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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mall marine propeller is generally machined by 5-axis machining. This paper suggests a method to 
create geometric model from point array data and 4-axis machining NC data for propeller. With con
ventional method, the setting posture should be changed, because propeller has front and back surface 
of wing. The change of setting posture has a bad influence on precision of propeller. So this paper pro
poses a method to machine propeller by single setup for 4-axis machining. The cutter moves to parallel 
direction of the XY plane. To determine the cutter orientation efficiently, the 'tilting guiding line' is pro
posed. A proposed algorithm is written in C language and successfully applied to the 5-axis nulling 
machine of industri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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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L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축 가공은 기계의 자유도가 5인 NC 기계를 이용하 

여 가공하는더】, 일반적인 3축 가공으로 가공이 불가능 

하거나, 작업물의 셋팅 자세를 불가피하게 여러 번 바 

꾸어 주어야 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또 3축 가공 

에 비해 가공성이 좋아 면 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반면에 고가의 기계를 필요로 하고, 기구학적 강성의 

문제, 간섭 제거된 가공 데이터 산출이 어렵다는 단점 

들이 있다. 최근 들어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문제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제품 수명주기 단축으로 인한 가 

공시간 단축의 요구에 따라 5축 가공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5축 가공 기술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 

로는 자동차의 타이어 금형, 터빈 블레이드, 선박용 프 

로펠러 등이 있다.

기존에는 수작업에 의하여 프로펠러를 가공하였다. 

먼저 모방가공(copy milling)을 통하여 대략적인 형상 

을 가공한 후에 가공해야 할 깊이를 드릴링(drilling)에 

의해 표시한다. 그런 후 수작업으로 표시된 가공 점 

까지 가공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프로펠러 

의 형상이 수작업이 어려운 형상(곡면이 움푹 들어간 

형상, 날개의 안쪽 공간이 비좁은 형상)에 대한 가공 

요구가 많아지고, 프로펠러 수요증가에 따라 가공시 

간을 단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런 기존의 가공 방법을 개선한 NC가공을 수행하게 되 

었다.

1.2 관련된 기존 연구

기존에 NC 가공 데이터의 생성에 관한 연구而와 생 

성된 가공 데이터의 검증에 관한 연구 등이 많이 이루 

어졌는데 실제로는 가공 데이터의 생성 과정에서 간섭 

을 고려한 가공 데이터 산출을 위해서 가공데이터 검 

증을 위한 알고리즘의 적용이 필요하다.

5축 가공 경로에 관한 연구로는 자유곡면의 5축 NC 
데이터 생성에서 주로 간섭제거와 가공부하의 조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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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간섭의 확 

인에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가공데이터 

는 매개변수 곡면을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이루어졌 

으며团, 최근 다면체 모델을 이용한 방법들도 제시되고 

있다叫 가공물의 형상특징에 의존적이지 않고 일반적 

인 형상에 대한 5축 가공을 위한 방법이 제시된 바 있 

다. 이것은 다면체 모델로부터 그래픽 카드를 이용하여 

가공면에 대한 공구의 접근 각도의 범위인 VisibiUty 
Cone을 생성하고 나서 가공경로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간섭제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口

타이어터빈 블레이드口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프 

로펠러 형상은 플랫 엔드 밀을 사용하여 대형 프로펠 

러의 커습(Cusp)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된 

바 있다叫

1.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프로펠러의 전체적 인 가공 순서는 Fig. 1과 같다.

곡면 모델을 입력 받아 알루미늄 피삭제(raw stock) 
로부터 윤곽가공을 수행한다 프로펠러 앞면에 대하여 

3축 황삭, 중삭 가공을 수행하고 셋팅 자세를 바꾸어서 

뒷면에 대하여 3축 황삭, 중삭 가공을 수행한다.

그러면 (e)와 같이 날개가 겹치는 언더컷 부분과 전 

체형상에 대한 가공여유가 남는다. 이 형상에 대하여 

4축 가공을 수행하여 최종 프로펠러 형상을 완성한다. 

본 논문에서는 점렬 데이터로부터 곡면모델을 생성하 

고, 이 모델을 이용한 효율적 인 프로펠러 가공 방법을 

제시한다. 전체적인 흐름은 Fig. 2와 같다. 곡면 모델을 

다면체 모델로 근사 시키며, 공구 축 결정을 쉽도록 하 

기위해 틸팅을 위한 보조 곡선을 생성하여 간섭제거를 

수행하고 있다.

Fig. 1. The procedure of propeller machining, (a) surface 
modeling (b) contour machining (c) 3-axis rough 
machining(front) (d) 3-axis finish machining(front) 
(e)3-axis rough, finish machining (back), (f) 4-axis 
machining.

