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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verse engineering (RE) systems, the quality of the data aquisition process is crucial to the 
accuracy of the reverse engineered three dimensional computer-aided design (CAD) model. 
Supplementary scans and data editings are often necessary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model. 
However, these tasks are predominantly done manually, and little work has been don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canning by determining the minimum number of scans and the optimal 
scanning directions. In this paper, new scanning and registration methods using tooling balls are 
developed to assist in determining the optimal parameters for these processes. When the object to 
be scanned has no concavity, attaching path of the object and its bounding rectangle are used for 
optimal scanning and registration. Then minimum number of tooling balls and their positions are 
calculated automatically. In the case of concave parts, the scanning plan should include a 
complete scan of the concave area. With the surface normal vector and the scanning direction, the 
minimum degree of rotating the part can be calculated. But the maximum rotation should be 
restricted in order to prevent occlusion of the part. Finally, two sample parts are scanned based on 
the proposed methods and the result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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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산역공학(Reverse Engineering)이란 도면과 같은 

설계 정보로부터 제품을 가공하는 일반적인 생산 방 

법과 반대되는 뜻으로, 이미 완성된 제품을 이용하 

여 제품의 캐드 모델을 생성해내는 방법을 의미한 

다. 전산역공학을 통해서 얻어진 3차원 설계 정보는 

설계 변경, 분석, 가공 해석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활 

용될 수 있다.

전산역공학 공정은 네 가지 주요 단계를 거친다"I 

먼저 3차원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곡면에 대한 점데이터 수집 작업이 이루어져 

야 한다. 이렇게 얻어진 점데이터군은 많은 노이즈 

(noise)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여과 작업 (filtering)이나 

매끄럽게 다듬는 작업 (smoothing)이 필요하며, 2회 

이상의 측정으로 얻어진 점데이터에 대해서는 모든 

점데이터군을 하나의 좌표축 상에 일치시키는 작업 

등의 점데이터군 전처리 작업이 필요하다. 세 번째 

단계로서 점데이터군을 구간별로 분할하여 적합한 

형태의 곡면에 근사시키는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캐드(CAD) 모델을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전산역공 

학 공정들 중에서 특히 점데이터군 획득 작업은 이후 

의 공정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주므로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 하며, 본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는 단계이다.

3차원 측정기(CMM)와 같은 접촉식 프로브를 이 

용한 기존의 방법에서는 데이터의 획득 단계에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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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이 소요되고 측정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반면, 레이저 스캐너(laser scanner)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점때문 

에 최근에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 다.

하지만 기존의 접촉식 측정 방식과는 달리 일반적 

인 레이저 스캐너의 경우, 레이저의 주사 방향은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체를 한 번에 측 

정하지 못하고 프로브의 위치를 변경시키면서 여러 

번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는 여러 방 

향에서 측정한 점데이터군을 좌표변환을 통하여 하 

나의 좌표축으로 옮겨 일치시켜 전체 형상에 대한 

모델을 생성하는 레지스트레이션(registration) 과정 

이 필요하다. 부적절하고 과도한 측정과 이에 따른 

측정 데이터의 잘못된 레지스트레이션은 형상 복원 

작업에 치명적인 오차를 제공한다田. 전산역공학 체 

계는 아직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업 

자들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존해서 측정 및 레지스트 

레이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의 실수를 제거할 수 있는 공 

정의 자동화 및 최적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레이저 스캐너가 그 속도나 정밀도 면에서 생산 

현장에서 사용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 극히 최근의 

일이므로 3차원 레이저 스캐너와 관련된 연구는 적 

은 편이며, 관련된 몇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arshall과 Martin〔기은 경계 추출 기법을 이용하여 

