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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jority of mechanical parts are manufactured by milling machines. Hence, geometrically efficient 
algorithms for tool path generation and physical considerations for better machining productivity with 
guarantee of machining safety are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milling tasks. In this paper, an optimized path 
generation algorithm for direction parallel milling which is commonly used in the roughing stage is presented.  

First of all, a geometrically efficient tool path generation algorithm using an intersection points-graph is 
introduced. Although the direction parallel tool path obtained from geometric information have been 
successful to make desirable shape, it seldom consider physical process concerns like cutting forces and 
chatters. In order to cope with these problems, an optimized tool path, which maintains constant MRR in 
order to achieve constant cutting forces and to avoid chatter vibrations at all time, is introduced and the result 
is verified. Additional tool path segments are appended to the basic tool path by using a pixel based 
simulation technique. The algorithm has been implemented for two dimensional contiguous end milling 
operations, and cutting tests are conducted by measuring spindle current, which reflects machining situations,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the proposed method. 

 

1. 서 론 

절삭가공은 전통적인 기계가공 방법으로 
대부분의 기계업체에서 이용하는 모든 가공방법 중 
70 ~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가공 중 Harenbrock(1)에 따르면, 기계부품의 
거의 80%이상이 황삭 가공 알고리즘인 2.5D 
밀링가공을 적용함으로써 가공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수의 기계부품이 2.5D 이고, 더 복잡한 
부품들은 2.5D 황삭 후에 3D-5D 정삭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복잡한 황삭 가공을 위한 2.5D 

공구경로 생성 알고리즘들은 기계가공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황삭  가공은  Z 축에  평행한  높이가  다른 
각각의 가공 면들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공공간의  차원을  2 D 로  줄일  수  있다 . 
결과적으로 황삭 가공의 성과는 2D 평면가공을 
위한  효율적인  알고리즘들에  기인한다 .  2 D 
평면가공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공구경로는 Fig. 
1 과 같이 크게 윤곽 평행 공구경로(contour parallel 
tool path)와 직선 평행 공구경로(direction parallel tool 
pa th)로  나눌  수  있다 .  윤곽  평행  공구경로는 
주어진  외곽  경계곡선의  순차적인  오프셋으로 
얻어질  수  있으므로 ,  효율적인  2 차원  오프셋 
알고리즘이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2~5) 직선 평행 공구경로는 평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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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tour parallel and direction parallel tool path 

 
직선 패턴들로 경계곡선 내부를 채우는 것으로 
지그재그 공구경로로 알려져 있으며, 윤곽 평행 
공구경로 생성에 비해서 간단하고 안정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적의 직선 평행 공구경로 
생성을 위한 기하학적인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가공 
상의 문제도 함께 고려한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제안한다.  

직선 평행 공구경로 생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최적의 
가공 각도(optimal inclination angle)를 찾는 것이고, 
둘째는 주어진 기준선(reference line)과 평행한 
공구경로 요소(tool path element)들을 계산하는 
것이다. 최적의 가공 각도는 일반적으로 공구경로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공구경로 요소가 적을수록 평균적으로 하나의 
가공요소의 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고, 공구의 
에어컷을 최소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공구의 뜨는 횟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6~10) 하지만, 
아직까지 최적의 결과를 찾는 알고리즘은 없는 
상태이고,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형상에 대해서는 
최적의 결과를 찾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가공경로 각도는 작업자가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방법이 가공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최적의 
가공경로 각도를 찾는 문제는 직선 평행 가공경로 
생성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대상이 아니다. 주어진 
기준선으로부터 공구경로 요소를 계산하는 연구의 
초점은 얼마나 빨리 경계곡선과의 교점들을 
찾는가와 이를 저장하고 연결하기 위한 자료구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이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기하학적인 공구경로 생성방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공성 향상 방안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수행되지 않았다. 
비록 기하학적인 형상으로부터 얻어진 공구경로가 

원하는 형상을 생성할 수 있으나 실제 가공 시에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므로, 기하학적인 문제뿐만  

 
 

Fig. 2 Varying engagement arising 
 

 

Fig. 3 Engagement angle vs. radial depth 

 
아니라 가공 특성도 공구경로 생성 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가공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다. 

