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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항공기에 사용하는 제트엔진을 생산하기 위해서

는 고도의 절삭가공 기술이 필요하다. 제트엔진 

가공 중 발생하는 오류는 엔진 가공비용 상승과 

납기지연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잃

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오류를 줄이기 위

해 항공기 엔진 가공업체들은 CAM(computer-aided 

manufacturing) 기술을 도입하였고, 이를 이용해 가

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시뮬레이션을 통

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CAM 모델은 가공연산(machining operation)을 나

타내는 가공 특징형상(machining feature)들로 정의

한다. 가공 특징형상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특징형

상을 구성하는 면(face) 및 모서리(edge)를 CAM 

작업자가 CAD 모델에서 일일이 선택해 주어야 

하며, 필요한 면 또는 모서리가 없을 경우 직접 

필요한 형상을 그려주어야 한다. 가공 특징형상이 

정의되면 이로부터 공구경로(tool path)를 생성하고,  

Key Words: Feature Recognition(특징형상 인식), Computer-Aided Manufacturing(컴퓨터 이용 제조), Jet-Engine 

Compressor Case(제트엔진 압축기 케이스), Hole Feature(구멍 특징형상) 

초록: 항공기에 사용하는 제트엔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절삭가공 기술이 필요하다. 항공기 엔

진 가공업체들은 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방지하기 위해, CAM(computer-aided manufacturing) 기

술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CAM 모델 생성을 위해서는, 작업자가 수 일에서 수 주 동안 CAD 모델을 기

반으로 가공 연산을 일일이 생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CAD 

모델로부터 구멍 가공 부분에 대한 CAM 모델의 자동 생성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CAD 모델에서 

구멍 특징형상을 인식하고 이를 CATIA 의 가공 연산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의 구현을 통해 제안한 방법을 실험 및 검증하였다. 

Abstract: High machining technology is needed for manufacturing jet engines for use in aircrafts. To reduce errors in 

the jet engine machining process, the machining companies of aircraft engines have introduced the CAM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technology. However, to create a CAM model, the operator must manually conduct machining 

operations based on a CAD (computer-aided design) model, which can take several days or weeks.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for automatically generating a CAM model for machining holes in the parts, 

using a CAD model. In this method, the features of the hole are recognized from the CAD model and translated into 

machining operations to be used with the CATIA program. Additionally, a prototype system was implemented and the 

proposed method was experimentally ve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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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jet-engine compressor case image from the 

internet
 (17)

 and its parts for machining a hole 

 

NC 코드를 생성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루한 작업이다. 특히, 특징

형상을 정의하는 부분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며, 

한 모델에 대해 짧게는 수 일에서 길게는 수 주가 

걸리기도 한다. 제트엔진 압축기 케이스의 경우, 

Fig. 1 에서 보는 것처럼 구멍 가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구멍 가공 부분에 대한 작업 시

간을 줄일 수 있다면 전체 작업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CAD 

모델로부터 구멍 가공 부분에 대한 CAM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 기능을 상업용 CAD 시스

템인 CATIA 의 CAM 모듈에 통합하였다. 특히, B-

rep 으로 표현된 CAD 모델에서 구멍 특징형상

(hole feature)을 찾기 위해 특징형상 인식 방법을 

적용하였다. 

CATIA 도 Feature Recognition(FR) 모듈에서 특징

형상 인식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Fig. 1 의 모델은 매우 복잡하고 모델에 오

류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ATIA 의 특

징형상 인식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일부 인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따기가 존재하

는 구멍의 경우, FR 모듈은 모따기와 구멍을 분리

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가공을 할 경우에는 구멍

의 중심과 모따기의 중심부분이 서로 연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따기와 구멍을 함께 인식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ATIA 의 FR 모

듈을 이용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 절에서

는 특징형상 인식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본다. 3 절

에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및 해결 방법에 대

해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4 절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5 절에서는 구현 관점에서 CATIA 와 통

합하기 위한 방법과 이를 구현하여 실험한 결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6 절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

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2. 관련 연구 

CAD 와 CAM 을 통합시키기 위해 CAD 모델로

부터 특징형상을 인식하기 위한 연구가 1980 년대

부터 진행되었다. 상당 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대표적 연구내용 및 각 방법의 장단점은 참고문헌 

1 과 2 에 잘 정리되어 있다. 대표적인 특징형상 

인식 방법으로는 그래프 기반(graph-based) 방

법,
(3~6)

 볼륨 분해(volume decomposition) 방법,
(7~11)

 

힌트 기반(hint-based) 방법(12, 13)이 있다. 