곡면의 거칠기나 균열(crack) 등을 검사하였다. 카메 

라를 이용해서 2차원적으로 측정된 물체의 경계 정 

보는 규격품의 경계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거친 

정도나 균열의 유무를 검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 

들은 물체의 곡면 수직 벡터를 이용해서 측정 횟수 

를 최소화하고 측정 방향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개발 

했다. 하지 만 360° 회전하는 1축 장비 에 적용한 경우 

만을 고려했기 때문에 3축 이상의 장비에 적용할 수 

없다. Chen과 Su'R는 소켓 (socket)의 단면을 측정함 

에 있어서 비전(vision)을 이용하여 마모 여부를 검 

사하였다. 단면의 형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거리와 

각도 관계 그래프(distance versus angle plot)를 그린 

후 이 그래프의 곡선 형태와 기준 곡선 형태를 비교 

함으로써 자동 검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 두 가지 방 

법들은 단순히 2차원 측정 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 

법이기 때문에 3차원 형상에 대한 응용이 불가능하 

다. Cheng과 MenqE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곡면 수 

직 벡터와 측정 레이저가 같은 방향으로 일치하도록 

벡터 일치 알고리즘(vector matching algorithm)을 사 

용하였다. 이 방법은 하나의 형상에 대해서만 측정 

방향을 고려했기 때문에 측정 형상이 여러 개인 경 

우에는 각각을 나눠서 여러 번 측정해야 한다. Zuss- 
man과 Schule舟는 레이저 스캐너의 측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센서(sensor)의 최적 위치를 결정하는 연구 

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특정 부분을 측정하기 위한 

센서 위치 결정일 뿐 전체 곡면 측정을 다루지는 않 

았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캐드 모델이 있는 물체의 경 

우에 툴링볼을 이용한 전체 형상 측정 및 레지스트 

레이션 작업을 최적화하기 위해 측정 횟수 및 측정 

방향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툴링볼의 최소 개수와 

부착 위치를 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실제 측정 

시에는 물체 형상의 일부분만이 측정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으나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게 하 

기 위해서 전체 형상을 측정하고 레지스트레이션을 

통하여 전체 형상의 점데이터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측정 및 레지스트레이션 방법 개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물체의 전체 형상을 취급하 

는데 우선 물체의 형상을 오목한 부위가 없는 형상, 

측정 가능한 오목 형상, 측정 불가능한 오목 형상 등 

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이 중에서 오목한 부위가 없 

는 형상과 측정 가능한 오목 형상을 갖는 물체만이 

3차원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2.1 레지스트레이션

레지스트레이션 방법에는 크게 점데이터군들을 

직접 비교하여 레지스트레이션하는 방법과 원, 구, 

원기둥, 원뿔, 평면 등의 여러 가지 특징 형상들을 

이용하는 특징 형상기반 레지스트레 이션(feature bas
ed registration) 방법이 있다'间. 점데이터군을 직접 

비교하는 방법은 특징형상을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 

서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일반적으로 특징형상을 이 

용한 레지스트레이션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이. 이 

러한 특징 형상이 물체에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 

므로 실제 작업 시에는 물체에 포함된 특징 형상을 

대신하여 인공적인 형상을 물체의 외부 표면에 부착 

시킨 후 그 형상을 레지스트레이션 작업에 이용한 

다. 여러 가지 인공 형상들 중에서 어느 방향에서 측 

정하더라도 동일한 형상을 가지며, 일부분만 측정이 

되더라도 레지스트레이션에 이용이 가능한 툴링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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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Registration using tooling balls, (a) One ball matched, (b) Two balls matched, (c) Three balls matched

(tooling ball) 이라 불리는 구형의 물체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Fig. 1).
물체의 형상 중에서 측정시 중요하지 않은 부위에 

툴링볼을 붙인 후 물체를 측정하면 물체와 툴링볼의 

곡면 정보가 동시에 측정된다. 툴링볼의 측정 데이 

터를 구로 근사시켜서 두 점데이터 군의 좌표계를 

일치시키게 된다. 3차원 공간상에서 물체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3개의 제약조건이 필요하다. Fig. 
1(a)와 1(b)에서와 같이 한 개 또는 두 개의 툴링볼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항상 옳은 결과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레지스트레이션을 위해서는 Fig. 1(c)

Fig. 2. Coordinate transformation by matching three points.

와 같이 3개의 툴링볼이 두 개의 점데이터군에 동시 

에 포함되어야 한다.

