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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SG (Constructive Solid Geometry) model of aircraft should be generated for vulnerability analysis 

(Open-Source CAD S / W is used in BRL-CAD). Because in the early conceptual design phase of aircraft 

modeling, we have to create various shapes and a wide range of aircraft models to perform a vulnerability 

analysis of the data, in a short time and easy UI. This research is about implementation an easy UI software 

program to design a aircraft. and conversion from existing CAD model (CATIA V5) to CSG typed model 

(BRL-C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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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기가 피탄시나 다른 항공기와의 직  이 

일어났을 때 항공기의 기체  내부의 핵심 부품의 취

약성을 단하는 취약성분석이 항공기 기본 설계에 꼭 

필요하다. 이러한 항공기 취약성 분석을 해서는 항공

기 모델 격자를 그려서 각각의 격자 안에 항공기가 피

탄이 가능한 shot-line을 그려서 그 line을 따라서 탄이 

이동하 을 경우 손상을 입는 항공기의 주요 부품을 

악하여 각각의 부품마다의 손상 정도를 악하게 된다. 

이러한 shot-line을 생성하는 도구로써 BRL-CAD, 

FastGen이 있다. 이와 같은 도구에서 출력되는 일은 

다시 Covart라는 취약성 분석 모델로 입력이 되어서 취

약성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림 1 차를 통과 하는 shotline[1]

2. 모델 변환

항공기 모델의 설계에 사용되는 CAD모델은 상용 

CAD 시스템에서 생성된 Feature based 모델이 생성이 

된다. 이러한 모델은 항공기의 선체 정보에서부터 재질 

 각각의 모델의 조립에 필요한 볼트, 트  필요한 

구멍 모델까지 자세한 구조가 모델링된다. 

이와 같은 작은 크기의 특징형상들은 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취약성 분석 도구의 인풋으로 사용될 경

우 해석에 무리가 따른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

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에 나타낸 구조를 이용

하여 모델을 번역하 다. 사용하고 있는 테스트 모델은 

그림 2에 그려진 F86 Sabre 항공기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2 번역 시스템 구조

  테스트 모델에는 22개의 어셈블리 모델과 250개의 

트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트를 CATIA에서 STEP 

표  형식으로 출력하여 STEP 일을 기반으로 그림에 

나타난 작업을 수행하 다. STEP 일로 출력하게 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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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각각의 트정보와 그것의 이름 정보는 보존이 되

기 때문에 이름으로 필터링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력된 STEP 일 안에 있는 각각의 트들을 먼  

이름을 기 으로 불필요한 트를 필터링한다. 를 들

어 볼트, 트와 같이 항공기의 핵심 주요 부품이 아닌 

트는 형상 제거작업 이 에 제외 한다. 

  필터링 된 STEP 일안의 트들을 InterOp 라이 러

리를 이용하여 ACIS 내부 포맷으로 변환한다. 변환된 

ACIS포맷은 ACIS 라이 러리의 Defeature 기능과 형

상제거 알고리즘을 통해서 Hole, Fillet, Chamfer, 

Circular hole 등과 같이 Dress-up 특징형상을 제거한

다. 이때 삭제되는 형상의 최소 혹은 최  크기는 사용

자가 미리 정의할 수 있다. 

  의 두 가지 과정을 거친 모든 트들은 STL 일 

포맷으로 출력하여 BRL-CAD로 임포트 한다. 

3. 구   결 과

구 은 C++ 기반으로 ACIS 라이 러리와 ACIS 

InterOp 라이 러리, ACIS Defeature API를 사용하여 

구 하 다. 테스트 모델은 아래의 CATIA로 모델링된 

F86 항공기 모델을 사용하 다. 

그림 3 테스트 CATIA 모델

CATIA에서  테스트 모델의 어셈블리 모델을 열어서 

STEP 형식으로 출력하여 STEP 형식을 본 연구에서 

개발한 데이터 변환 로그램에서 불러온 다음에 Skin, 

Bolt, Nut, misc 와 같은 이름을 갖는 트는 필터링하

여서 삭제한다. 삭제 후 각각의 트의 작은 fillet, 

chamfer, hole과 같은 형상을 제거하여 다음의 그림 4 

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그림 4는 몇 개의 트만 선택

을 하여 각각의 트 단 로 로딩 되었다는 것을 보여

다. 작은 형상이 사라진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름으

로 필터링 되어서 필요 없는 형상이 사라진 것은 그림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 STL로 출력되는 형상

의 모델은 ACIS 내부 포맷으로 이루어져있는 상태이

고 STL형상으로 변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의 

B-rep 형상을 ACIS에서 제공하는 Mesh 리 클래스를 

이용하여서 STL 일로 출력을 하 다. 의 모델의 

경우 408개의 STL 일이 생성이 된다. 각각의 STL 

일은 스크립트 로그램과 BRL-CAD에서 제공하는 

STL 임포트 툴을 이용하여 BRL-CAD 포맷으로 변환

한다. 

 각각의 변환된 408개의 BRL-CAD(*.g) 포맷 한 

BRL-CAD의 데이터베이스로 입력을 하여야 되는데 이

때도 마찬가지로 임포트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408개의 

g 일을 임포트 하 다. 

  최종 으로 그림 5에 BRL-CAD에로 변환된 모델의 

그림을 볼 수 있다. 각각의 STL 일이 g 일로 변환

되어 독립 인 솔리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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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BRL-CAD에서 가시화

4. 결  론

  본 연구에서 상용 CAD 시스템인 CATIA V5를 통해

서 모델링된 항공기 모델의 취약성 분석을 해서 항공

기 모델의 이름과 형상의 크기를 통해 취약성 분석에 

필요하지 않은 트를 필터링하고 필터링 된 모델에서 

필요 없는 Dress-up 특징형상을 제거하여 shot-line 생

성에 사용되는 BRL-CAD 포맷으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개발 하 다. 

  향후과제로 본 연구에서 구 된 로그램을 통해서 

앞의 그림 3의 테스트 모델을 로딩하고 이름으로 필터

링  작은 형상을 제거하는데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

요되는 문제 이 있다. 한 지 의 시스템은 출력된 

STL 일을 BRL-CAD 형식으로 넘기는 과정에서의 사

용자의 UI가 개발되어 있지 않는 단 이 있다. 이러한 

문제 들을 해결하도록 연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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