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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essellation of a Planar Polynomial Curve and Its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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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rve tessellation, which generates a sequence of points from a curve, is very important for curve 
rendering on a computer screen and for NC machining. For the most case the sequence of 
discrete points is used rather than a continuous curve. This paper deals with a method of 
tessellation by calculating the maximal deviation of a curve. The maximal deviation condi
tion is introduced to find the point with the maximal deviation. Our approach has two mer
its. One is that it guarantees satisfaction of a given tolerance, and the other is that it can be applied in 
not only a polynomial curve but its offset. Especially the point sequence generated from an original 
curve can cause over-cutting in NC machining. This problem can be solved by using the point sequence 
generated from the offset curve. The proposed method can be applied for high-accuracy curve tessella
tion and NC tool-path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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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최근 고속 및 고정밀 NC기계에 의하여 제품가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품의 정밀도에 대한 관심이 매 

우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NC가공은 공구가 따라가야 

할 곡선으로부터 주어진 허용오차 범위에서 얻어진 

점열을 보간한 직선선분들을 따라 이루어진다. CAD/ 
CAM분야에서 주어진 곡선을 점열화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2가지 접근법이 이용되고 있다. 첫번째 방법은 

곡선 상에서 적절히 점열을 취하여 이웃한 두 점들을 

양끝점으로 갖는 구간곡선 상의 중간점으로부터 현까 

지의 최대오차를 구하여 그 크기가 허용오차를 벗어 

나면 점들을 추가하여 구간을 보다 작게 분할하는 방 

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매우 단순하므로 적용하기 쉬 

운 잇점이 있으나 계산된 최대오차의 크기가 허용오 

차를 벗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상용되는 일 

부 CAM시스템에서는 보다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곡선으로부터 점들을 매우 조밀하게 취하여 최대오차 

를 구하는 방법 이 시도되기도 하였다叫 그러나 이 같 

은 점열 생성의 방법은 많은 계산시간를 필요로 할 뿐 

만 아니라 그로부터 구해진 최대오차라 할지라도 완 

벽하게 허용오차를 만족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외에 사용되는 다른 CAM시스 

템들은 곡선을 점열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 

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B-스플라인곡선이나 Bezier곡 

선의 convex hull 성질을 이용하는 것으로 현과 곡선 

사이의 최대오차를 곡선의 조정점을 이용하여 구하 

는 방법이다. 곡선의 조정점과 현과의 최대거리는 실 

제 곡선의 최대오차값보다 항상 크게 되므로 이 방법 

을 사용하여 생성된 점열은 허용오차를 항상 만족시 

키게 된다. Piegl^i은 이 방법을 이용하여 허용오차를 

만족할 때까지 3차 비지어곡선을 분할하는 방법을 제 

시하였다. 그러나 곡선의 조정점을 이용한 분할방법 

은 생성되는 점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질 뿐만 아니 

라 오프셋곡선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외에 근사이론同에 근거하여 곡선을 다수의 직선 

선분들로 근사시키는 방법이 연구되었다* 5〕.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허용오차의 만족은 보장하지만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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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많은 점들을 생성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평면다항식곡선에 대하여 허용오차 

를 만족하는 적은 수의 점들을 생성할 뿐 아니라 오프 

셋곡선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점열생성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는 곡선으로부터 최대오차를 갖 

는 점을 찾기 위한 최대오차조건식을 유도한다. 3장 

에서는 최대오차조건식을 이용하여 평면다항식곡선 

으로부터 허용오차를 만족하는 점열을 생성하는 방법 

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오프셋곡선에 대한 최대오차 

조건식을 유도하고, 5장에서는 NC가공에서 과절삭이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6 
장에서는 오프셋곡선의 점열화를 포켓가공과 3차원 

윤곽가공에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마지막 7장에 

서 결론을 맺는다.

2. 곡선의 최대오차조건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곡선 r(f)의 구간 [t„ 如] 

에서 오차벡터 h(f)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h⑺二侦-QO)
叩)—％ —{[r(f) —P"E}E (1)

여기서 E = m・

오차벡터 h(f)의 최대크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단 

함수식 尸。)를 h(f)의 제곱으로 정의흐！•자. 즉

F(z) = |h(z)|2 = h(z)-h(O

식 ⑴과 식 ⑵를 각각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動 = 쁴丄 的)-E，).E}E
(3)

穿)= 2h(').h(') 
at

(2)

(4)

식 (3)을 식 (4)에 대입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게

된다.

