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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설명- 
 

∪*: 정규화된 불리언 합 연산 

—
*: 정규화된 불리언 차 연산 

1. 서 론 

설계 단계에서 생성한 CAD(computer-aided 

design) 모델을 다른 분야에서 사용할 경우 CAD 

모델을 단순화 시키는 것이 유용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CAD 모델을 가시화 할 때, 카메라와 

CAD 모델 간의 거리가 멀 경우에는 CAD 모델의 

상세한 부분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다. 또한, CAD 

모델을 스마트 기기와 같은 저사양의 하드웨어에

서 가시화할 경우, 하드웨어의 성능을 고려하여 

CAD 모델을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 CAD 모델

을 이용해 시뮬레이션을 할 때에도,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들은 제거하여 계산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CAD 모델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은 CAD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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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경계표현 모델에 특징형상기반 단순화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특징형상기반 

단순화를 위해, 경계표현 모델로부터 볼륨분해 트리가 생성된다. 볼륨분해 트리는 가산적 볼륨, 감산적 

볼륨 및 필렛/라운드/모따기 볼륨들의 정규화된 불리언 연산으로 표현되며, 필렛/라운드/모따기 분해, 랩

어라운드 분해, 볼륨분할 분해 및 셀 기반 분해로 구성된 단계적 볼륨분해를 이용해 생성된다. 볼륨분해 

트리는 중위연산 형태로 변환되고, 볼륨들의 순서를 변경하여 CAD 모델을 단순화시킨다. 제안한 방법

의 검증을 위해,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구현했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CAD 모델 단순화 실험을 수행

하였다.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이 경계표현 기반 CAD 모델의 단순화에 유용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a method to apply feature-based simplification to boundary representation models is proposed. 

For feature-based simplification, a volume decomposition tree is created from a boundary representation model. The 

volume decomposition tree is represented by regularized Boolean operations of additive volumes, subtractive volumes, 

and fillet/round/chamfer volumes, and it is generated by stepwise volume decomposition, which consists of 

fillet/round/chamfer decomposition, wrap-around decomposition, volume split decomposition, and cell-based 

decomposition. After the volume decomposition tree is transformed to an infix expression, the CAD model can be 

simplified by reordering the volumes. To verify the proposed method, a prototype system was implemented, and 

experiments on test cases were conducted. From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it is verified that the proposed method is 

useful for simplifying CAD models based on boundary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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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방법에 따라 매시 단순화(mesh simplification), 

경계표현 모델 단순화(boundary representation model 

simplification), 특징형상기반 단순화(feature-based 

simplific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특징형상

기반 단순화는 다른 방법에 비해 공학 해석

(engineering analysis), 분산 협업 설계(distributed 

collaborative design), 가상 시제(virtual prototyping) 

등과 같은 공학 활동에 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특징형상기반 단순화는 특징형상기반 모델을 입

력으로 사용한다. 특징형상기반 모델은 특징형상

이라고 부르는, 공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상들의 

CSG(constructive solid geometry) 트리로 표현된다. 

이를 특징형상 트리(feature tree)라고 한다. 특징형

상 트리의 잎노드(leaf node)는 특징형상이 되고, 

중간노드(internal node)들은 불리언 연산이 되며, 

루트노드(root node)는 결과 형상이 된다. 

특징형상기반 단순화는 특징형상기반 모델을 입

력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특징형상기반 모델은 접

근이 매우 어렵다. 다시 말해, 상용 CAD 시스템

은 특징형상기반 모델을 제공하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CAD 시스템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API 을 이용한 접

근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 3 자가 특징형상기

반 단순화를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API 를 이용하는 것 대신 IGES(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나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과 같은 표준 파일 

형식으로 CAD 모델 정보를 출력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표준 파일 형식으로 특징형상기반 모델 

정보를 출력하는 상용 시스템은 없다.(2,3) 또한, 특

징형상기반 모델은 설계의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지적 재산의 보호를 고려하면 쉽게 공유할 

수 없다.(4)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특징형상

기반 단순화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계

표현 모델을 입력 받아 특징형상 트리를 구성하고 여

기에 특징형상기반 단순화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경계표현 모델은 CAD 모델을 표현하기 위해 가