Fig. 2. Practical step of proposed propeller machining 
system.

2. 프로펠러의 4축 가공

2.1 프로펠러 형상 륵징에 따룐 가공 경로 계획

프로펠러는 일반적인 5축 가공물과 다르게 고려해 

주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프로펠러는 앞, 뒷면 가공을 수행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5축 가공을 하더라도 앞뒤 셋팅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황삭 가공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되지만 

1/100 mm 오차한계를 허용하는 정삭에서는 셋 팅 자세 

수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차가 가공물의 정밀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둘째, 앞, 뒷면을 가공하므로 가공 

테이블에 고정할 수 있는 면이 중앙의 허브 부분 밖에 

없다. 따라서 작업물의 고정상태가 불안정하다. 한쪽 

방향으로만 가공하면 셋팅 자세에 회전이 발생하여 날 

개의 전체적인 밸런스(balance)가 맞지 않게 된다. 이 

것은 회전체에 진동을 유발시켜 선박의 출력을 저하시 

킨다. 셋째 , 프로펠러의 정삭 가공 시 날개 바깥쪽으로 

갈수록 날개의 두께가 얇아지므로 가공압력에 의해 날 

개가 밀리게 된다.

이러한 형상 특징을 고려해서 제안된 가공경로는 지 

그재그(zigzag)식이고 날개의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 

로 가공해 간다. 그리고 셋팅 자세를 수정하지 않고 가 

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법은 공구가 XY평면에 

서 접근하도록 하는 4축 가공에 의한 방법이다. Fig. 
14의 기계구조를 참조하면 이해가 쉬운데, 프로펠러가 

틸팅 테이블에 고정되는 면(A축)을 90도 회전하여 고 

정한 후 측면에서 다른 회전축(C축)을 회전하여 4축(X, 
Y, Z, C)이 동시 제어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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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펠러 곡면 모델 생성

3.1 날개(Wing)곡면 생성

3.1.1 날개의 앞 뒤 곡면 생성

다양한 역학적 실험을 거쳐 선박에 사용될 프로펠러 

날개의 개수와 형상을 결정하고 점렬 형식의 형상 데 

이터를 산출한다. 이것은 적절한 스케일로 축소되어 허 

브와 날개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날개의 데이터는 허브 중심으로부터 동심원상에 존 

재하는 점렬이다. 각 점렬은 동심원의 반지름(r)에 대 

하여, 점렬의 각도(Angle), 위날개(Face), 두께(Thick), 
아래날개(Back)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x = rsin0 
y = rcos0 
Z/ = b + c 

& =c

단, “ 점렬이 얻어진 동심원의 반지름

6 : 점이 Y축과 이루는 각도

a: 피삭제 아래면으로부터의 높이 

方 : 피삭제 윗면으로부터의 높이 

c: 날개의 두께

Zf： 위 날개의 값

zb: 아래 날개의 Z값

이런 방법으로 각 샘플링 된 동심원의 점렬에 대하여 

3차원 공간상의 점을 얻어낸다. 이 점렬들은 각도를 

기준으로 분할한 점이기 때문에 각 점렬들의 점의 수 

가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생성하고자 하는 곡면의 u, 
V 방향으로 점렬 간의 점의 수가 같고, 점렬의 각 점 

간의 거리도 균등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런 후에 3X 

3차 복합 베지어 곡면을 만들어 준다机

〈날개 곡면 생성 순서〉

Step 1. 점렬 데이터를 읽어 들인다.

Fig. 4. Created wing surface of propeller.

Step 2. 동심원 상의 모든 점렬에 대하여 3차원 상의 

점렬을 계산한다.

Step 3. 각 동심원 상의 점렬에 일정한 개수의 점렬 

을 등 간격으로 삽입한다.

Step 4. 점렬을 이용하여 베지어 곡면 R(u, V)를 생 

성한다.

3.1.2 날개의 가장자리 곡면 형성

일정한 각도 간격으로 산출된 점렬 데이터는 날개의 

최외각 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날개의 

반지름과 최외각 각도 정보가 주어져 있다. 이 부분의 

모델링을 위해 Fig. 5와 같이 위 날개의 점(F。, F])과 

아래날개의 점 (B。, BD 그리고 날개 가장자리 최외각 

각도의 정보(。)를 이용하여 최외각 점(E)을 만든다. 그 

런 후 세 점 (F。, 或, E)을 모든 동심원의 샘플링 점에 

대하여 구하여 둥그런 형상의 곡면을 추가한다.

〈날개 가장자리 곡면 생성 순서〉

Step 1. 위 날개, 아래날개의 가장자리 두 점을 F。, Bo 

를 얻는다.