Tlusty(11)는 직선 경로에서는 반경 방향 절입각 

(radial engagement)이 일정하지만, 코너 부위에서는 

Fig. 2 와 같이 반경 방향 절입각의 증가로 채터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D 밀링에서는 

공구와 소재(workpiece)사이의 반경 방향 절입각과 

반경 방향 절삭 깊이는 식 (1)과 같이 표현된다. 

 
(12)      (1)             

 

Fig. 3 은 지름 10mm 인 공구의 반경 방향 절삭 
깊이와 절입각 사이의 관계를 도시한 그래프로 
절입각 증가는 반경 방향 절삭 깊이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반경 방향 절삭 깊이의 변화는 

기하학적인 형상으로부터 얻어진 공구경로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기하학적인 

정보만을 이용해 생성한 공구경로는 반경 방향 

절입각의 변화가 크고, 이러한 반경 방향 절입각 

증가에 의한 반경 방향 절삭 깊이의 증가는 

절삭력(cutting force)의 증가를 야기한다. 절삭력의 

증가는 공구의 휨(deflection), 채터 심지어는 공구의 

파손(breakage)을 야기시키므로, 물리적인 관점에서 

절삭력을 일정하게 하는 공구경로가 중요하다.  

engagement angle vs. radial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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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ability lobes 
 

절삭력뿐만 아니라 가공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Tlusty(11)와 Smith(13)가 지적했듯이 축 방향 절삭 

깊이(axial depth)와 반경 방향 절삭 깊이가 중요한 

요소로서, 이중 축 방향 절삭 깊이는 황삭 가공에서 

일정하므로 반경 방향 절삭 깊이가 가공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로 작용한다. Zhao 는 안정한 

가공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어진 반경 방향 절삭 

깊이에 대해 축 방향 절삭 깊이와 공구 회전 

속도(spindle speed)의 함수로 안정화 선도(stability lobe 
diagram)를 Fig. 4 와 같이 구하였다.(14) Fig. 4 의 일련의 

안정화 선도로부터 안정적인 가공영역이 반경 방향 

절삭 깊이가 10%에서 100%로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공구경로에 
대해서 안정화 선도를 이용해 채터가 없는 안정적인 

가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경 방향 절삭 깊이의 

변화가 없는 일정한 절입각을 갖는 공구경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절삭력 모델을 세워서 절삭력을 예측하고, 가공 시 
발생되는 절삭력이 주어진 범위를 넘지 않도록 공구의 
이송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15~17) 이는 
가공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 중 이송속도가 
가장 제어하기 쉬운 요소이기 때문이다. 기계가공에서 
절삭력은 식 (2)와 같이 비절삭 에너지(specific cutting 
energy), 절삭 폭, 절삭 깊이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비절삭 에너지는 절삭 깊이와 속도에 따라 
변하므로 절삭력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 

 

kbtF =                                    (2) 
( F  : 절삭력, k  : 비절삭 에너지, b  : 절삭 폭, 
t  : 절삭 깊이) 

 

 
 

Fig. 5 Overloaded paths that are indicated in green lines 
 
 
그리고 절삭력을 일정하게 이송속도를 조절한다 

할지라도 가공 안정성의 중요한 요소인 반경 방향 
절삭 깊이는 공구경로의 수정 없이 이송속도의 
조절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절삭력과 반경 방향 
절삭 깊이를 일정하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구경로 생성 시에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윤곽 평행 공구경로의 경우 일부 연구들이 생성된 
공구경로의 오목한 코너 부위에 추가적인 공구경로를 
삽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였다.(18,19) 

직선 평행 공구경로의 경우는 Fig. 5 에 나타난 

것처럼, 기준선에 평행한 공구경로들을 연결하는 

과정뿐 아니라 가공 영역의 기하학적인 형상에 

의해서 반경 방향 절삭 깊이가 변하므로 이러한 

모든 영역에 추가적인 공구경로의 삽입이 필요하나, 

이송속도 조절 이외에 공구경로를 수정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어떤 연구도 없었다.  