장 널리 사용되는 표현방법이다. 또한 대부분의 표

준 파일 형식들도 지원하고, 상용 CAD 시스템들도 

출력 기능을 지원한다. 그러나 경계표현 모델은 특

징형상 정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인위적

으로 생성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에서는 필렛/라운

드/모따기 분해(fillet/round/chamfer decomposition), 랩어

라운드 분해(wrap-around decomposition), 볼륨분할 

분해(volume split decomposition), 셀 기반 분해(cell-

based decomposition)의 네 단계로 구성된 단계적 

볼륨분해(5)를 이용해 경계표현 모델로부터 특징형

상 트리를 재구성한다. 그리고 재구성된 특징형상 

트리에 특징형상기반 단순화를 적용한다. 그러나 

단계적 볼륨분해에서는 라운드, 필렛 및 모따기를 

제외하고는 특징형상의 종류를 인식하지는 않고, 

특징형상의 볼륨 및 가산적(additive) 또는 감산적

(subtractive) 속성만 인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특징형상 트리 대신 볼륨분해 트리(volume 

decomposition tre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절에서는 

CAD 모델 단순화와 볼륨분해에 대한 관련 연구

를 살펴본다. 3 절에서는 단계적 볼륨분해를 이용

해 경계표현 모델로부터 볼륨분해 트리를 생성하

는 방법을 설명한다. 4 절에서는 볼륨분해 트리를 

이용해 CAD 모델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을 설명한

다. 5 절에서는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실험 결과를 살펴

본다. 

2. 관련 연구 

2.1 CAD 모델 단순화 

CAD 모델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은 CAD 모델의 

표현 방법에 따라 매시 단순화, 경계표현 모델 단

순화, 특징형상기반 단순화로 구분할 수 있다. 

매시 단순화(6~11)는 삼각매시(triangular mesh)에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줄여가면서 모델을 단순화

하는 방법이다.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많이 사용하

는 방법으로, CAD 모델에 적용할 경우 삼각화

(triangulation)가 필요하다. 이 방법은 스캐닝 장비

로부터 얻은 삼각매시와 같이 균일하고 밀집된 형

태의 매시에 적용할 경우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삼각화된 CAD 모델에 적용할 경우 원본 

형상의 특징이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Fig. 1(a)의 CAD 모델을 삼각화시켜 Fig. 

1(b)의 매시를 얻은 다음 매시 단순화를 적용하면 

Fig. 1(c)와 같이 원본 형상의 특징이 왜곡된 결과

가 나올 수 있다. Gao(12)는 삼각화된 CAD 모델 단

순화에 적합한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경계표현 모델 단순화는 위상 정보를 활용하여 

솔리드를 면으로 변환하거나, 면을 모서리로 변환

하는 차원 감소 방법(13,14)과 라운드(round), 필렛

(fillet), 구멍(hole) 등을 제거하는 특징형상 단순화 

방법(15~17)이 있다. 경계표현 모델 단순화는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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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llustration of CAD model simplification: (a) 
original CAD model; (b) mesh model of the 
original model; (c) simplification result using 
mesh simplification method 

 

하게 상세한 부분만 제거하여 모델을 단순화하기 

때문에 원본 모델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모델을 단

순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유한요소 모델 생성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얇은 면, 라운드, 필렛과 같이 단순화 시킬 수 있

는 형상이 제한적이다. 또한 상세수준 조절이 어

렵다. 

특징형상기반 단순화(1,18~21)는 CAD 모델을 구성

하는 특징형상을 중요도에 따라 재배치하여 형상

을 단순화하는 방법이다. 특징형상은 설계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모델을 단순화 

할 경우 좀 더 의미 있는 단순화가 가능하다. 그

러나 특징형상기반 단순화 적용을 위해서는 특징

형상 기반의 CAD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나 STEP 

또는 IGES 와 같은 표준 중립 파일로 저장할 경우

에는 특징형상 정보가 손실되어 특징형상 기반 방

법을 적용할 수 없다. 