그래프 기반 방법에서는 원본 형상과 특징형상

의 면과 모서리 관계를 그래프(graph)로 표현하여 

그래프 검색을 통해 특징형상을 인식한다. 새로운 

특징형상을 쉽게 추가할 수 있고, 다양한 도메인

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식할 수 

있는 특징형상의 위상(topology) 구조가 가변적인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특징형상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그

래프 검색에는 지수적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Fig. 1과 같이 복잡한 모델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볼륨 분해 방법은 볼륨을 분해하는 방법에 따라 

컨벡스 분해(convex decomposition)
(7,8)와 셀 기반 분

해(cell-based decomposition)
(9~11)로 나뉜다. 컨벡스 

분해는 원본 형상을 형상의 컨벡스헐(convex hull)

과 델타볼륨(delta volume)으로 순차적으로 분해해 

나가는 방법이고, 셀 기반 분해는 원본 형상을 단

순한 형상을 가진 셀(cell)로 분해하고, 이 셀들을 

큰 볼륨으로 재조합 하는 방법이다. 볼륨 분해 방

법은 특징형상이 교차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

고, 인식된 특징형상이 볼륨(volume)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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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Fig. 1과 같이 복잡한 모델에 대해 적용할 

경우 합리적인 시간에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
(14,15)

  

힌트 기반 방법은 특징형상의 완전한 패턴을 찾

는 대신 특징형상 인식을 위한 최소한의 흔적

(trace)에서 시작하여, 주변 형상에 대해 기하추론 

과정을 거쳐 특징형상을 찾는다. 그러나 특징형상

이 다른 특징형상과 교차되는 경우에는 특징형상

의 일부 형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존재하는 형상만

으로는 온전한 특징형상을 정의할 수 없다. 따라

서 힌트 기반 방법에서는 흔적과 흔적 주변의 형

상을 이용해 특징형상을 복원(geometric completion)

한다. 이는 특징형상 인식의 가장 큰 어려움인 교

차 특징형상 문제를 해결해 준다. 힌트 기반 방법

은 흔적으로부터 검색을 시작하기 때문에 인식 속

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힌트 기반 방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Fig. 1의 

경우 교차하는 구멍 특징형상이 없기 때문에 복원 

과정은 생략하였다. 힌트 기반 방법은 각각의 특

징형상에 대해 인식 규칙을 개별적으로 정의해 주

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특징형상 인식 방법을 제

안하지는 않으며, 대신 기존의 힌트 기반 방법을 

이용한다. 그러나 힌트 기반 방법에서는 특징형상 

종류에 따른 인식 규칙을 정의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멍 특징형상에 대한 인식 규칙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트엔진 압축기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는 구멍 특징형상 인식 규칙을 정의

하였다. 추가적으로 인식된 구멍 특징형상 간의 

순서 결정 방법도 제안하였다. 

3. 문제 정의 및 해결 방법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및 해결 방법

은 Fig.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B-rep 으로 표현된 CAD 모델을 입

력으로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CATIA 의 가공 연산

(machining operations)을 생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B-rep 모델로부터 가공 연산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네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첫 번째 단계(recognizing 

hole features)에서는 B-rep 모델로부터 구멍 특징형상

을 인식한다. 이 때, B-rep 모델은 IGES 파일 형식으

로 제공되고, 특징형상은 힌트 기반 방법을 이용해 

자동으로 인식된다. 두 번째 단계(finding feature 

parameters)에서는 인식된 구멍 특징형상에서 구멍의 

직경, 깊이, 기준면 등과 같은 매개변수를 계산한다. 

매개변수들은 가공 연산의 입력 매개변수를 계산하 

 
Fig. 2 Procedure of the proposes method, and research 

scope 

 

는데 사용된다. 세 번째 단계(mapping feature to 

machining operations)에서는 인식된 특징형상을 가

공 연산과 매핑한다. 네 번째 단계(determining the 

sequences of machining operations)에서는 가공 연산

들의 적용 순서를 결정한다. 다섯 번째 단계

(generating machining operations)에서는 구멍 가공을 

위한 가공 연산을 CATIA 내에 생성한다. 생성된 

가공 연산에 CAM 작업자가 가공 공차, 표면 마무

리 수준, 경로 생성 형식 등의 가공 정보를 입력

(setting machining conditions)하면, CATIA는 가공 경

로를 계산하고 NC 코드를 생성(generating tool 

path)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첫 번째 단계에서 다섯 번째 

단계까지이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절에

서 설명한다. 

