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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초기 항공기 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단시간에 손쉽게 다양한 형상의 항공기 모델을 생성하여 넓은 

범위의 취약성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항공기 구성요소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저장하고 주요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입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CSG 형식의 항공기 모델을 

생성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취약성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BRL-CAD가 많이 사용된다. 본 

연구는 BRL-CAD 시스템에서 항공기 모델을 효율적으로 생성하도록 하는 연구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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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analyze the vulnerability of an 

aircraft, BRL-CAD (open source CAD software) file format is used in military. CAD model in the BRL-CAD is 
CSG based CAD system so that we have to create CSG based aircraft CAD model, This research is about 

implementation an easy UI software program to design an aircraft in a BRL-CAD system. 

Key words: CSG model, vulnerability analysis(취약성 분석), aircraft part library(항공기 파트 라이브러리), neutral 

format(중립 포맷), primitives mapping 
 

1. 서 론 

초기 항공기 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단시간에 

손쉽게 다양한 형상의 항공기 모델을 생성하여 

넓은 범위의 취약성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항공기 구성요소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저장하고 주요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입력함으로써, 효율적으로 CSG 형식의 

항공기 모델을 생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취약성 분석이란 항공기가 피탄시나 

다른 항공기와의 직접적 접촉이 일어났을 때 

항공기의 기체 및 내부의 핵심 부품의 취약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며, 항공기 기본 설계에 꼭 

필요하다.  

이러한 항공기 취약성 분석을 위해서는 항공기 

모델 격자를 그려서 각각의 격자 안에 항공기가 

피탄이 가능한 shot-line 을 그려서 그 line 을 

따라서 탄이 이동하였을 경우 손상을 입는 

항공기의 주요 부품을 파악하여 각각의 

부품마다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shot-line 을 생성하는 도구로써 BRL-

CAD, FASTGEN 등 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BRL-CAD 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도구에서 

출력되는 파일은 다시 COVART 라는 취약성 

분석 시스템으로 입력이 되어서 취약성 분석이 

이루어진다(1) 

본 연구의 목적은 취약성 분석을 위해서 쉽고 

빠르게 CSG 기반 항공기 모델을 B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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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 시스템에서 생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취약성 분석을 위해서 정의한 항공기 

파트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주요 파라미터, 

파트의 어셈블리 구조, 좌표 변환 정보 및 모델 

스케일링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UI 를 

통해서 BRL-CAD 의 CSG 모델로 변환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일부 구현하였다. 

2. 모델 생성 

먼저 전체 프레임 워크를 그림 1 에 나타내었다. 

BRL-CAD 모델 생성은 크게 세 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 (1)항공기 파트 라이브러리의 구축, 

(2)구축된 라이브러리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특징

형상 기반으로 항공기를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

는 과정, (3)생성된 특징형상 기반 항공기 모델을 

BRL-CAD 의 프리미티브로 변환 과정이 필요하

다. 

 

Fig. 1. Overall structure of proposed system 

먼저 항공기의 파트와 그것들의 어셈블리 

구조를 MIL-SPEC 에 기반하여 카이스트의 

Macro-parametrics 프로젝트에서 구현된 

TransCAD 의 중립 CAD 모델 형식(XML)으로 

생성을 한다. 

정의된 라이브러리에서 각각의 필요한 파트를 

사용자가 GUI 를 통해서 TransCAD 에서 

인스턴스화 하여 불러들여오고, 그것들의 

좌표정보, 파라미터정보를 좌표 변환 및 모델 

스케일 정보를 입력하여 항공기의 모델을 

생성한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중립 항공기 모델을 CSG-

형태를 갖는 BRL-CAD 의 프리미티브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Fig. 2. BRL-CAD Primitives 

 

TransCAD 에서 제공하는 Automation API 를 

통해서 생성된 항공기 모델의 각각의 피처의 

자세한 파라미터를 추출이 가능하다. 추출된 

정보는 특징형상을 기반으로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BRL-CAD 의 프리미티브와의 매칭과정이 

필요하다. 매칭은 그림 3 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매칭이 완료된 후 출력하여 BRL-

CAD 에서 CSG 기반 항공기 모델을 생성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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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BRL-CAD 에서 취약성 분석에 필요한 

shot-line 을 생성이 가능하다. 그림 3 에서 

각각의 파트와 특징형상을 변환하도록 하고 

변환이 힘든 파트의 경우에는 메쉬 포맷으로 

출력하여 BRL-CAD 에 입력하는 방식의 

구조이다. 

 

Fig. 3. Structure of BRL-CAD post-processor 

3. 구현 및 계획 

지금까지 제안하는 솔루션에 대한 구현 환경은 

다음과 같다. 
 

� 언어: C++  

� 사용 라이브러리: MFC, ATL 

� IDE: Visual Studio 2010 

� Geometric kernel: ACIS R21 

� Visualization: HOOPS 1813 

 

위와 같은 환경으로 테스트 모델인 F86 모델 

생성이 가능하도록 모든 모듈을 구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는 간단한 파트 및 피처를 구현 하였다. 

그림 4 는 간단한 모델을 생성하여 BRL-

CAD 에서 가시화 한 그림이다.  

 

Fig. 4. Created aircraft inner part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의 초기 개념 설계 

과정에서 해당 항공기 모델의 취약성 분석을 

위해서 CSG 기반 CAD 모델을 효율적으로 

생성하도록 하는 연구를 하였다. 항공기 모델 

생성을 위해서 MIL-SPEC 을 기반한 항공기 파트 

라이브러리를 정의 하였고, 사용자가 GUI 를 

통해서 라이브러리의 각각의 파트를 인스턴스화 

하고 좌표 정보와 파라미터 정보를 입력하여 

효율적으로 모델을 생성하고 생성된 중립 CAD 

모델을 다시 BRL-CAD 의 CSG 기반 파일 

포맷으로 변환하는 프레임 워크를 통해서 

CSG 기반 모델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현재 구현 내용 중 자유 곡면을 

갖는 파트의 변환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 곡면에 관련된 변환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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