 

2.2 볼륨분해 방법 

볼륨분해(volume decomposition)는 복잡한 형상을 

단순한 볼륨으로 분해하는 방법이다. 크게 컨벡스 

분해(convex decomposition) 방법(22)과 셀 기반 분해

(cell-based decomposition) 방법(23)이 있다. 컨벡스 

분해는 형상의 컨벡스헐(convex hull)과 델타볼륨

(delta volume)으로 형상을 분해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원본 모델의 볼륨분해를 분해된 볼

륨들의 불리언 합과 차를 이용하여 표현한다. 그

러나 곡면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또

한 볼륨분해 시 원본 모델에 없는 새로운 면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원본 모델의 특징이 왜곡될 수 

있다. 

셀 기반 분해는 형상을 단순한 셀(cell)로 분해

한 후, 셀을 재조합하여 최대볼륨(maximum 

volume)이라고 부르는 볼륨으로 구성하는 방법이

다. 이 방법에서는 원본 모델이 최대볼륨으로 분

해되며, 원본 모델의 볼륨분해를 최대볼륨들의 불

리언 합만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이 방법에서는 2

차곡면까지 처리가 가능하나, 셀을 조합하여 최대

볼륨을 찾는 시간이 셀의 개수에 지수적으로 증가

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불리언 합으로만 볼륨분

해 트리가 표현되기 때문에, 특징형상기반 단순화를 

통해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가 어렵다. 우윤환(24,25)은 

셀 기반 분해를 이용해 절삭가공 부품의 델타볼륨

을 단순화하여 CAD 모델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셀 기반 분해로 생성되는 델

타볼륨의 볼륨분해 트리의 특성으로 인해 절삭가

공 부품과 같이 델타볼륨이 가산적 특징형상으로

만 표현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단계적 볼륨분해 방법(5)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

는 방법으로 필렛/라운드/모따기 분해, 랩어라운드 

분해, 볼륨분할 분해, 셀 기반 분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분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컨벡

스 분해 방법에서와 같이 원본 모델의 볼륨분해를 

분해된 볼륨들의 불리언 합과 차를 이용하여 표현

할 수 있다. 또한 2 차곡면이 포함된 형상도 처리

할 수 있으며, 처리 속도도 셀 기반 분해 방법에 

비해 빠르다. 

3. 볼륨분해 트리의 생성 

볼륨분해 트리는 단계적 볼륨분해(5)를 통해 생

성된다. 볼륨분해 트리는 원본 형상을 분해된 볼

륨들의 정규화된 불리언 합(regularized Boolean 

union)과 정규화된 불리언 차(regularized Boolean 

subtract)로 표현한다. 단계적 볼륨분해는 필렛/라운

드/모따기 분해, 랩어라운드 분해, 볼륨분할 분해, 

셀 기반 분해의 순서로 형상을 분해한다. 각 분해 

단계에서 생성된 볼륨들은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사용된다. 이 중, 랩어라운드 분해와 볼륨분할 분

해는 경우에 따라서 순서를 바꾸는 것이 더 합리

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순서 결정은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3.1 필렛/라운드/모따기 분해 

필렛/라운드/모따기 분해는 필렛/라운드/모따기 

제거 연산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차이를 이용해 

형상을 분해하는 방법이다. 

필렛과 라운드, 모따기는 형상을 복잡하게 하여 

볼륨분해를 어렵게 만든다. 또한, 필렛과 라운드는 

볼륨 분해를 할 경우 기준이 되는 오목한 모서리

(concave edges)를 제거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필렛과 라운드, 모따기를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 

필렛과 라운드를 제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

로 Zhu 와 Menq 가 제안한 방법(15)과 Venkataraman 

외 2 인이 제안한 방법(16)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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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olume decomposition tree created by round/fillet 
decomposition 

 

에서는 ACIS 형상모델링 커널에서 제공하는 

api_find_and_remove_features API 를 이용하였다. 

필렛과 라운드가 제거되기 전의 원본 형상을 S

라고 하고, 필렛과 라운드가 제거된 후의 형상을 

T 라 하면, 필렛이 가지는 볼륨 F 와 라운드가 가

지는 볼륨 R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F = S –*T (1) 

 R = T –*S (2) 

이로부터 원본 형상 S 를 T, F, R 로 분해할 수 있

고, 이를 볼륨분해 트리로 표현하면 Fig. 2 와 같다. 

 

3.2 랩어라운드 분해 

랩어라운드 분해는 랩어라운드 연산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차이를 이용해 형상을 분해하는 방법이다. 