4. 가공 연산 생성을 위한 상세 기법 

4.1 구멍 특징형상 인식 

본 연구에서 인식하고자 하는 구멍 특징형상에 

대한 정의가 Fig. 3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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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인식하는 구멍 특징형상은 모두 관

통 형상이며, 구멍의 입구에 모따기가 있는 경우

인 모따기 구멍(chamfered hole)과 없는 경우인 단

순 구멍(simple hole)으로 구분한다. 모따기 구멍은 

모따기가 구멍의 한쪽에만 있는 단일 모따기 구멍

(single-chamfered hole)과 구멍 양쪽에 모두 있는 

양쪽 모따기 구멍(double-chamfered hole)으로 구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따기와 구멍을 별개의 특

징형상으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고, 모따기가 있

는 구멍과 모따기가 없는 구멍으로 구분하여 인식

하였다. 

 

Fig. 4 에 나와있는 구멍 특징형상을 정의하는 

면과 모서리 간의 인접 관계를 Fig. 5 와 같이 그

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 Fig. 5의 그래프에서 노드

(node)는 특징형상의 면을, 간선(arc)은 특징형상의 

모서리를 나타낸다. 또한 노드와 간선은 특징형상

의 면과 모서리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면에 

대한 속성으로는 면의 기하형상 종류가 사용되고, 

모서리에 대한 속성으로는 모서리의 기하형상 종

류와 모서리의 볼록성(convexity)이 사용된다. Fig. 6

과 같이 모서리의 볼록성은 다섯 가지로 정의된다. 

각 면과 모서리의 속성은 Table 1에 나와 있다. 

 

 
Fig. 3 Definition of hole features: (a) simple hole, (b) single-chamfered hole, and (c) double-chamfered hole 

 
Fig. 4 Faces and edges of the hole features: (a) simple hole, (b) single-chamfered hole, and (c) double-chamfered hole 

 
Fig. 5 Graph representation of the hole features: (a) simple hole, (b) single-chamfered hole, and double-chamfered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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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ttributes of the faces and the edges: (a) face 
attributes and (b) edge attributes 

 

(a) 

Face Geometry 

f1 Plane 

f2 Plane 

f3 Cylinder 

f4 Cylinder 

f5 Cone 

f6 Cone 

f7 Cone 

f8 Cone 
 

(b) 

Edge Geometry Convexity 

e1 Circle Convex 

e2 Circle Convex 

e3 Circle Convex 

e4 Circle Convex 

e5 Line Tangent concave 

e6 Line Tangent concave 

e7 Circle Convex 

e8 Circle Convex 

e9 Line Tangent concave 

e10 Line Tangent concave 

e11 Circle Convex 

e12 Circle Convex 

e13 Line Tangent concave 

e14 Line Tangent concave 

 
 

 

Fig. 6 Convexity of an edge 

 

본 연구에서는 구멍 특징형상 인식을 위해 힌트 

기반 방법을 사용한다. 힌트 기반 방법에서는 특

징형상에 대한 흔적(trace)에서 인식을 시작하는데, 

단순 구멍은 원통면(cylindrical face)이 단서가 되고, 

단일 모따기 구멍과 양쪽 모따기 구멍은 원추면

(conical face)이 흔적이 된다. 이는 Fig. 4에서는 진

한 노드로 표시하였다. 형상 전체에 대해서 흔적

에 해당하는 면을 찾고, 흔적 노드에서부터 시작

하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구멍 특징형상들을 찾는 

Table 2 Trace and conditions for recognizing a simple hole 

힌트 (예시)검색된 

면과 모서리 

� 흔적: 원통면(cylindrical face) 

� 조건: 

� 원통면은 네 개의 모서

리로 구성되며, 각 모

서리는 원, 직선, 원, 

직선의 순서대로 형상

을 가진다. 

� 두 개의 원형 모서리는 

볼록(convex)하다. 

� 두 개의 직선 모서리는 

접선 오목(tangent 

concave)하다. 

� 두 개의 원형 모서리에 

인접한 면은 평면

(planar face)이다. 

