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SCE321: Assignment #3-#4 

마감일 5월 31일 11:59PM 

 

# Source Codes, 실행 파일, 보고서, 결과 화면을 5월 31일 11:59PM 까지 업로드 
# 언어는 일반적인 Windows 환경에서의 실행을 위해 C, C++, JAVA로 제한 
# Release로 컴파일해서 제출하기 바라며, Debug, Release 폴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JAVA의 경우 *.EXE 로 실행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 실행파일이 없을 경우, 보고서 점수만 인정됩니다. 
# 보고서에는 실행방법과, 실행결과를 기술 
# 보고서에 설명이 없을 경우, 구현되지 않은 것으로 채점 될 수 있습니다.  

 

1. 3D Viewing 
(a) Default 
▶(10 Points) 3D Object 파일을 Load 

•우리가 읽으려는 File Format은 다음과 같다. 
•"tetra.smf" 파일이 있을 때 

 

 

•'v'는 vertex를 의미하며, 'f'는 face를 의미함 
•Vertex는 1부터 시작 
•Tetra model은 vertex (2, 3, 4)로 이루어진 triangular face 1, vertex (1, 4, 3)으로 이루어진 

triangular face 2, vertex (1, 3, 2)로 이루어진 triangular face 3, vertex (1, 2, 4)로 이루어진 

triangular face 4로 정의됨 
•우리는 right-handed coordinate system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face를 이루는 

vertex는 counter-clockwise로 정의됨 (Face normal vector를 구할 때 필요) 

v  -1.000000  -1.000000  -1.000000 
v   1.000000  1.000000  -1.000000 
v  -1.000000  1.000000   1.000000 
v   1.000000  -1.000000  1.000000 
f  2 3 4 
f  1 4 3 
f  1 3 2 
f  1 2 4 

 
[그림1] Tetra 



•새로운 object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File Open”및 이미 불러온 object 파일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File Reload” 기능이 있어야 함 
▶(각각 10 Points) 읽어 들인 3D object 파일의 Orthographic 및 Perspective projection 

•3D object의 중심(3D object를 포함하는 bounding box의 중심점)을 3D 좌표상의 

원점으로 이동(translate)시켜, 3D object가 윈도우의 중심에 그려져야 함 
•읽어 들인 object가 작거나 크다면, 충분한 크기로 scale해야 함 
•Perspective projection을 하기 위해서, depth값(view plane과 시점과의 거리)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10 Points) Back-face culling 

•View vector와 face normal vector를 내적하여 back-face 구별 가능 
•Back-face culling은 On/Off 가 가능해야 함 

(b) Option 
▶(10 Points) Back-face의 시각적 효과 

•Back face일 경우 [그림1]과 같이 점선으로 표현 

▶(15 Points) Z-Buffering 
▶(10 Points) 시점을 이동할 수 있어야 함 

 

 

2. Transformation 
(a) Default 
▶(각각 5 Points) Translation, Rotation, Scaling 

•x, y, z 축을 기준으로 Translation, Rotation, Scaling 수행 
•물체를 이동 후에 회전하는 것과 같은 연속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 

 

 

3. Rendering 
(a) Default 
▶(10 Points) Flat Shading 
▶(20 Points) Gouraud Shading 
▶( 5 Points) 물체의 속성(Ka, Kd, Ks) 변경 
▶( 5 Points) Light parameter(색, specular exponent) 변경 

•Rendering mode로 None, Flat, Gouraud, Phong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 
(b) Option 
▶(30 Points) Phong Shading 



▶(10 Points) Light source의 종류 변경(Point, Directional and Spot lights) 
 

4. Others 
(a) Default 
▶(15 Points) 마우스 인터페이스 

(b) Option 
▶(10 Points) 보고서 
▶(10 Points) Double Buffering 

 

 

 

 

 

 

 

 

 

 

 

 

 

 

 

 

 

 

 



[ 보고서에 Self Test Table 꼭 첨부해주세요. 감점 될 수 있음. ] 

Self Test Table (보고서에 첨부) 

Default O / X 

3D Object File Load(10)  

Orthographic(10)  
3D Drawing 

Perspective(10)  

Back-face Culling(10)  

Translation(5)  

Rotation(5)  

Scaling(5)  

Flat Shading(10)  

Gouraud Shading(20)  

물체의 속성 변경(5)  

빛의 속성 변경(5)  

Mouse Interaction(15)  

 

Option O / X 

Back-face Visualization(10)  

시점 이동(10)  

Phong Shading(30)  

Light Source 변경(10)  

Report(10)  

Double Buffering(10)  

Z-Buffering(15)  

 

 

마감시간 지연에 따른 점수 감소율 

1일 2일 3일 … 5일 이후 

5% 10% 15%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