랩어라운드 연산은 홀(holes) 또는 파인 공간

(concave space)을 찾아 채워주는 작업을 하는 연산

으로 컨벡스헐 연산과 유사하나 새로운 면을 생성

하는 것은 아니다. 랩어라운드는 Koo 와 Lee(17)가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법을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였다. 

형상 S 의 랩어라운드 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

된다. 

① 원본 형상 S 의 볼록한 내부 루프(convex 

inner loop) {Li}를 찾아 마킹한다(Fig. 3(a)). 

② 모든 면{Fj}를 분리시킨다(Fig. 3(b)). 

③ {Fj}에서 {Li}를 찾아 제거한다(Fig. 3(c)). 

④ {Fj}를 다시 재결합시킨다. 재결합 후, 

새로운 솔리드 W 와 솔리드를 구성하지 

못하는 면{Fk}들이 남는다(Fig. 3(d)). 

⑤ {Fk}를 제거하고, W만 남긴다(Fig. 3(e)).  

⑥ T=S∪*W를 계산한다(Fig. 3(f)). 

 
 

Fig. 3 Concept of wrap-around operation 

 

 
 

Fig. 4 Volume decomposition tree created by wrap-
around decomposition. 

 

형상 S 와 S 에 랩어라운드 연산을 적용한 결과 

T 를 이용해, Fig. 4 와 같이 볼륨분해 트리를 생성

할 수 있다. 즉, 형상 S 를 T 와 T–*S 로 분해할 수 

있다. 이를 랩어라운드 분해라 부른다. 

Fig. 4 의 D 와 같이, 다시 내부 루프가 생기는 

경우에는 D 에 대해 다시 랩어라운드 분해를 적용

해야 한다. 

 

3.3 볼륨분할 분해 

볼륨분할 분해는 볼륨분할 연산을 적용해 볼륨

을 분해하는 방법이다. 

특징형상에 가산적 특징형상을 추가할 경우, 두 

특징형상의 경계에 오목한 내부 루프(concave inner 

loop)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볼륨분할 연산은 이

러한 특성을 이용해, 오목한 내부 루프를 기준으

로 형상을 두 부분으로 분할하는 연산이다. 

형상 S 의 볼륨분할 연산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

다. 

① 원본 형상 S 의 모든 오목한 내부 루프 

{Li}를 찾아 마킹한다(Fig.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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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cept of volume split operation 

 

 
 

Fig. 6 Volume decomposition tree created by volume 
split decomposition 

 

 

② {Li}를 가진 모든 면에 대해서 복사본 

{Fj}를 생성한다(Fig. 5(b)). 

③ 각각의 {Fj}에서 {Li}를 제거한 뒤, 

S 와 모든 {Fj}의 비정규화된 불리언 

합(non-regularized Boolean union)을 

구한다. 이 때, 형상은 셀 {Ck}로 

구분된다(Fig. 5(c)). 

④ {Ck}를 볼륨 {Vk}로 분할한다. (Fig. 

5(d)). 

 

형상 S 에 볼륨분할 연산을 적용한 결과를 이용

해, Fig. 6 과 같이 볼륨분할 분해의 볼륨분해 트리

를 생성할 수 있다. 

 

3.4 셀 기반 분해 

본 연구에서는 셀 기반 분해 방법 중 하나인 최

대 볼륨분해(maximal volume decomposition) 방법(23)

을 사용한다. 최대 볼륨분해 방법에서는 경계표현 

모델로 표현된 형상 S 를 최대볼륨(maximal 

volume)이라고 부르는 단순한 볼륨으로 분해한다. 

볼륨 V 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V 를 S 의 최대 

볼륨이라고 한다.(26) 

① V⊆S 

② V 는 오목한 모서리(concave edge)를 

가지지 않는다. 

 
 

Fig. 7 Concept of maximum volume decomposition(5) 

 

 
 

Fig. 8 Volume decomposition tree created by maximum 
volume decomposition 

 

③ V 의 모든 반공간(halfspace)은 S 의 

반공간(halfspace)이다. 

④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다른 볼륨 B 에 

대해 B⊄V 

 

형상 S 의 최대 볼륨분해 수행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S 의 모든 오목한 모서리를 찾는다(Fig. 