툴링볼을 이용한 레지스트레이션은 Fig. 2와 같이 

세 개의 툴링볼의 중심점들인(xi, y1( 爲), (x2, y2, zj), 

(x3, y3, Z3)을 각각(xj, yi', zi'), (x2', y2', 기), (xj, y我 

zj)으로 삼점 변환시키는 재차 변환(homogeneous 
transformation)을 통해서 이루어진다'吗七 툴링볼이 

부착된 물체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측정되더라도 각 

측정 데이터에서 툴링볼들간의 상대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2.2 오목형상이 없는 물체의 측정 및 레지스트레 

이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레이저 스캐너의 뷰 앵글 

(view angle) 이 75도이므로, 구를 한 번 측정할 때에 

는 Fig. 3(a)와 같이 구의 150° 이내의 영역이 측정된 

다. 즉, 레이저 스캐너에 의해 측정이 되는 점은 곡 

면 법선 벡터(surface normal)와 레이저 방향이 이루 

는 각도가 15도 이하인 점들이다.

Fig. 3(b)와 같이 3회 측정할 때에는 구의 모든 표 

면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구의 전체 형상 

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회 이상의 측정이 필 

요하다. Fig. 3(c)와 같이 정사면체의 각 면은 외접하 

Fig. 3. Scanning a sphere, (a) One scan, (b)Three scans, (c) Four s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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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의 중심과 약 141°(2 cos』(%))를 이루기 때문에 

정사면체의 각 면의 수직방향으로 구를 네 번 측정 

하면 구의 모든 면을 측정 할 수 있다.

구를 네 번 측정할 경우에 각 측정 데이터에는 

3개 이상의 툴링볼이 공통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한 

다. 따라서 Fig. 4(a)에서와 같이 측정 데이터의 경계 

부분에 최소한 6개의 툴링볼을 붙여야 한다. 하지만 

Fig. 4(b)와 같은 형상에서는 화살표 방향의 측정 시 

물체가 툴링볼을 가려서 툴링볼을 측정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림 (occlusion) 현상이 

라고 한다.

이와 같은 가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Fig. 
5와 같이 물체와 만나는 단면이 가장 큰 평면을 구한 

다. 이 평면을 구하기 위해 우선 곡면을 U, V 방향으 

로 균일 (uniform)하게 분할하고, u 방향 분할 곡선과 

V 방향 분할 곡선간의 교점을 구하여 곡면의 샘플링 

포인트를 구한다. 이로부터 물체의 중심점과 중심 에 

서 가장 먼 점, 이 두 점을 잇는 직선과 최대 수직 거 

리를 갖는 점을 구할 수 있다网. 이와 같이 구한 세 

점으로 이루어진 평면은 물체의 최대 단면을 포함하 

는 평 면을 형성하게 된다.

Fig. 6(a)와 같은 최대 단면에 툴링볼을 붙일 경우, 

각 측정 시 3개 이상의 툴링볼을 측정할 수 있다. 하 

지 만 Fig. 6(b)와 같은 형상에서는 ①, ②번 방향으로 

측정할 때, 가림 현상 때문에 2개의 툴링볼만을•측정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4번의 측정을 통해 오목한 형 

상이 없는 모든 물체에 대해서 정확한 측정을 하는

Fig. 4. A part with tooling balls, (a) Six tooling balls, 
(b) Occlusion

(a) (b)

Fig. 6. Tooling balls attached on the boundary of the 
maximum cross-section, (a) Six-tooling balls, (b) 
Occlusion

-z 방향 吳

Fig. 7. Scanning from +Z and -Z directions.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측정 횟수를 증가시키고 측정 방향을 달리 

하여 가림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평면과 물체가 만 

나는 부분에서 최대 단면을 지나는 곡선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곡선을 부착 경로(attaching path)라고 하 

자. 부착 경로를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툴링볼을 

붙이고 Fig. 7과 같이 +Z, -Z 방향으로 측정한다. 오 

목한 부분이 없는 물체를 가장 크게 절단한 부분에 

툴링볼을 붙였기 때문에 측정 센서 에게 높은 접근성 

(accessibility)을 제공해서 +Z, -Z 방향으로 측정 시， 

모든 툴링 볼들을 측정 할 수 있다.