므晋 = 2{h(z)-f(z)-[r(z)-E][E-h(z)]}
at

= 2h(?)-r(0 (5)

함수식 F(f) 가 최대값을 갖는 파라메터 t 값에서 오 

차벡터의 크기 Ih(f)l는 최대값을 가지므로 구간곡선의 

최대오차는 식 (5)의 값이 0을 만족하는 곡선상의 점 

들 가운데 존재한다. 즉

h(O-t(O = 0 (6)

편의상 본 논문에서는 식 (6)을 곡선 r(f)에 대한 

최대오차조건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f = r* 에서 식 (6)의 최대오차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오차의 크기 lh(f*)l 는 식 (1)로부터 다음과 같이 얻어 

진다.

|h(f)| =』r(广)-피'{[WAP,.].*  (7)

만약 구간 m, 如]내에서 최대오차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두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 오차의 크기 

들을 서로 비교하여 가장 큰 값을 최대오차로 정한다.

3. 평면 다항식곡선에서 
최대오차의 결정

평면곡선에서 오차벡터 h(r)는 항상 일정한 방향을 

향하므로 다음과 같이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h(Z) = d(t)H (8)

여기서 d(r) 니h(f)|

H = h(f)/|h(이

h(r)의 단위벡터 H는 항상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H = NxE (9)

여기서 N: 곡선이 놓인 평면의 단위법선벡터

E = (P,.+ 1-P,.)/|(P;+1-P;)|

식 (8)을 식 (6)의 최대오차조건에 대입하면 다음을 

얻게 된다.

rf(0H-r(t) =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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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point of the maximum deviation on a curve.

와 y 知 1 에서는 오차벡터의 크기 d(t) = 0이므로 

최대오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식 (10)의 최대 

오차조건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H-r(/) = 0 (f,<z<f,+ 1) (H)

즉 Fig. 2와 같이 최대오차를 만족하는 점에서는 단 

위오차벡터 H와 곡선의 접선벡터 r(r) 가 수직으로 

만난다.

단위벡터 H는 f의 함수가 아니므로 곡선 r(r)가 n차 

다항식인 경우 식 (11)은 Z에 관한 1차 다항식이 

된다.

4차 이하의 방정식은 대수적인 방법으로 해를 구할 

수 있으므로俱 곡선 r(f)가 5차 이하인 경우에는 주어 

진 구간에서 곡선에 대한 최대오차를 반복없이 한번 

에 구할 수 있다. 만일 얻어진 최대오차가 지정된 허 

용오차를 벗어나게 되면 허용오차를 만족할 때까지 

곡선을 두 구간으로 나눔으로써 허용오차를 만족시키 

는 점열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6차 이상의 곡선에서는 대수적 방법으로는 

최대오차조건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할 수 없으므로 

주어진 곡선을 다수의 구간곡선으로 분할한 다음 각 

각의 구간곡선에 대하여 반복적인 방법으로 최대오차 

를 계산한다. 얻어진 최대오차가 허용오차를 벗어나 

면 허용오차를 만족할 때까지 곡선을 나눔으로써 점 

열을 구할 수 있다.

6차 이상의 곡선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최대오차를 

구하는 방법을 좀더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곡선을 

다수의 구간곡선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구간곡선이 한 

개 이하의 변곡점을 가지는 단순한 모양의 곡선이 되 

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차수가 증가하면 곡선이 요동 

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므로 곡선을 더 많이 분할해야 

한다.

"차곡선 珂⑺으로부터 구간 [/, 如]에 대한 구간곡 

선의 양끝점을 R=i制⑴, P,+1 = rwtt+1), 양끝점에서의 

접선벡터를 t, = f[nl(z,), t,+ 1 = fw(fi+1) 이라고 할 

때, 양끝점과 두 접선벡터를 이용하여 "차 구간곡선을 

3차곡선으로 근사시켜보자. 3차곡선식을 r[3|(f) = 

a + bt + cf + dF라고 할 때 입력데이터 (R, P/+b th 
弓G로부터 4개의 연립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얻게 된다.