7(a)). 

② 오목한 모서리를 공유하는 면들을 찾아 

확장하여 S 를 셀(cell)로 분해한다(Fig. 

7(b)). 

③ 셀들을 최대 볼륨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조합한다(Fig. 7(c)). 

 

형상 S 의 최대 볼륨들을 이용해, Fig. 8 과 같이 

최대 볼륨분해의 볼륨분해 트리를 생성할 수 있다. 

4. 볼륨분해 트리를 이용한 단순화 

단계적 볼륨분해를 통해 경계표현 모델로부터 

볼륨분해 트리를 생성할 수 있다. Fig. 9 는 단계적 

볼륨분해 방법으로 생성한 ANC101 모델의 볼륨

분해 트리이다. 

볼륨분해 트리를 이용해 CAD 모델을 단순화시

키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진트리로 표현된 볼륨분

해 트리를 중위순회(inorder traversal)를 통해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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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infix expression)으로 변환한다. 이 때, 중위연

산의 연산자는 정규화된 불리언 연산자이고 피연

산자는 분해된 볼륨이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미리 정의된 기준에 근거하

여 볼륨의 중요도를 계산하고 중요도에 따라 피연

산자인 볼륨들의 순서를 변경한다. 그리고 순서가 

변경된 볼륨분해 트리에서 입력된 상세수준(level 

of detail, LOD)까지 연산자를 적용하면 단순화된 

형상을 얻게 된다. 

 

4.1 중위연산으로 변환 

CAD 모델 단순화를 위해서는 우선, 이진트리로 

표현된 볼륨분해 트리를 중위연산 형태로 변환한

다. 중위연산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볼륨분해 

트리를 중위순회하여 각 노드를 방문 순서대로 표

시하면 된다. 중위순회는 이진트리의 노드를 왼쪽 

자식노드, 부모노드, 오른쪽 자식노드의 순서대로 

방문하는 방법이다. Fig. 9 에서 사각형 안의 숫자

는 중위순회 시 노드를 방문하는 순서를 나타낸다. 

이로부터, Fig. 9 의 ANC101 모델은 다음과 같이 

중위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다. 
 

S=V0∪
*V1∪

*V2–
*(V3∪

*V4)–
*V5–

*(V6∪
*V7

)–* 

(V8∪
*V9)–

*V10–
*V11–

*V12–
*V13–

*V14 (3)  

 

 

S =V0∪
*V1∪

*V2–
*V3–

*V4–
*V5–

*V6–
*V7–

*  

V8–
*V9–

*V10–
*V11–

*V12–
*V13–

*V14 (4) 

 

여기서 피연산자는 분해된 볼륨을, 연산자는 볼

륨의 가산적 또는 감산적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연산순서는 볼륨을 적용하는 순서이다. 즉, 형상 S

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V0, V1, …, V14의 순서로 볼

륨을 더하거나 빼면 된다. 

 

4.2 볼륨들의 순서 변경 

중위연산으로 표현된 형상 S 의 단순화를 위해 

피연산자(볼륨)의 적용 순서를 중요도에 따라 재

배열한다. 중요도를 계산하는 기준은 단순화 적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는 

볼륨들은 가산적 볼륨, 감산적 볼륨 및 라운드/필

렛/모따기 볼륨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계산한다. 

 

① 감산적 볼륨은 가산적 볼륨보다 우선순

위가 낮다. 

② 라운드/필렛/모따기 볼륨은 다른 볼륨들

보다 우선순위가 낮다. 

③ 부피가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낮다. 

 

 

 
Fig. 9 Volume decomposition tree of ANC101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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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준에 따라, 식 (4)는 다음과 같이 재배열 된다. 
 

S’=V1∪
*V2∪

*V0–
*V4–

*V3–
*V11–

*V10–
*V5–

*V6–
*V8 

–*V13–
*V7–

*V9–
*V12–

*V14 (5) 

 

그러나, 불리언 차 연산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S’과 S 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이상헌(1,20)이 제안한 유효영역의 개

념을 적용하였다. 유효영역의 개념에 따르면, 인접

한 두 볼륨의 순서가 변경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

법으로 볼륨을 변경하면 된다. 
 