위의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황삭 가공에 있어서 
절삭력뿐만 아니라 가공 안정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반경 방향 절삭 깊이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공구경로가 실제 가공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적의 직선 평행 
공구경로를 위해 기하학적인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생성된 직선 평행 공구경로에 추가적인 
공구경로를 삽입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직선 평행 공구경로 생성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기하학적인 직선 평행 
공구경로 생성은 크게 세 가지 절차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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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6 Intersection points and data structure CNode class 

 

 
1. 주사선들과 입력 프로파일의 교점들 계산 
2. 교점 그래프(intersection points graph)의 생성 
3. 그래프 이동(graph traversal)을 통한 

공구경로 생성 
 
이 중 주사선들과 입력 프로파일의 교점 

계산은 계산 시간의 효율을 위하여 그리드 
방법(20)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1 교점 그래프 생성 
Fig. 6(a)에서처럼, 주사선들은 가공 영역 위에 

일정한 경로 간격(path interval or pick feed)을 
가지고 놓이게 되고, 가장 위의 주사선부터 가장 
아래의 주사선까지 오프셋 선과의 교점들이 계산 
되면, 이들을 저장 할 수 있는 자료 구조(data 
structure)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Fig. 6(b)와 
같은 자료 구조를 갖는 CNode 라는 
클래스(class)를 정의한다. 각 노드(node)들은 상하 
좌우 노드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pointer) 
변수들을 갖고, 교점을 나타내기 위한 입력선의 
순서(index)와 파라미터(parameter) 값을 갖는다. 
또한, 그래프 이동 시에 필요한 방문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변수와 노드들을 연결하여 교점 
그래프를 생성할 때 양 끝의 노드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변수를 가진다. 교점 그래프의 생성은 
교점의 노드들을 서로 연결하여 그래프를 
생성하는 것으로 다음의 절차를 통해 수행된다.  

1. 각 주사선과 오프셋 선과의 교점들 중 양 
끝점을 표시 (Fig. 7(a)) 

2. 모든 짝수 번째 교점을 홀수 번째 교점과 
연결 (좌우 연결, Fig. 7(b)) 

 
                    

(a)                    (b) 

 
(c)                    (d) 

 
Fig. 7 Intersection points graph construction 

 
 
 
3. 끝점의 노드들을 서로 연결 (상하 연결, Fig. 

7(c)) 
4. 오프셋 선을 따라서 만나는 첫 번째 

교점과 연결 (상하 연결, Fig. 7(d)) 
 
Fig. 6(a)의 형상에 대해서 교점 그래프 생성을 

위한 위의 네 가지 과정이 Fig. 7 에 순서대로 
나타나 있다. 

 
2.2 그래프 이동을 통한 공구 경로 생성 

직선 평행 공구경로 생성은 교점 그래프 
이동(graph traversal)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직선 
평행 공구경로 생성에서 중요한 요소는 공구의 
진출입을 최소로 하여 가공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는 공구경로 생성이다. 이를 위해서 교점 
그래프를 이동할 때 가능한 하나의 경로(path)로 
연결하고, 반드시 공구가 떠서 이동해야 할 
경우만 공구를 상승시킨다. 또한, 상승한 공구가 
다른 가공 지점으로 진입할 때, 이미 가공된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스택을 이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항들이 고려된 공구경로 생성을 위한 
그래프 이동 알고리즘은 다음의 순서와 같다.  

scan lines 

machining 

area 

intersection point 

CNode 

 

CNode* Up, Down; 

CNode* Left, Right; 

int line_index; 

double line_parameter; 

bool visited; 

bool end_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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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8 Direction parallel path generation through graph 
traversal 

 
 

1. 시작 노드와 진행 방향 설정 
2. 현재 노드를 방문한 노드로 표시 

 
 
Fig. 9 Direction parallel tool path of a speaker model 
 

 
 

Fig. 10 Simulation result of direction parallel path 
 

 
3. 주어진 좌우 방향으로 이동 
4. 주어진 좌우 방향으로 이동할 노드가 

없으면, 주어진 상하 방향으로 이동하고 
이때 위나 아래에 방문하지 않은 노드가 
있으면 스택에 방문하지 않은 노드와 진행 
방향 저장 

5. 더 이상 상하 좌우로 이동할 노드가 없을 
때, 스택을 비울 때까지 스택의 맨 위의 
노드를 꺼내어 위 1-4의 과정을 반복 

 
위의 알고리즘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는 Fig. 

