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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공관점에서 특징형상은 ‘부품에서 가공 

시 제거 될 수 있는 영역으로 제거되는 부분의 
기하학적 정보와 가공 특성을 가지는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가공 특징형상은 
가공에 필요한 값을 제공하고, 가공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 복수의 특징형상이 
인접하는 경우 기본 특징형상과 다른 형상이 
되어 기존의 형상들과 전혀 다른 엔터티 값을 
생성하고, 형상 모델링 시스템, 형상 인식 및 
추출, 공정계획, NC 프로그래밍 등과 같은 
특징형상 기반의 작업에 이를 규정하는 새로운 
표현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인접한 형상들을 위상 관계나 형상의 
프로파일의 관점에서만 정의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표현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공 기술자들의 
이해에 상응하지 않는 공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접한 
특징형상을 가공 관점에서 고찰하여 인접한 
특징형상을 위한 Taxonomy 를 제안하고, 공정 
계획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인접한 특징형상 관련연구 

Rafael 는 부피와 경계선 관점에서 인접한 
특징형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Splitting 은 
특징형상이 다른 특징형상에 의해 경계선이 
분리되는 관계, Disconnection 은 돌출된 
특징형상이 인접 관계에 의해 부품으로부터 
단절되는 관계, Clearance 는 함몰된 특징형상이 
인접한 돌출된 특징형상에 의해 가로막히는 
관계, Closure 는 함몰된 특징형상 안에 닫힌 
경계선을 갖는 특징형상을 가지는 관계, 
Absorption 는 특징형상이 인접한 특징형상에 
완전히 흡수되는 관계, Geometric 은 
특징형상이 인접 관계에 의해 속성 값이 

변경되는 관계, Transmutation 은 특징형상이 
인접 관계에 의해 다른 형상으로 바뀌는 관계, 
General 은 복잡한 관계로 인해 속성 
값들로부터 특징형상들을 유추해 나가야 하는 
관계를 정의한다. Huang 은 인접한 특징형상을 
세 개로 분류한다. Stepped 특징형상은 동일한 
특징형상들이 인접한 특징형상으로 다양한 
프로파일의 가공이 가능한 절삭 공구를 
이용하여 가공하는 형상을 정의하고, Compound 
특징형상은 공구의 이동경로가 결합된 
특징형상으로서 동일한 절삭 공구를 이용하여 
가공을 하는 형상을 정의한다. Array 
특징형상은 속성 값이 결합된 특징형상으로서 
다양한 절삭 공구를 이용하여 가공되는 
형상이다. Nasr 는 인접한 특징형상들을 
Intersecting 과 Compound 특징형상으로 분류한 
후 각각을 세분화한다. Intersecting 특징형상은 
단일의 공정 법을 가지는 T-slot, 동일한 깊이의 
Slot 을 인접한 Two slots, 상이한 깊이의 Slot 
을 인접한 Two slots 그리고 Stepped slots 로 
세분화된다. Compound 특징형상은 복수의 
특징형상이 결합되어 가공 순서를 가지는 
형상으로 Countersink through, Counterbore blind, 
Counterbore blind conic bottom, Counterbore 
through, Countersink blind conic bottom, 
Countersink blind flat bottom 그리고 Cylinder 
blind conic bottom 로 세분화된다. FAPPS 
(Feature-based Automatic Process Planning System) 
에서는 인접한 특징형상들을 모두 복합 
특징형상으로 정의하며 해당 특징형상을 기본 
특징형상간의 위상 관계에 따라 세분화한다. 
이 때 위상관계는 Parent/Child 형, Brother 형 
그리고 혼합형이 있다. STEP(Standard for the 
Exchange of Product Model Data) 은 복수의 
특징형상이 인접한 특징형상을 모두 Compound 
특징형상으로 정의하고 프로파일만을 기준으로 
세분화한다. 해당 분류들은 형상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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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 계획자에게 가공법에 상응하지 않는 
특징형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가공 관점에서의 인접한 특징형상 분류 
인접한 특징형상을 가공 관점에서 

고찰하면 가공 순서를 가지는 복수의 특징형상 
그룹 군과 복수의 특징형상이 결합된 단일의 
특징형상은 서로 상이한 정보를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당 정보는 특징형상 절삭 
공구 선택, 공정 순서 결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정 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는 가공법에 
기반하여 Fig. 1 과 같이 인접한 특징형상들을 
분류한다. 인접한 특징형상이 단일의 가공 
공정을 요구하는 경우 단일의 특징형상, 즉 
Compound feature 로 분류하고, 인접한 
특징형상이 각각 상이한 공정을 요구하여 공정 
순서를 갖는 경우 복수의 특징형상 군인 
Multiple individual feature with precedence 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특징형상들이 동일한 공정을 
요구하나 동일한 면 또는 선을 공유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배열된 경우 Replicate feature 로 
분류한다.  

 

Fig. 1 Taxonomy of Interaction Features  
인접한 특징형상의 분류의 예로 Fig. 2 에 

대하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Fig. 2는 직경의 
크기가 상이한 두 개의 Hole 이 인접한 
특징형상들이다. Fig. 2 의 (a)는 직경의 크기가 
작은 두 개의 Hole 이 인접한 특징형상으로 
Hole 간의 직경의 차가 작으며 Counterboring 
가공이 이뤄짐에 따라 단일 기본 특징형상인 
Counterbore hole 로 분류한다. Fig. 2 의 (b)는 
직경이 큰 두 개의 Hole 이 인접한 형상으로 
상/하단의 Hole 모두 엔드 밀링을 요구함으로 
단일의 특징형상인 Compound feature 로 
분류한다. Fig. 2 의 (c)는 직경의 크기가 큰 

상단의 Hole 과 작은 하단의 Hole 이 인접한 
특징형상으로 상단의 Hole 은 엔드 밀링, 
하단의 Hole 은 드릴링의 상이한 가공법을 
요구함으로 가공 순서를 갖는 복수의 특징형상 
군인 Multiple individual feature with precedence 로 
분류한다. Fig. 2 의 (d)는 동일한 특징형상들이 
배열된 특징형상으로 가공법은 모두 동일하나 
인접한 면 또는 선 없이 규칙적으로 배열됨에 
따라 Replicate feature 으로 분류한다. 

 
 

(a) Counterbore hole (b) Compound feature 

 

 

(c) Multiple individual 
feature with precedence 

(d) Replicate feature 

Fig. 2 Example of Interaction Features  
4. 결론 

가공법에 근거하여 인접한 특징형상들을 
분류하고, Taxonomy 을 제안함으로써 가공법에 
상응하는 특징형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Taxonomy 를 이용한 공정 계획 작업에 일관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작업이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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