그러나 +Z 방향과 -Z 방향으로 측정한 점데이터군 

에서는 Fig. 7에서와 같이 중간에 측정되지 않은 부 

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측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추가 측정이 두 번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Fig. 8(a)에서와 같이 측정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한 

다. 따라서 전체 형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Fig. 8(b) 
어서의 ①, ②, ③ 측정 방향과 같이 최소한 세 번 이 

상의 추가 측정 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추가 측정을 세 번 할 때, 각 측정 데이 

터에 3개 이상의 툴링볼 형상 정보가 있게끔 툴링볼 

을 붙여야 한다. 최소한 Fig. 9(a)와 같이 5개의 툴링 

볼을 붙여야 하며 이 경우, 툴링볼들을 부착 경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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膏정 구간 a 〜一^ /一 부착 경로
부학 경로

㈤

Fig. 8. Additional additional scans, (b) Three additional scansscans, (a) Two

Fig. 9. Scanning using five tooling balls, (a) Five tooling balls on the boundary of the maximum cross-section, (b) 
Five scan directions, (c) Occlusion

8
^

중심점에서부터 72 등각 분할한 위치에 붙인다. 결 

국 Fig. 9(b)와 같이 총 다섯 번의 측정을 통해서 측 

정 물체의 전체 형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측정 시 , Fig. 9(c)의 ②, ③ 측정 방향에서 

는 가림 현상 때문에 2개의 툴링볼만 측정 가능하다. 

이와 같이 5번 이하의 측정을 할 경우에는 가림 현 

상 때문에 물체 형상 전체의 측정이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경우 경계 사각형(bounding rectangle) 
을 사용하여 가림 현상을 방지하는 측정 방법을 사 

용하였다.

Fig. 6에서 구한 부착 경로가 XY 평면에 있다고 

가정하면 부착 경로에서 최대 X, Y 값과 최소 X, Y

값을 지나고 한 변은 X축 방향과 평행하고 다른 변 

은 Y축 방향과 평행한 직사각형을 Fig. 10과 같이 

구한다. 이와 같이 구한 사각형을 경계 사각형이라 

고한다.

부착 경로와 경계 사각형간의 교점은 Fig. 10과 같 

이 일반적으로 4개지만 2개나 3개의 교점만 생길 경 

우도 있다. 이 중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교점 이 2개만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Fig. 11(a)와 같이 최대 X값을 갖는 좌표와 최대

㈤ (b)
Fig. 11. In the case of two intersection points, (a) Two 

intersection points, (b) Coincide the line L with 
Y-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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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In the case of four intersection Points, (a) Additional scan directions, (b) Scan directions for entire surface

Y값을 갖는 좌표가 일치하고 최소 X값을 갖는 좌 

표와 최소 Y값을 갖는 좌표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부착 경로와 경계 사각형이 만나는 점이 2개가 된 

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물체의 중심 

점 P。에서 가장 먼 점인 R를 잇는 직선 E흘 Fig. 

11(b)와 같이 Y축에 평행하게 일치시켜 P,를 최대 

Y값을 갖게 한다. 경계 사각형의 교점이 4개인 경 

우와 3개인 경우에 대한 측정 방법은 아래에 기술 

되어 있다.

2.2.1 경계 사각형과의 교점이 4개인 경우

부착 경로와 경계 사각형간의 교점이 4개인 경우 

에는 각 교점에 툴링볼을 붙이고 Fig. 12와 같이 측 

정할 수 있다. 경계 사각형의 외부에 툴링볼을 붙였 

기 때문에 가림 현상을 방지하고 각 측정 방향에서 

3개 이상의 툴링볼을 측정할 수 있다. Fig. 12(a)와 

같이 툴링볼을 4개 붙이며 Fig. 12(b)의 +Z, -Z, +X, - 

X, +Y, -Y 방향의 측정과 같이 총 6번의 측정이 필 

요하다.

