹 기반 플랫폼 서비스 환경에서 경량화 

및 품질 유지를 할 수 있는 후처리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Blender

의 Decimate 기능을 테스트를 통해 간편한 사용자 조작, 효율적인 

면의 경량화 가능 및 우수한 시각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은 웹 기반 환경에서 활용을 위한 

대용량 3D 모델을 효율적으로 최적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실제 웹 플랫폼 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3D 모델을 

생성 및 확장성을 위하여 대용량 3D 모델 대상 최적화 테스트 및 

3D 모델 자동 생성 모듈과의 호환 등의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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