Step 2. 최외각 각도를 이용하여 최외각 점 E를 구한다.

Fig. 3・ Input data of propeller 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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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세 점(F。, Bo, E)를 이용하여 둥그런 곡선을 형 

성하고 곡선상의 점들을 n개 구한다.

Step 4. 모든 동심원상의 점렬에 대하여 단계 1, 2, 3 

을 반복하여 점렬(pt[i][jD를 얻는다.

Step 5. 점렬(pt[i][j])을 이용하여 베지어 곡면 R(u, V) 
를 생성한다.

3.2 허브(Hub)곡면 생성

허브 입력정보는 높이에 따른 반지름 값이 주어지는 

데 이것으로부터 단면곡선을 만들고 360도 회전된 곡 

면을 만들어 허브 측면 곡면을 만든다.

허브의 위쪽과 아래쪽을 덮는 곡면은 반지름보다 큰 

평면(Plane)을 만들고 원의 크기만큼 잘라내는 트림곡 

면(Trimmed Surface)을 사용하였다.

형성된 프로펠러 전체 곡면은 날개와 허브로 구성 

된다. 날개부분은 앞, 뒤 날개(2개)와 가장자리부분의 

날개(3개), 허브는 상, 하 측면 곡면(3개)로 이루어져 

있다.

4. 공구 중심 경로 생성

4.1 가공 경로 생성

곡면을 근사 시킨 삼각형은 세 정점과 법선벡터로 

구성된다邱. 공구는 볼 엔드 밀을 사용하므로 가공 경 

로는 삼각형을 법선 벡터방향으로 공구 반경만큼 옵셋 

한 후, 생성하고자 하는 가공의 종류에 따라 정의된 가 

공평면과의 단면을 구한다. 그런 후 공구 축 방향을 결 

정해 준다.

4.1.1 날개(Wing) 가공 경로 생성

날개 경로는 Fig. 6과 같이 옵셋된 삼각망과 원통 

과의 교점을 구하여 정렬한다. 그런데 옵셋 삼각형과 

의 교점을 구할 때 날개 가장자리부분은 Fig. 7과 같 

이 삼각형이 커지므로 옵셋된 점 사이에 점을 추가한 

다. 방법은 허용오차를 만족하도록 추가 할 점의 수

Fig. 7. Ibol path creation of offset triangle.

(")를 구한다. 그런 후 두 점(如, q»과 법선벡터(%, 

”2)를 점의 수만큼 선형 보간하고 옵셋 반경 (r)만큼 옵 

셋 한다.

n=Qgap/Q divide (5)

板诙 = 2cos (1듸 (6)

단, n : 추가하는 점의 수

r: 옵셋 반경

£： 허용 오차

膈，법선 벡터 %, 如의 각도차

。如*  : 허용 오차를 만족하도록 분할할 각도

옵셋된 삼각망과 원통의 교선은 위,아래 곡면에서 각 

각 1개, 가장자리 곡면에서 2개로 전체 4개가 된다. 이 

4개의 곡선을 하나로 연결해야 하는데, Fig. 8과 같이 

두 가지의 경우가 발생한다. 이웃 하는 곡면의 경로가 

겹칠 때는 각 점렬을 이루는 선분에 대하여 경계 박스 

(boundary box)를 검사하여 교차하는 선분을 찾아 교 

점을 구해 연결한다. 겹치지 않는 경우는 가공경로의 

점(p)과 법선 벡터(n), 공구반경(r)을 이용하여 연결할 

점을 추가하여 준다. 이렇게 하여 둥그런 모양의 연결 

된 공구 중심 경로를 구하고, Z축 최대, 최소점을 기준 

으로 경로를 분리한다.

Fig. 6. Ibol path of wing(intersection of cylinder). Fig. 8. Connection of wing tool path.

한국CAD/CAM학회 논문집 제 7 권 제 4 호 2002년 12월



258 이재현, 이철수

〈날개의 가공 경로 산출 순서〉

〈원통과 날개 곡면들과의 교선을 구한다〉

Step 1. 삼각형을 공구 반경만큼 각 정점의 법선 방향 

으로 옵셋한다.

Step 2. 최소반지름을 갖는 허브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식을 구한다.

여】) 원의 방정식 표현

■心,y) = x2+y2-，2=0

Step 3. 삼각형의 세 점 R, P2, P3 중에서 두 점을 선 

택하여 교점 존재 여부를 파악한다.

여〕) 임의의 두 점 R, P2에 대하여 XY평면으 

로 투영된 점에 대하여 >',) 项由, 无)<0이 

면 교점이 존재한다.

Step 4. 3차원상의 두 교점(ip” ip,과 법선 벡터(皿, 

电)를 구하여 저장한다.