2.2.2 경계 사각형과의 교점이 3개인 경우

Fig. 13과 같이 부착 경로와 경계 사각형간의 교점 

이 3개인 경우에는 +X 방향과 +Y 방향에서 2개의 

툴링볼만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①번 방향으로 측

미］-Y 방향 흑정

정한다 하더라도 물체의 곡면 형상이나 3개의 툴링 

볼을 완벽히 즉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추 

가의 툴링볼을 부착 경로에 붙여서 레지스트레이션 

작업 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Fig. 14(a)와 14(b)에서는 가림 현상이 발생하여 세 

개의 툴링볼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Fig. 14(c)와 같이 -X, -Y 등의 2 부분에 추가 

로 2개의 툴링볼을 붙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는 5개의 툴링볼을 사용하여 6회 측정으로 전체 형 

상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 (b) (c)
Fig. 14. Attachment of additional tooling balls, (a) -X and -Y directions, (b) Two tooling balls in the direcdtion of -Y, 

(c) Additional two tooling bal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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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ncave part by a single scan, (a) Example part, (b) Scan directions

(a)

Fig. 16. Concave part by multiple scans.

(b)

(a) Example part, (b) Part rotation required

2.3 오목한 부분이 있는 경우의 측정 및 레지스트 

레이션

2.3.1 한 오목 부위의 형상 정보를 한 번에 측정하 

는 것이 가능한 경우

Fig. 15(a)와 같이 오목한 부위에서의 곡면 법선 벡 

터와 측정 레이저가 이루는 각도가 75° 이하인 오목 

형상은 측정 방향을 Fig. 15(b)와 같이 선택하면 측 

정 시 가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부착 경로 

는 측정방향에 수직 인 평면과 물체가 만나서 생기는 

영역의 면적이 가장 크게 될 때의 교선이다. 이와같 

이 4개의 툴링볼을 사용하여 6회의 측정으로 전체 

형상의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2.3.2 한 오목 부위의 형상 정보를 여러 번에 측정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Fig. 16(a)와 같은 오목 형상은 곡면 수직 벡터와 

측정 레이저간의 각。가 75° 보다 큰 부분이 있기 때 

문에 안쪽 곡면을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하고자 하 

는 형상을 기울여서 측정 방향을 바꾸고 여러 번 측

Fig. 17. The part with a cylindrical pocket, (a) Test part, (b) Dlustration of a scannabl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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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Scanning of a concave part, (a) Atta야ling 
points of tooling balls, (b) Scanning directions

(a) (b)

정해야 한다. Fig. 16(b)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부분 

에서 값은 75° 보다 작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하지만 

② 부분은 가림 현상에 의해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물체를 너무 많이 회전시켰을 경우에는 ② 

부분이 ① 부분을 가려서 ① 부분의 측정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알맞은 기울임 각

Fig. 19. Scanning a mouse, (a) CAD model, (b) Scan
ning result with six scans

도를 구해 물체를 회전하며 측정해야 한다. 예를 들 

어 Fig. 17(a)와 같은 형상의 포켓(pocket) 내부를 측 

정하고자 할 때 내부의 내부 벽면을 측정하기 위해 

서는 Fig. 17(b)와 같이 기울여야 하며 이 때의 기울 

임 가능 범위는 식 ⑴이며 세 번의 측정으로 오목 

형상을 완전히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울임 범위 

는 Fig. 17(b)로부터 식 (2)와 같이 구해진다.

10° < 0< taiK［夸］ (1)

31.17395° <®<tan-1 (2)

세 번의 측정을 통해서 원형 포켓의 내부 벽면을 

측정하고 한 번의 측정으로 포켓 .내부 밑면을 측정 

할 수 있다. 또한 오목 형상을 포함해서 전체 형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Fig. 18(a)와 같이 툴링볼을 붙이 

고 Fig. 18(b)와 같이 측정 할 수 있다.

3. 적용 예

본 장에서는 위에서 설명된 측정 및 레지스트레이 

션 방법을 LDI Surveyor 1200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실제 모델에 직접 적용한 실험의 결과를 보이고자 

한다.

