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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러한 테이퍼 현상은 레이저 빔과 피삭재 간의 간섭으

로 인한 결함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5 축 절삭가공의 
공구간섭 문제와 유사하다.4 공구간섭 문제는 크게 가공이 
발생하는 영역에서의 절삭공구와 피삭재의 국부간섭(local 
interference)과 이외 영역에서 발생하는 전역간섭(global 
interference)으로 나누어진다. 본 논문은 수직벽 가공의 품
질을 보장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으로, 레이저 
빔과 피삭재 사이의 국부간섭 문제에 대해서만 다룬다. 

 
최근 정보통신, 가전, 자동차, 생명 산업의 급격한 발달

과 제품의 경량화, 소형화를 위한 미세부품의 수요가 증가

함에 따라 미세가공 기술(micro fabrication technology)에 대
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레이저 가공기술은 에너지를 
집중시켜 고체의 표면으로부터 질량을 제거하는 일종의 열
공정(thermal process) 방식의 미세가공 기술로서, 집광 면적

이 매우 좁기 때문에, 수십 μm 의 국부 가공이 가능하고 
소재에 가해지는 응력이나 뒤틀림이 거의 없다. 따라서 매
우 얇은 벽, 미세한 채널 등을 가공하는 데에 적합하다. 또
한 비접촉 가공 방식이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레이저 빔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공이 어려운 합금(SUS, Ti 등)이나 세라

믹을 포함하여 재료의 경도나 강성에 상관없이 다양한 재
료의 가공이 가능하다.1 이러한 특징으로 레이저 가공 기술

의 상용화를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고정밀도와 마이크로/나노 스케일 수준에서 2.5 차원 혹은 
3 차원의 형상의 가공이 가능하게 되었다.2 

레이저 밀링을 위한 공정계획은 경로생성과 간섭탐지 
및 경로개선으로 이루어진다. 경로생성은 Stereolithography 
(STL) 모델을 입력 데이터로 사용하며, 간섭탐지는 STL 모
델의 삼각형과 원뿔간의 간섭문제로 정리하였다. 간섭이 
발생할 경우, 레이저 빔의 원점을 이동시켜 경로를 개선하

였다. 
 
2.1 간섭탐지 알고리즘 
원뿔과 단일 삼각형 사이의 간섭탐지는 간섭 유형별로 

총 3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기계식 절삭가공을 대상으로 개발된 Computer-

Aided Manufacturing(CAM)시스템들은, 이러한 레이저 가공 
기술의 우수함에 비해, 레이저 가공의 방법론적 특성이 고
려된 정밀한 가공 결과를 제공하지 못한다. 정밀한 레이저 
가공을 위해서는 형상에 대한 정확한 가공경로뿐만 아니라, 
레이저 빔과 재료의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원
뿔형태로 주사되는 레이저 빔의 특성으로 인해 항상 테이

퍼(taper)가 발생하며, 이는 레이저 빔의 주사 위치(beam 
origin)나 가공 조건을 변경하여 원하는 수준으로 줄여질 수 
있다.3 

 
I. 원뿔과 삼각형 꼭지점의 교차: 삼각형의 한 꼭지점

이 원뿔의 내부에 존재한다면, 해당 꼭지점을 포함하

는 삼각형은 반드시 원뿔과 교차한다(Fig. 2a). 
II. 원뿔과 삼각형 모서리의 교차: 삼각형의 세 꼭지점

이 모두 원뿔 외부에 존재한다면, 삼각형의 세 모서리

와 원뿔의 교차 여부를 확인한다(Fig. 2b). 
III. 원뿔과 삼각형 면의 교차: 유형 I, II 를 제외한, 원뿔

과 삼각형 사이의 간섭은 원뿔이 삼각형 내부에 포함

되는 것이다(Fig. 2c). 
본 논문에서는 5 축 레이저 밀링 장비를 이용하여 정밀

한 수직벽을 가공하기 위한 경로생성 알고리즘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스캐닝 방식 기반의 레이저 밀링 장비에서 발
생하는 테이퍼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로생성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알
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가공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2. 수직벽 가공 알고리즘  