2 3
p( = a + bq + c弓 +d弓

2 3
P!+i = a + bti+l + cti+1 + dti+1

2
t, = btj + 2ctj + 3dtj

2
弓+1 = b"+ ] + 2c"+ j + 3d/, + 1

위의 연립방정식을 풀면 3차곡선 卩3令)의 계수벡터 

a, b, c, d를 구할 수 있다. Fig. 3에서 점선으로 표시 

된 3차곡선 K坝)에 대하여 식 (11)의 최대오차조건을 

적용하면 최대오차에 해당하는 파라메터값 f = ?를 

결정할 수 있다.

f = ? 를 시작점으로 사용하여 «차곡선 r回0)의 최대 

오차에 해당하는 파라메터 r=f* 를 구하는 과정은 다 

음과 같다. 먼저 t = t 에서 오차벡터 h(?) 와 접선벡 

터 rln](i) 를 구한다. 이들 두 벡터의 내적이 양의 값

Fig. 4. Determination of a new search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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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Fig. 4(a)와 같이 최대오차가 구간 (V, + i)상에 

존재하게 되므로 = ? 로 대체하여 새로운 탐색구간 

을 정한다. 반면에 내적의 값이 음수인 경우 Fig. 
4(b)와 같이 최대오차가 구간 (£,?) 상에 존재하므로 

ti+l = ?로 대체하여 새로운 탐색구간을 정한다.

이제 보다 줄어든 새로운 탐색구간 0, 知)에 대하 

여 앞에서 기술한 과정을 반복하면 탐색구간을 지속 

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종료조건 

|h(?)・#"'(?)|<£을 만족될 때까지 반복되며 분할된 

모든 구간곡선에서 종료조건에 도달하면 최대오차를 

만족하는 점열은 결정된다.

6차 이상의 곡선에 대하여 최대오차를 계산하는 과 

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1. ”차곡선 卍⑺을 3차곡선 卢地)으로 근사시 

킨다.

단계2. r〔W)에 대하여 식 (11)을 만족시키는 파라 

메터 r = ?를구한다.

단계3. 만약 槌)』叫別 < £ 이면 식 (7)로부터 최 

대오차의 크기를 구하고 종료한다.

단계4. 만약 h(f)-f["](?)>0 이면 * = ? 로 대체하 

고 단계 1로 간다.

만약 岫)<0 이면 ?;+i =?로 대체

하고 단계 1로 간다.

4. 평면오프셋곡선의 최대오차조건

평면 상에 놓인 곡선 r。)로부터 오프셋거리 d인 오 

프셋곡선 K(f)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f) = r(/) + dn(z) (12)

여기서 d : 오프셋거리

n(f): 곡선 r(f)에 대한 단위법선벡터

오프셋곡선 K0)의 최대오차는 오프셋오차벡터 h°(r) 
와 접선벡터 r°(r) 가 수직으로 만나는 곳에 존재하므 

로 오프셋곡선에 대한 최대오차조건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h°(f) - f°(f) = 0 (13)

모든 /값에 대하여 곡선 r。)와 오프셋곡선 矽⑺의 

단위법선벡터는 항상 동일하므로 Fig. 5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두 곡선의 접선벡터 f(z), r°(z) 또한 동일 

한 방향을 향하게 된다. 즉

Fig. 5. A planar curve and its offset curve.

r(0 = |r(f)|T, r°(t) = |f°(f)|T

여기서 T: 의 단위벡터

h。。)는 항상 단위벡터 E。와 수직한 방향을 향하므 

로 오프셋오차벡터 h”)의 단위벡터 理는 다음과 같 

이 결정된다.

H° = NxE°

여기서 N: 곡선 r(r)가 놓인 평면의 단위법선벡터

E，= (PL_P；)/|P，_ 메

따라서 오프셋곡선의 최대오차조건인 식 (13)은 다 

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H°-f(f) = 0 (14)

단위벡터 H。는 고정 되어 있으므로 곡선 r(f)가 «차 

식인 경우 식 (14)의 오프셋최대오차 조건식은 /에 관 

한 〃 - 1차식이 된다.

5. NC가공에서 과절삭과 해결방안

오프셋곡선으로부터 허용오차를 만족하는 점 열을 

구하는 것은 NC가공에서 특히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 

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점 r(A), r(r,+l) 사 

이를 직선보간하여 NC가공할 때 구간곡선이 볼록한 

경우에는 빗금친 부분에서 과절삭이 발생한다用.