8 에 나타나 있다. 오른쪽 위를 시작 방향으로 
하여 그래프를 이동하면서 공구경로를 생성하는 
과정이 Fig. 8(a)에 나타나 있으며, 다음 노드로 
이동할  때  아래  노드가  방문되지  않았으므로 
스택에 저장하고 계속 공구경로를 생성한 과정은 
F i g .  8 ( b )에  나타나  있다 .  그래프의  빨간색 
노드들은 스택에 저장된 노드들이다. 이후에 더 
이상  진행할  노드가  없어서  스택에  저장된 
노드를 꺼내어 알고리즘을 계속 진행한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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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ixel based MRR simulation 
 
 
Fig. 8(c), (d)에 나타나 있다. 지금까지의 

알고리즘들을 종합하여 스피커 모델에 대해서 
직선 평행 공구경로를 생성하고 공구경로를 
표현한 결과는 Fig. 9 에 나타나 있고, 이러한 
공구경로로 실 가공 전에 Tool 2000 이라는 가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C 코드를 
생성 하고 가공 후 형상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Fig. 10 과 같다.  

 

3. 물리적인 고려 

3.1 일정 MRR 을 위한 공구경로 수정 
황삭 가공의 경우에는 축 방향 절삭 깊이가 

일정하므로, 절삭력과 반경 방향 절삭 깊이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재 제거량 MRR 을 
일정하게 하는 공구경로 생성이 필요하다. 식 
(2)를 다시 살펴보면, 이송속도의 조절 없이 
일정한 이송으로 가공할 경우, 일정한 MRR 은 
반경 방향 절삭 깊이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반경 방향 절삭 깊이가 일정하면 비절삭 
에너지가 일정해 지므로, 절삭력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절삭력과 반경 방향 절삭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공구경로는 황삭 
가공에서 MRR 을 일정하게 하는 공구경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하학적인 형상으로부터 
계산한 공구경로를 MRR 이 일정하도록 주어진 
공구경로를 수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임의의 
가공경로에 대해서 해석적인 방법(analytic 
method)으로 추가적인 경로 삽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공 전 영역을 픽셀 맵(pixel map)으로 
구성하고 시뮬레이션 접근법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공구경로를 삽입하였다. 

 

 
 

(a)                    (b) 

Fig. 12 Pixel based tool path modification 
 

   
 

(a)                    (b) 

Fig. 13 Original path and optimum path 
 

 
3.2 픽셀 맵을 이용한 MRR 시뮬레이션 
Fig. 11 은 MRR 계산을 위한 픽셀 맵 

시뮬레이션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짙은 회색 픽셀들은 아직 가공이 되지 않은 미 

가공 영역을 나타내고, 옅은 회색 픽셀들은 

가공이 된 영역을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 

공구 역시 픽셀로 구성되고, 공구가 샘플링 

거리(sampling distance) sΔ 마다 가공한 MRR 은 

그림에서 공구가 이동하여 생긴 영역 안의 

픽셀들의 개수로 계산할 수 있다. 주어진 

경로간격(step size)과 샘플링 거리에서 기준이 

되는 MRR 에 해당하는 픽셀 개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3.3 MRR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구경로 삽입 
M R R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기준이  되는 

MRR 보다 과도한 부하가 걸리는 Fig. 12(a)와 같은 
공구경로에 대해서 공구의 이동 방향을 변경하여 
Fig. 12(b)와 같이 추가적인 공구경로를 삽입한다. 
이 와  같 은  방 법 으 로  픽 셀  맵 을  이 용 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Fig. 13(a) 의  직선  평행 
공구경로에 추가적인 공구경로를 삽입한 결과는 
Fig. 13(b)에 보여  진다.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하여  추가된  공구경로는  샘플링 
거리마다 미소한 직선들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실 
가공  시에  많은  가감속으로  인한  가공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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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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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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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MRR simulation result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미소한 직선으로 
이루어진 추가적인 공구경로에 대해서 원호 
보간(circular interpolation)을 통하여 가감속 시간을 
감소시켰다.  

