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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Z-map 과 일반적인 octree 기법은 상업적 CAM 소프트

웨어와 3D 모델링 시스템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1, 2, 3, 4]. 그러나 이 방법들을 이용해 높은 정밀도를 얻으

려면, 과도하게 높은 메모리 소요와 긴 계산시간을 감수해

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절삭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advanced octree algorithm 을 적용하였다. Visual C++ 과 
OpenGL 을 이용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모습은 Fig 1 에 
나타나 있다. advanced octree algorithm 를 이용해 개발된 소
프트웨어는 계산 속도와 메모리 소요를 줄이면서, 높은 정
밀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1 The developed software for cutting simulation using 
advanced octree algorithm    

2.  Advanced Octree Model  
2.1 Advanced Octree Model  
3 차원 물체를 octree 기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육면체

를 octant 로 재귀적으로 분할하는 것에 기초한다. Fig 2 는 
octree algorithm 의 표현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octree 의 각 
입자는 다음의 세 가지 상태으로 나뉜다: Full(꽉 참), 
Empty(비어있음), Partial (부분적으로 참). 각각의 octant 는 
octant 가 물체로 완전히 차 있으면, Full 이고. 물체 밖에 있
으면, Empty 이다. 그리고 octant 가 부분적으로 물체를 포함

하고 있으면, Partial 이다. Octant 가 Partial 일 경우에는 다시 
한번 분할을 하게 된다. octant 의 분할은 octant 가 Full 이 
되거나 octant 의 크기가 limit cubic size 크기 가 될 때까지 
계속된다. 본 논문에서는 절삭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supersampling algorithm 을 적용하였다. oversampling 으로 인
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계산을 줄이기 위해, 절삭 공구의 
경계와 만나는 부분에서만 supersampling 을 진행 하게 된다 
[5]. 이 기술은 C++ 과 OpenGL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구현

하였다. Advanced octree algorithm 을 이용한 절삭 시뮬레이션

은 Fig 3 에 나타나있다 
 

 
 
 
 
 
 
 
 
 
 
 
 

 
 
 

Fig 2 Octree representation   
 
 
 
 
 
 
 
 
 
 
 
 

 
 

Fig 3 Cutting simulation with advanced octree algorithm.  
2.2 절삭 시뮬레이션을 위한 최적의 정밀도 

Advanced octree algorithm을 이용한 절삭 시뮬레이션

에서, 반복적인 분할은 octant가 물체로 완전히 차거

나(Full), octant의 크기가 limit cubic size와 같아지면 멈
춰지기 때문에 계산 시간과 절삭 공정의 시각화는 
limit cubic size에 따라 달라진다. limit cubic size가 크면 
시뮬레이션 속도는 빨라지고, 단위 길이당 소재 제거

율(MRR)의 계산시 오류의 크기는 커지고, 시뮬레이

션 모습도 안 좋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limit 
cubic size가 작으면 MRR의 계산 오류는 작아지지만 
시뮬레이션 시간은 길어지게 된다. Fig 4는 limit cubic 
size 변화에 따른 절삭 시뮬레이션의 효과를 나타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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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ubic size 0.5 mm       (b) Cubic size 0.1 mm 

Fig 4 Cutting simulation with difference limit cubic size 

최적의 limit cubic size를 찾기 위해서, Φ 6 mm의 엔
드밀을 다양한 조건에서 절삭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

다. Table 1은 다양한 limit cubic size와 0.5, 1, 2 mm의 
radial depth에서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다. 
절삭 시뮬레이션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는 적절한 오류와 계산시간을 만족하는 최적의 limit 
cubic size가 필요하다.  

본 소프트웨어는 회귀 모델링 기술과 통계적 실험 
계획을 포함하는 반응 표면 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을 사용하여 MRR의 계산 시간과 계산 
오류, limit cubic size 사이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응
답 오류(E)와 다양한 limit cubic size(x), 그리고 시뮬레

이션 시간(t) 사이의 근사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통계

적 모델링을 적용하였다. 

1차 모델에 의한 근사 오류: 

t.xtxE 12210 α+α+α+α=         

제안된 방법과 table 1 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근사 계수를 구하였다. 

0α = 4.31882;  1α = 4.25783; 

2α = 0.000197;     12α  = -0.00218 
 

Table 1 Simulation results with various limit cubic sizes  
Radial depth 

(mm) 
x 

(mm) 
t 

 (ms) 
E 

 (%) 
0.1 147156 1.2 
0.3 5968 1.2 
0.5 1125 1.9 
1 281 2.5 
2 78 7.5 
4 15 10 

 
 
 
2 

6 15 29.9 
0.1 72563 1.5 
0.3 4547 2.6 
0.5 984 2.4 
1 250 7.5 
2 64 10 

 
 
 
1  

4 32 30 
0.1 157291 2.5 
0.3 8562 2.8 
0.5 1890 7.6 
1 469 10.4 

 
 

0.5  

1.5 93 29.6 
 

적절한 시뮬레이션 시간에서 8% 보다 적은 수치의 
오류(E) 값을 얻기 위해서는, 1mm ~ 0.3 mm 의 limit 
cubic size(x)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적용  

소프트웨어는 복잡한 3D 모델의 황삭, 정삭 공정의 절

삭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연구 결과, 황
삭 공구로 Φ 8 mm 의 평 엔드밀이 사용되고, 정삭 공구로 
Φ 6 mm 의 볼 엔드밀이 사용될 때, limit cubic size 는 1 ~ 0.3 
mm 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Fig 5 는 개발된 소프트

웨어를 이용한 절삭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Fig 
6 는 advanced octree 모델을 이용한 재료제거율(MRV)의 예
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5 Cutting simulation result of 3D complex model  

  

 

 

 
 
 

 

  
Fig 6 MRV(mm3) prediction results.   

 
4. 결론  

Advanced octree algorithm 을 이용해 효과적인 절삭 시뮬

레이션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이 algorithm
은 절삭 시뮬레이션에서 높은 정밀도와 빠른 계산 속도 그
리고 적은 메모리 소요 모두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
법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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