V0∪
*V1–

*V2= V0–
*V’

2∪
*V’

1= V0–
* V2∪

*(V1–
*V2) (6) 

V0–
*V1∪

*V2= V0∪
*V’

2–
*V’

1= V0∪
* V2–

*(V1–
*V2) (7) 

 

이로부터 식 (5)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S=V’1∪*V’2∪*V’0–*V’4–*V’3–*V’11–*V’10–*V’5–* 

V’6–*V’8–*V’13–*V’7–*V’9–*V’12–*V’14 (8) 
 

형상 S 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피연산자

까지만 연산을 적용한다. 즉, LOD 가 m 인 단순화

된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m 번째 피연산자까지

만 연산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식 (8)에서 

LOD=6 인 형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면 된다. 
 

S6=V’1∪*V’2∪*V’0–*V’4–*V’3–*V’11 (9) 

 

Fig. 10 은 식 (9)에 의해 얻은 단순화된 형상을 

보여준다. 

5. 구현 및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따라 CAD 모델

을 단순화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

였다. 프로토타입 시스템은 C++ 환경에서 ACIS 

형상 모델링 커널과 Hoops3D 가시화 라이브러리, 

MFC(microsoft foundation classes)를 이용하여 구현

되었다. 시스템은 볼륨분해 모듈과 단순화 모듈로 
 

 
 

Fig. 10 Simplified ANC101 model

 

 

Fig. 11 Simplification results of ANC101 model using (a) the proposed method, (b) the mesh simplification, and (c) 
Lee(1,20)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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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implification results of the part used in Lee’s study using (a) the proposed method, (b) the mesh simplification, 

and (c) Lee(1,20) method 

구성된다. 볼륨분해 모듈은 STEP 파일을 ACIS 의 

InterOp 를 이용해 불러오고, 단계적 볼륨분해를 

수행한다. 그리고 생성된 볼륨분해 트리를 중위연

산 형태로 변환한다. 단순화 모듈은 중위연산 형

태로 표현된 볼륨들을 재배열하고, 사용자가 원하

는 상세수준으로 형상을 단순화 시킨다. 

Fig. 11 은 완전한 ANC101 모델에 본 연구의 방

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Fig. 12 는 이상헌이 사용한 

모델(1,20)에 본 연구의 방법을 적용한 결과이다. 비

교를 위해 매시 단순화를 적용한 결과와 이상헌이

의 결과를 같이 표현하였다. 

실험 결과를 보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결과와 이상헌의 방법의 결과가 매우 유사하다. 

Fig. 11(a)와 Fig. 11(c)에서 단순화되는 경향이 유사

하게 나타난다. 또한 Fig. 12 의 경우에는 Fig. 12(a)

의 LOD 3 과 2 인 결과가 Fig. 12(c)의 LOD 2 와 1

인 결과와 각각 동일하다. 이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특징형상기반 단순화와 유

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결과를 비교해 보면, LOD 단계의 수에

서 차이가 난다. 이는 단계적 볼륨분해가 완전하

게 설계의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Fig. 12(c)의 V4 는 단계적 볼륨

분해를 통해 패턴이 아닌 여덟 개의 별개 원통으

로 인식된다. 따라서 Fig. 12(c)에서 한 단계로 표

현되는 것이 Fig. 12(a)에서는 여덟 단계로 표현된

다. 그러나 이는 실제 사용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계표현모델의 복잡도는 모델을 구성하는 객체

의 개수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 제

안하는 방법은 객체의 수에 대한 가정이 없기 때

문에 많은 수의 객체로 구성된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객체의 종류 측

면에서 보면 이 연구에서 적용한 볼륨분해 방법의 

특성에 의해서 2 차곡면까지 처리가 가능하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계표현모델에 특징형상기반 단

순화를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경계표현 모

델에서 볼륨분해 트리를 생성하기 위해 필렛/라운

드/모따기 분해, 랩어라운드 분해, 볼륨분할 분해, 

셀 기반 분해의 네 단계로 구성된 단계적 볼륨분

해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볼륨분해 트리

를 중위연산 형태로 변환한 후, 볼륨들을 재배열 

하여 단순화된 CAD 모델을 생성하였다. 또한 프

로토타입 시스템 구현과 실험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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