Fig. 6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가공오차의 최대크기는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r(r*)-C|  가 되며 이 크 

기는 오프셋곡선 顷)의 최대오차 |r°(/)-C°| 와 동 

일하다. 따라서 원곡선 r(f)를 가공할 때 발생하는 과

Fig. 6. Occurrence of over-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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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essellation of an offset curve for over-cut free.

절삭 문제는 오프셋곡선 r”)으로부터 점열을 샘플링 

하면 해결될 수 있다.

곡선 r(f)를 NC가공할 때 과절삭이 없는 점 열을 생 

성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곡선 r(r)로부터 식 (12)를 이용하여 오프셋곡 

선 을 구한다.

2) 식 (14)를 이용하여 오프셋곡선으로부터 점열을 

생성한다.

3) 오프셋점열에 대응하는 원곡선 상의 점열을 생성 

한다.

6. 오프셋곡선의 점열화와 NC가공

본 장에서는 오프셋곡선으로부터 생성된 점열을 이 

용한 두 종류의 NC가공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2차원 포켓가공이고 나머지 하나는 3차원 윤곽가공이 

다. 특히 3차원 윤곽가공은 가공을 위해 주어진 곡선 

이 3차원 공간곡선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1 2차원 포켓가공

Fig. 8(a)에서는 포켓가공할 대상제품을 보여주고 있 

으며 Fig. 8(b)에서는 제품의 윤곽곡선과 오프셋된 2 
개의 공구경로가 도시 되어 있다

두개의 공구경로들 가운데 내부 공구경로를 따라 

NC가공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가공오차를 Fig. 9 
는 보여주고 있다. Fig. 9에서는 제품의 윤곽곡선으로 

부터 생성된 점열을 직선보간하여 NC가공한 결과를 

실선으로 보여준다. 가공오차는 심하게 변하고 있으 

며 여러 곳에서 허용오차(0.001)을 벗어나고 있다. 반 

면에 Fig. 9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것은 오프셋곡선으 

로부터 얻어진 점열로부터 NC가공한 것으로 가공오 

차는 허용오차를 벗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허용오차 

주위에서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6.2 3차원 윤곽가공

3차원 윤곽가공은 금형가공에서 주로 이용되는 가

By subdivision method

By adaptive kiterpctation method

larger than the tolerance

gl\en tolerance 
is 0.001 inch

0 5 10 15 20
arc length (inch)

(a) comparison of ch아dai deviation fos the island contour

Fig. 9・ Comparison of two machining deviations in pocket 
machining.

공으로 Z값이 고정된 2차원 윤곽가공과는 달리 Fig. 
10과 같이 Z성분의 값이 변화하며 가공이 이루어진 

다* 9] 3차원 윤곽가공에서 오차벡터의 z성분은 가공 

의 정 밀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3차원 윤곽 

가공을 위한 점열은 윤곽곡선 r(f)를 XY-평면에 투영 

시킨 2차원 윤곽곡선 p。)과 그 오프셋곡선 p。。) 에 의 

하여 얻어진다.

3차원 윤곽가공을 위한 윤곽곡선 I黨) 상에서 점열 

을 얻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Fig. 11과 같이 윤곽곡선 r(t)를 XY평면에 투영 

시켜 곡선 p(f)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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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各 10. 3-D contour machining and its projection.

Fig. 11. Tessellation for 3D-contour curve.

2) XY평면 상에서 투영곡선 p(f)를 오프셋시킨 곡 

선 p。。)를 구한다.

3) 옵셋곡선 p”)로부터 허용오차를 만족하는 점열 

을 얻는다.

4) 오프셋곡선 p”)상의 점열에 해당되는 윤곽곡선 

r(?) 상의 점열을 찾는다.

7.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대오차조건을 사용하여 평면곡선 

으로부터 점열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으 

로 얻어진 점열은 허용공차를 충족시키면서도 상대적 

으로 적은 수의 점들을 생성한다. 더욱이 이 방법은 

오프셋곡선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오 

프셋곡선으로부터 허용오차를 만족하는 점열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은 정밀한 NC가공에 매우 효과적이다. 

본 논문은 원곡선으로부터 얻어진 점열이 NC가공에 

서 유발시키는 과절삭의 문제점을 오프셋곡선으로부 

터 생성한 점열을 사용함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특히 2차원 포켓가공과 3차원 윤곽 

가공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평면상의 곡선에 대하여만 이루어졌다. 

이를 좀더 일반화하여 3차원 공간곡선으로부터 점열 

을 생성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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