� 두 개의 직선 모서리에 

인접한 면은 원통면이

고, 동일한 면이다. 

f3 

 

e1, e5, e3, e6 

 

 

 

 

e1, e3 

 

e5, e6 

 

 

 

f1, f2 

 

 

f3, f4 

 

다. 각각의 구멍 특징형상에 대한 조건은 Fig. 5의 

그래프로부터 정의될 수 있으며, 단순 구멍인 경

우에는 Table 2와 같다.  

흔적과 조건을 만족하는 형상을 찾으면 구멍 특

징형상을 구성하는 면과 모서리를 찾게 된다. 

각각의 구멍 특징형상에 대해서 흔적은 유일하

지 않다. 예를 들어, 단일 모따기 구멍의 경우 원

추면을 흔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원통면을 흔

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원통면보다는 

원추면을 흔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처음에 많은 면

들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원통면보다는 원추면

을 흔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단순 관통 구멍의 경우에는 면 f3 과 f4 를 각각

을 흔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형상에 

대해서 두 개의 단순 구멍 특징형상을 인식한다. 

단일 모따기 구멍의 경우에도 면 f5 와 f6 을 흔적

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양쪽 모따기 구멍의 경우에

도 면 f5, f6, f7, f8을 흔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

문에 같은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개의 구멍 특징형

상을 인식한다. 따라서 중복되는 특징형상의 경우

에는 특징형상 인식 후에 중복성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4.2 구멍 특징형상의 매개변수 계산 

인식된 구멍 특징형상으로부터 Fig. 3 에 정의된 

매개변수를 계산한다. 각각의 매개변수는 특징형

상을 정의하는 면과 모서리의 기하형상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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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순 구멍의 경우 원

형 모서리 e1 의 원 중심은 구멍 중심(hole center)

과 동일하고, 원 직경은 구멍 직경(diameter)과 동

일하다. 또한 두 원형 모서리 e1 과 e3 간의 거리

는 구멍 깊이(depth)와 동일하다. 양쪽 모따기 구

멍에서 상단 모따기 길이(top chamfer length)는 두 

원형 모서리 e1 과 e7 간의 거리로부터 계산할 수 

있고, 하단 모따기 길이(bottom chamfer length)는 두 

원형 모서리 e3 와 e11 간의 거리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4.3 구멍 특징형상과 가공 연산의 매핑 

각각의 구멍 특징형상은 CATIA 의 가공 연산으

로 변환된다. 구멍 부위는 드릴링(drilling) 가공으

로, 모따기 부위는 순차 그루브(sequential groove) 

가공으로 변환된다. 따라서 한 개의 구멍 특징형

상은 여러 개의 CATIA 가공 연산으로 매핑된다. 

가공 연산에 필요한 모든 매개변수는 구멍 특징형

상의 매개변수로부터 구할 수 있다. 

4.4 가공 연산의 적용 순서 결정 

구멍 가공 시, 드릴링 가공이 모두 적용된 다음 

순차 그루브 가공이 적용된다. 전체 드릴링 가공 

또는 전체 순차 그루브 가공 내에서 단위 가공 순

서는 구멍이 위치한 부위에 따라 다르다. Fig. 1을 

보면, 대상 모델은 외부/내부 원통면과 상단/하단/

측면 플랜지(top/bottom/side flange)로 구분된다. 구

멍이 어떤 부위에 위치하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구

멍의 축 방향을 이용한다. 축 방향을 원통좌표계

(cylindrical coordinate system)로 표현하면, 상단과 

하단 플랜지의 구멍 축은 z-축 방향을 향한다. 측

면 플랜지의 구멍 축은 θ-축 방향을 향하고, 원통

면에 위치한 구멍 축은 r-축 방향을 향한다. 이 때, 

구멍의 축 방향에 대한 벡터와 원통좌표계의 좌표

축 간의 내적을 통해 구멍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

지 확인할 수 있다. 각 부위 간에는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다. 

 

 

Fig. 7 Priority of hole features 

각 부위 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순서가 결정된다. 

측면 플랜지의 가공 연산은 z-좌표값을 내림차순

으로 정렬하여 순서를 정한다. 상단/하단 플랜지 

및 외부/내부 원통면의 가공 연산은 우선 z-좌표

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 같은 z-좌표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Fig. 7과 같이 –x축에서 시

작하여 반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도록 순서를 정한

다. 구멍 간의 순서를 정할 경우, 기준은 구멍 입

구의 중심이다. 따라서 구멍의 축 방향은 고려되

지 않는다. 

