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2-4

2012 한국 CAD/CAM 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Google SketchUp API 를 이용한 전자파 시뮬레이션 결과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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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ogle SketchUp is a polygonal surface modeler. It is a tool actively used for importing 3-dimensional objects
within Google Earth. Although complex surface modeling features are not included in Google SketchUp, it is good
enough for modeling casual 3-dimensional objects and the most attractive aspect of this modeler is that it is free.
Underneath the hood, various APIs are supported enabling serious users to extend its features through an
interpretive computer programming language called Ruby. In this study we have used SketchUp API to extend the
feature of this modeler for visualizing 3-dimensional density functions that is obtained from computational
electromagnetic simulator called BeaconFDTD.
Key Words : Data Visualization, Computational Electromagnetics, Google SketchUp

SketchUp 은 Ruby[3]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
며 공개된 API 를 이용하여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SketcUp 에서는 사용자 정의 가능한 attribute 를 지원
한다. 이 기능이 SketchUp 을 확장하는데 매우 유용하
다. 그 이유는 사용자의 특수 목적에 맞는 attribute 를
설계하여 SketchUp 의 모델에 첨부를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모델에 첨부한 attribute 는 SketchUp 이 모델을 파
일로 저장한 후 다시 읽어 들여도 연속성을 유지한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전자기장 해석 모델링에 필요한
유전률, light source 의 극성, 타입 및 세기 등을 정의할
수 있고 나아가서 시각화하고자 하는 평면 정의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1. 서 론
상용 전자기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들은 자체적인
전자기장 시각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학교나
개인이 개발한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자체 시각화
기능을 갖추지 않고 Matlab 등의 별도의 프로그램에 데
이터를 전달하여 시각화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Matlab
등은 범용 수학 도구로서 전자기장 계산 결과인 벡터
장 시각화도 할 수 있으나 데이터 전달과정이 번거롭
고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Matlab 또한 상용 프로그램으로써 별도의 비용이 필요
하다.
3 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인 SketchUp[2]은 소규모
벤쳐 회사로부터 시작하여 2006 년 Google 이 인수하여
운용하고 있다. Google 은 SketchUp 프로 버전을 제외한
일반 버전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 전자기장 계산 후 임의 단면 시각화
자체 개발한 전자기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BeaconFDTD 는 유한 차분 시간 영역 (Finite-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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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ime-Domain) 계산방법[1]으로 전자기장 미분방적식
을 푼다. 풀어진 결과는 공간상의 벡터로 계산되는데
시각화를 할 때는 편의상 전기장의 세기(Volt/meter)를
사용한다. 공간 전체의 계산결과를 한 화면에 보여주
기에는 복잡하므로 임의의 단면을 잘라서 그 평면상의
세기를 색상표를 사용하여 채색하여 보여준다.
BeaconFDTD 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비드에 집속한
레이저를 조사했을 때 발생하는 산란된 전자기장을 볼
륨 데이터 구조로 계산 한 다음 임의의 잘라낸 면에서
의 전기장 세기를 색으로 표현한 것이 Fig. 1 에 있다.

Fig. 2.

Fig. 1.

400nm 폴리스타이린 비드에 집속한 레이저를
조사했을 때 산란된 전기장의 세기를 색으로
표현한 예.

Google SketchUp 과 BeaconFDTD 사이의 자료
교환 순서

3. 결론

Figure 2 는 실제로 Google SketchUp 과 BeaconFDTD
사이에 주고 받는 자료의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사용자는 SketchUp 에서 전자기장 문제를 정의한다. 이
때 물체와 주변의 유전율 값, 전자기장 소스의 조건,
그리고 경계 조건 등을 정의한다. 이런 정보들을 받은
BeaconFDTD 는 정상상태의 전자기장을 계산한 후 공
간상 분포하는 전기장의 세기 값을 저장한다. 이 데이
터는 비교적 커서 SketchUp 에서 다루기는 적당치 않다.
따라서 임의의 섹션에 해당하는 전자기장 세기 값을
알고자 할 때 사용자는 SketchUp 상에서 네 귀퉁이로
정의되는 평면을 정의한 후 attribute 를 통해서 정의한
평면이 시각화하려고자 하는 평면이라는 것을 나타낸
다. 실제 작업을 할 때는 평면을 선택한 후 메뉴상
“Attach monitoring attribute”를 사용한다. 이후 메뉴 상에
서 “Visualize monitoring cu _section”을 수행하면
BeaconFDTD 의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평면상의 전자
기장 세기를 토대로 비트맵 파일과 색상표 및 색상표
상의 라벨을 만든 후 이를 SketchUp 의 texture 지원 기
능을 사용하여 시각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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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Google SketchUp 의 API 를 사용하여
외부 프로그램인 BeaconFDTD 의 전자기장 계산결과를
SketchUp 의 내부로 읽어드린 후 임의의 단면을 자르고
자른면에 상당한 전자기장의 세기를 색상표를 사용하
여 도시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Google SketchUp API 를
사용하여 전자기장 데이터의 시각화 기능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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