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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서 론서 론서 론1.

최근들어누구나자신이원하는모델을직접디자인하고제품

화시키려는욕구가높아지고있다 이런사용자의욕구를충족시.

켜주는것이 장비이다 현재보편화된 장RP(Rapid Prototyping) . RP

비는사용자가직접만든 파일을 파일로변환하여 장비prt STL RP

로보내어가공하는공정으로이루어지는데변환되어지는과정에

서 파일을여러장의 파일혹은 파일로변환하게된다prt bmp jpg .

이렇게변환된데이터가모여져 파일을형성하게되는데 이STL ,

런이미지데이터층이쌓여져볼륨을가진 제품이완성되는3D

것이다 이과정에서이미지데이터의손실이발생하게되는데 본. ,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미지의 손실여부를 과image processing

을이용하여이미지의누락여부와형성된이미지의정확성VRML

여부를평가하는데 그목적이있다, .

본 론본 론본 론본 론2.

외곽선검출외곽선검출외곽선검출외곽선검출2.1

데이터의산출과정에서우리는흑백의 또는 이미STL jpg bmp

지를얻는다 여러장으로구성된이이미지가겹쳐져야만 형상. 3D

의구현이가능하게된다 구현을위해서는일단이흑백의이미지.

에서흑색부분을제외한하얀색부분의외곽선을검출하여야한

다.

먼저잘라낸단면의폐곡선을추출한후폐곡선들을다각형으

로근사시킨다.

이미지이미지이미지이미지Fig. 1 3D

우선 을통해 를추출해낸다 추출image processing Edge . Edge

방법에는 차미분법을이용한 추출법 영역필터에의한1 Edge , Edge

추출법 소벨마스크 추출법 프리윗 추출법 프레이첸, Edge , Edge ,

추출법 스터캐스틱 추출법 로버츠 추출법등이Edge , Edge , Edge

있다.

본연구에서는밝기변화에민감한소벨마스크 추출법을Edge

통해 를추출한다Edge .

여러장의이미지로나누어진 파일여러장의이미지로나누어진 파일여러장의이미지로나누어진 파일여러장의이미지로나누어진 파일Fig. 2 prt

수직마스크 수평마스크
소벨마스크의계수층소벨마스크의계수층소벨마스크의계수층소벨마스크의계수층Fig. 3

을이용하여흑과백의차이를 로나타낼수image processing Edge

있다.

추출결과추출결과추출결과추출결과Fig. 4 Edge

이미지데이터의 형성이미지데이터의 형성이미지데이터의 형성이미지데이터의 형성2.2 3D

다층구조의 이미지를 로만드는것은지금까지많은연구2D 3D

를통해대부분밝혀져있다 대표적인방법으로는이미만들어진.

를다각형으로만들어이미지를겹친후 그주변을삼각형2D Edge ,

폴리곤으로감싸는것으로 그방법으로는크게, Correspondence,

의 개의분Single Branching, Multiple Branching, Surface Branching 4

야로나누어져연구되어왔다 본연구에서는 가지방법중 가지. 4 3

방법 으로(Correspondence,SingleBranching,Multple Branching) 3D

형상을구현하는데중점을두었다.

를이용한쾌속조형물제작공정의정확성평가를이용한쾌속조형물제작공정의정확성평가를이용한쾌속조형물제작공정의정확성평가를이용한쾌속조형물제작공정의정확성평가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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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함수에서와같이서로다른층에있는다각형Correspondence

이 어느 다각형에 연결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Single

은결정된다각형의주변을삼각형으로감싸는것을말Branching

한다 은인접한두개의단면중에서한쪽단면. Multiple Branching

에있는여러개의다각형과다른쪽단면에있는여러개의다각형

을연결하는것을말한다 단면의연결방법은아래와같이 가지. 3

종류로나눌수있다.

one to one one to many many to many

단면의연결방법단면의연결방법단면의연결방법단면의연결방법Fig. 5

앞에서말한바와같이단면은삼각형모양의폴리곤으로연결

이되게되는데만들어진 다각형을일정한점으로나누어서처2D

음점을시작으로시계방향으로돌아가면서점의위치를찾게된

다 그내부를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

단면형상단면형상단면형상단면형상Fig. 6

좌표와 좌표의비교좌표와 좌표의비교좌표와 좌표의비교좌표와 좌표의비교2.3 STL prt

이렇게만들어진 형상을 의파일형식인 로저장3D VRML *.wrl

하여저장된데이터형식을텍스트형식의좌표로변환한다.

각점의데이터를얻는과정각점의데이터를얻는과정각점의데이터를얻는과정각점의데이터를얻는과정Fig. 7

결 론결 론결 론결 론3.

가공에서 데이터를이미지로변환하면수십장의이미RP STL

지가생성되게되는데이런이미지들이빠짐없이모두들어갔는

지확인하려면각각의이미지를모두확인하여야한다 하지만이.

들의이미지는너무많고적층간격이작아서확인이매우어렵다.

또한크기가큰조형물은 조형의평면범위를벗어나는경우RP

가생길수도있으며 사용자는모두확인하는절차가힘들어이를,

무시하고가공을하는경우가많다.

본연구를통하여서가공전이미지의누락 손실을검사하는,

것이가능해지며변환과정에서의오류를잡아내어 가공의정RP

확성을평가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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