3.1 측정 예 1: 마우스(mouse)
Fig. 19(a)와 같은 형상은 자유 곡면으로 이루어진 

형상이기 때문에 레지스트레이션에 이용하기 위한

.(a) (b)

Fig. 20. Scanning a part with cylindrical pocket, (a) 
Real part with tooling balls attached, (b) Scan
ning result

툴링볼의 부착 위치를 예측하기 힘들다. 제시된 방 

법을 마우스 모델에 적용하면 Fig. 19(a)에서와 같이 

툴링볼을 붙이는 4개의 지점을 구할 수 있다. Fig. 
19(b)는 실제 마우스에 툴링볼을 붙여서 측정한 결과 

를 보여준다. Z, -Z, +X, -X, +Y, -Y 방향으로의 측정 

과 레지스트레이션을 수행하여 측정 장비의 오차 한 

계 12 nm 내의 정밀도를 갖는 점데이터를 얻었다.

3.2 측정 예 2: 원형 포켓(circular pocket)
Fig. 20(a)는 원통 형상의 상면 중앙부에 원형 포켓 

을 뚫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목한 형상의 측정 가 

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와 같은 원형 포켓을 측정 

할 필요가 있다. 원형 포켓의 반지름은 8 mm이고 깊 

이는 10 mm이다.

이와 같이 가공된 포켓의 오목 부분을 측정하려면 

3번의 내부 벽면 측정, 1번의 포켓 밑면 측정 등 최 

소한 4번의 측정 이 필요하다. 식 (2)에서와 같이 3번 

의 측정으로 이 포켓의 전체 내부면을 측정하기 위 

한 기울임 각도 6는 31.17395°와 38.65981°의 사이 

값을 가져 야 한다.

물체를 35° 기울이고 툴링볼을 120° 간격으로 부 

착해서 물체를 회전시키며 내부 벽면을 세 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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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포켓의 밑면을 측정하기 위해 물체를 기 

울이지 않고 -Z 방향으로 추가 측정한다. Fig. 20(b) 
는 이와 같이 세 번을 측정한 포켓의 전체 측정 데이 

터이다.

4.결 론

전산역공학 분야에서는 측정한 데이터를 하나의 

좌표축 상에 표시하는 레지스트레이션 과정이 필수 

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툴링볼의 위치 결정이나 

측정 방향의 결정 등과 같은 측정 및 레지스트레이 

션 준비 작업이 대부분 경험에 의존하는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졌었다. 본 연구에서는 물체의 형태를 

크게 오목한 형상이 없는 형태와 오목한 형상이 있 

는 형태로 분류하고 각 형태에 적합한 측정 방법을 

개발하였다. 오목한 형상이 없는 경우에는 물체의 

최대 단면을 지나는 부착 경로를 구하고 이의 경계 

사각형을 이용하여 툴링볼의 부착 위치를 결정하였 

고 이를 통해 측정 방향과 측정 횟수가 자동으로 정 

해지게끔 하였다. 오목한 부분이 있는 형상의 경우 

에는 곡면 법선 벡터와 측정 레이저간의 각을 구하 

고 최소 기울임 각도와 최대 기울임 각도를 구하여 

오목 형상의 측정을 가능하게 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측정 및 레지스트레이션 방법 

을 적용함으로써 비숙련자의 경우에도 정확한 측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경험 중심의 

측정 및 레지스트레이션 관련 작업을 자동화 및 최 

적화 원칙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정으로 바 

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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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1986년 KAIST 기계공학과석사

1989년 KMST 기계공학과박사

1990 ~ 현재 삼성전기 (주) 종합연구소

Software 센터 CAE 팀장

관심 분야 : CAD/CAM/CAE, Rapid Pro
duct Development

이 관 행

1976년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 학사

1982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

1988년 미국 North Carolina State대 슥!

업공학과 박사

1995년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기전공학 

과부교수

관심분야 : CAD/CAM, Rapid Prototyp
ing & Manufacturing, Reverse 
Engineering, Medical Applica
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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