4.5 가공 연산의 생성 

생성해야 할 가공 연산과 순서가 결정되면 이를 

CATIA 에서 생성한다. 가공 연산 생성은 CATIA 

Automation 기능을 이용해 자동화 할 수 있다. 가

공 연산 생성 시 부위에 따라 생성 방법이 다르다. 

외부/내부 원통면에 위치한 가공 연산의 경우, 동

일한 가공 연산이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회전할 

경우 회전 패턴으로 변환한다. 반면, 플랜지의 가

공 연산은 같은 면에 위치하면서 치수가 같은 경

우에는 한 개의 순차 그루브 가공으로 처리한다. 

5. 구현 및 실험 

Fig. 8 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구현한 프

로토타입 시스템의 구조이다. 연산 생성(Operation 

generator) 모듈은 사용자를 위한 GUI 를 제공하며 

전체 시스템을 제어한다. 특징형상 인식(Feature 

recognition) 모듈은 본 연구의 핵심 모듈로 특징형

상 인식부터 가공 연산 순서 결정까지의 대부분 

과정을 처리한다. 특징형상 인식 모듈은 CATIA 로

부터 IGES 파일 형태로 CAD 모델 파일을 받는다. 

특징형상  인식은  공개용  형상모델링  커널인 

OpenCascade
(16)를 이용해 구현하였다. 특징형상 인 

 

 

Fig. 8 Architecture of the prototyp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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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Operation generator: (a) recognized features and (b) feature parameters 

 

 
Fig. 10 Experiment results: (a) machining operations and 

(b) their tool paths 

 
식 모듈의 결과는 XML 파일 형식으로 연산 생성 

모듈로 전달되고, 연산 생성 모듈은 이를 이용해 

CATIA에 가공 연산을 생성한다. 

Fig. 9 는 연산 생성 모듈의 실행 화면이다. Fig. 

9(a)는 인식된 특징형상 목록의 일부를 보여주고, 

Fig. 9(b)는 특징형상의 매개변수를 보여준다. 이로

부터 CATIA 의 가공 연산을 생성한 결과의 일부

가 Fig. 10(a)에 나와 있다. 또한 Fg. 10(b)는 가공 

연산으로부터 생성한 공구경로의 일부를 보여준다. 

Fig. 10(b)에는 여러 개의 모따기 경로가 보여지는

데, Fig. 10(a)에서는 순차 그루브 가공과 패턴 가공  

 
Fig. 11 Additional experiment results 

 

두 개의 가공 연산으로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공구경로를 생성

하는 데에는 인텔 i7 CPU 및 8GB 램을 가진 PC 에서 

약 5 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는 수작업으로 진행할 때

의 시간과 비교할 때 매우 개선된 결과이다. 

제트엔진 케이스에 대한 전체 가공 계획은 

CATIA의 CAM 모듈을 이용해 생성되며, Fig. 10(a)

와 같이 트리 형태로 표현된다. 각각의 가공 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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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생성한 

구멍 가공 연산이 다른 가공 연산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대신 가공 순서가 전체 가공 시간

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CAM 작업자가 

Fig. 10(a)의 트리에서 가공 연산의 순서를 조정하

여 제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

한 프로토타입 시스템에서는 CAM 작업자가 본인

이 원하는 위치에 생성되는 구멍 가공을 삽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Fig. 9(a)에서 ‘Operation 

삽입 위치’ 항목에서 설정할 수 있다. 

Fig. 11은 다른 제트엔진 압축기 케이스 모델에 

적용한 결과이다.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구멍 특

징형상이 잘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CAD 모델로부터 구멍 가공 부

분에 대한 CAM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 기

능을 상업용 CAD 시스템인 CATIA 의 CAM 모듈

에 통합하였다. 이를 위해 특징형상 인식 방법을 

적용하였고, 인식된 특징형상과 CATIA 의 가공 연

산을 매핑시켰다. 또한 구현 및 실험을 통해 제안

한 방법을 검증하였고, CATIA 에서 공구경로가 생

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멍 가공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

었다. 그 이유는 제트엔진 압축기 케이스의 경우 

구멍 가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고, 구멍 가공을 자동 인식하

는 방법이 다른 부위에 비해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테스트 모델만 봐도 특징형상 인

식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특히, Fig. 

10(b)의 경우 두 개의 원통 형상 사이에 슬롯 가공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는 슬롯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

상이 없기 때문에 특징형상 인식으로는 바로 인식할 

수 없다. 복잡한 모델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많이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CAM 모델 자동생성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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