Fig. 14 는 직선 평행 공구경로에 대해서 

기하하적으로 구한 공구경로와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최적화한 공구경로에 대하여 MRR 을 

계산한 결과이다. 추가적인 공구경로의 삽입으로 

전 가공영역에서 일정한 MRR 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공구경로의 경우 MRR 의 변화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검증 실험 

4.1 실험 방법 
실 가공 시에 전 가공영역에서 절삭력의 변동이 

적은 안정적인 가공경로의 검증을 위하여 

공작기계의 주축 전류를 측정하였다.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주축 전류와 절삭력이 1 차적인 
관계로 알려졌고, 실험적인 결과 또한 위의 
관계를 입증한다.(21) 주축 전류와 MRR 의 관계 
또한 기존의 연구에 의해 강한 1 차식의 관계라는 
것이 알려졌고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검증되었다.(22) 이와 같이 주축 전류가 여러 가공 

상태를 나타내므로, 주축 전류 모니터링 방법을 

통하여 절삭력 및 가공의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가공 실험은 대우 수평형 머시닝 센터(AL-40, 
Fanuc 0M 탑재)를 사용하였고, 가공조건으로 반경 
방향 절삭 깊이 3mm, 축 방향 절삭 깊이 0.5mm, 
주축 속도 2000rpm, 10φ  초경 코팅 플랫 엔드밀, 

피삭재 SM45C 를 사용하였다. 

 
4.2 결과 및 고찰 
Fig. 15 는 사이즈(size) 120mm× 85mm 의 Fi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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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chining time : 4 min 5sec(F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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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chining time : 3min 40sec(F1000) 

Fig. 15 Experiment results 
 

모델에 대한 기하학적인 정보로부터 구한 

공구경로와 전 가공 영역에서 추가적인 

공구경로를 삽입한 경로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이 실험 결과로부터 기학학적인 정보로만 
구한 공구경로는 절삭력의 변동 폭이 크고, 
추가적인 공구경로를 삽입하여 최적화한 
공구경로의 경우 절삭력의 변동폭이 감소하여 
보다 안정적인 가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추가적인 공구경로 삽입의 경우 
가공거리의 증가로 인하여 같은 이송속도에서는 
원래의 공구경로보다 가공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다. 하지만, 원래의 공구경로를 실제 현장에서 
가공할 때는 절삭력의 변동이 심하여, 
최대절삭력에 맞추어 이송속도를 줄여서 가공을 
하므로, 최적화한 공구경로는 절삭력의 변동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송속도를 증가시켜 
가공을 할 수 있고, 실제 이송속도를 증가시켜 
실험한 결과를 살펴보면 원래의 공구경로와 
비교하여 절삭력의 변동폭이 20%가까이 감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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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정적인 가공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가공시간도 약 10%가량 단축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황삭 가공을 위한 직선 평행 
공구경로 생성을 위해 기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또한 실제 가공의 기술적인 요구 사항들을 
고려하여 생성된 공구경로를 수정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공구경로 생성의 효율화 및 
고품질화를 꾀하였다. 

기하학적인 공구경로 생성을 위해서 공구경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교점 
그래프를 제안하여 활용하였고 공구경로는 가공 
상의 기술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교점 그래프를 
추적함으로써 수행된다. 

또한, 기하학적으로 구한 공구경로가 실제 

가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여 

구현하였으며, 가공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공구의 파손과 가공 안정성을 위해서 절삭력과 

반경 방향 절삭 깊이를 일정하게 하기 위한 일정 

MRR 공구경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였고, 

전체 가공영역에서 MRR 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구경로 삽입을 픽셀 맵 기반의 

시뮬레이션 방법을 사용해 구현하였으며, 실제 

가공실험을 통하여 절삭력의 변동 폭을 줄여 

안정적인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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