레이저 가공시 발생하는 테이퍼 문제는 레이저 빔의 형
태로 인해 발생하는 고유한 현상으로 최종 부품의 품질에 
있어 결함으로 여겨진다. 특히, 층가공 기반의 레이저 밀링

에서는 수직벽 가공시, 일반적인 기계식 절삭가공용 경로

를 사용할 경우 Fig. 1 과 같은 가공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a) Case I           (b) Case II         (c) Case III 

Fig. 2 Three intersection cases between cone and triangle 
 
각 유형별로 수학적 계산을 통해 STL 모델의 단일 삼

각형과 원뿔로 형상화한 레이저 간의 간섭 현상 발생을 탐
지할 수 있다. 또 위의 단일 삼각형과 원뿔간의 간섭 탐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STL 모델의 모든 삼각형에 대해 레
이저와의 간섭 유무를 판단한다. 

 

 
2.2 간섭회피 알고리즘 
간섭이 탐지된 경우, 레이저 빔의 주사위치를 가공가능

위치(feasible position)로 변경함으로써 테이퍼의 발생을 방
지할 수 있다. 간섭 회피를 위한 자세한 알고리즘은 다음

과 같다. 
 

Fig. 1 Taper shapes in laser m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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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voiding of taper by shifting the beam origin 

 
1. 주어진 삼각형과 원뿔의 간섭을 탐지한다. 
2. 간섭이 발생했을 경우, 가공가능위치를 계산한다. Fig. 5 Result of laser milling with taper avoided tool-path 
3. 가공가능영역으로 주사위치를 이동시킨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아크릴 재료에 Fig. 4 와 
같은 수직벽 모델을 간섭회피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가공하

였다(Fig. 5). 벽면의 각도는 약 13° 였으며 기존 알고리즘 

대비 22°의 테이퍼 각이 개선되어 약 63%의 정확도 향상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공가능위치는 간섭이 탐지된 삼각형의 수직벡터 방향

으로 주사위치를 이동시켜서 구하였다. Fig. 3 은 가공가능 
위치로 주사위치를 변경시켜서, 테이퍼가 회피되는 것을 
보여준다.  

  
3. 구현  결과 및 4. 결론  

제안된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해 C# 기반의 경로생성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입력 STL 모델의 각 삼각형과 초
기 지정된 레이저 주사위치를 이용하여 간섭 현상의 유무

를 판단하는 모듈과 간섭발생 시 주사위치를 이동시키는 
간섭회피 모듈을 구현하여 최종 경로 생성에 반영될 수 있
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수직벽 가공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정계획 모듈을 구현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5 축 레이저 
밀링 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경로생

성에서는 테두리의 가공품질을 고려하여 컨투어와 스캐닝 
경로를 함께 사용하였다. 그리고 테이퍼 현상을 최소화하

기 위해, 레이저 빔과 피삭재 간의 국부간섭을 판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간섭이 발생할 경우,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레이저 빔의 주사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수직

벽 가공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생성된 가공경로를 Fig. 1 과 같이 수직벽을 가지며 가공 
시에 테이퍼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는 모델에 적용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은 수직벽 모
델 또한 가공하였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평가를 위해, 레이저를 이용하여 아

크릴 재료에 깊이 약 2 mm 의 미세 표면 모델을 가공하였

으며, 비교적 우수한 품질의 수직벽 가공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4 는 제안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은 모델로서 아
크릴 재료에 10μm 의 가공 깊이(Depth of Cut)를 적용한 층
가공을 통해 깊이 약 2mm 의 홈을 가공한 결과이다. 모델

의 벽면에 테이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경사면의 각도는 약 35°로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레이저의 평균 각도(약 7°)보다 더욱 큰 테이퍼 각이 생긴 
이유는 열에 약한 피삭재료의 특성 때문에 레이저에 의해 
기화된 고온의 아크릴 기체가 상승하면서 벽면의 아크릴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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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sult of laser milling without taper avoided tool-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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