Step 5. 날개 부위의 모든 삼각형에 대하여 Step 2, 3, 

4를 반복한다.

Step 6. 배열에 저장된 선분을 정렬한다.

〈 날개곡면의 간섭제거〉

Step 7. 이웃 하는 날개곡면의 경로를 둥그렇게 연결한 

다.

Step 8. 앞날개와 뒷날개 의 공구경로를 분리한다.

4.1.2 허브(Wing) 가공 경로 생성

이웃 하는 날개와 허브의 옵셋된 삼각형들의 교선을 

구하여 허브 가공 영역의 한계를 결정하는 곡선을 만 

든다. 그런 후 이 곡선 한계내의 허브경로를 생성하여 

연결한다.

〈허브 경로 산출 순서〉

Step 1. 옵셋된 허브와 앞 뒤 날개의 삼각형들의 교점 

을 구하고 정 렬한다(CVm, CVQ.

Step 2. 두 교선 (CVm, CV*) 의 끝 부분을 탄젠트 방향

으로 확장한다.

Step 3. 허브의 높이(Z값)별 반지름(r)을 구한다.

Step 4. 각 피 치 (Z값)의 경로에 대하여 아크(Arc) 정 보 

(반지름(r) 각도 범위街顽, &吋))를 구한다.

Step 5. 아크를 분할하여 점 렬로 만들어 지그재그식으 

로 연결한다.

Step 6. 날개와 간섭 제거를 수행한다.

5. 공구의 축 벡터 결정

5.1 틸팅 가이드 곡선에 의한 축 벡터 결정

일반적으로 5축 가공에서 공구 자세를 결정하는 과 

정은 다음과 같다g.(1)가시면 결정 (Visibility Com
putation): 가공물의 임의의 가공점에 대한 접근가능영 

역을 구한다. 5축인 경우는 그 영역이 Cone의 형태가 

되고 4축인 경우는 Arc의 형태가 된다用.(2)공구 자 

세 정의(Tool Posture Definition): 가시영역의 중간의 

벡터를 축 벡터의 초기값으로 정하고 공구의 몸체에 

대한 간섭 발생시 공구 축을 수정한다. (3)경로 연결 

(Path Interpolation)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런 방법은 일 

반적인 경우를 위한 것으로 프로펠러에 적용하면 Fig. 

10과 같다. 그런데 공구의 접근 가능 각도(visible arc) 
를 구하고 공구 몸체의 간섭제거에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

프로펠러 형상특징을 고려한 방법으로 날개의 삼각 

형을 공구 반경 만큼 옵셋 한 뒤, 공구경로의 임의의 

점에서 XY평면에 평행한 단면 프로파일을 만든 후 공 

구 접근 가능 각도를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구 몸체 

에 대한 간섭 제거와 이웃하는 피치의 경로와 각도 변 

화를 부드럽게 해주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프로펠러의 날개 형상 특징을 

고려하여 간편하게 공구 축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 

다. Fig. 11과 같이, 이웃하는 두 날개의 중간에 존재

Fig. 9. Created path of 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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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reation of tilting guide line.

하는 틸팅 보초 곡선을 생성한다. 그리고 이 보조 곡선 

들 중에서 일정한 거리（（U心）만큼 떨어져 있는 곡선을 

선택하여 공구 축의 방향을 결정한다.

볼 엔드 밀로 가공할 때 면 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구 축 각도 변화가 부드러워야 한다. 원통과의 각 단 

면경로 및 이웃 단면과의 부드러운 연결을 하는 문제 

인데 틸팅 보조 곡선이 부드럽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5.1.1 틸 팅 가이 드 곡선 구하기

같은 동심원상의 앞 뒤 날개 공구 경로를 선택하여 

Fig. 11과 같이 이웃 하는 두 날개의 같은 높이의 점을 

얻는다. 이 점들을 연결하고 확장하여 틸팅 보조 곡선 

을 만든다. Fig. 12는 실제 모델에서 구해진 틸팅 보조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5丄2 틸팅 옵셋 거리 구하기

공구 축 벡터를 구하기 위해 동심원의 각 경로에 대

Fig. 13. Determination of tilting offset distance.

하여 참조할 틸팅 곡선과의 거리를 구해야 한다. 날개 

의 가장 안쪽 경로에 대하여 구한 거리 값을 다른 모 

든 경로에 적용하면 된다.

초기 거리 값에 의해 구한 틸팅 곡선을 이용하여 축 

벡터를 구하고 공구의 몸체에 대한 간섭 제거를 한다. 

방법은 공구 경로의 점과 같은 높이에 존재하는 틸팅 

보조 곡선의 점을 연결하여 축 벡터（V）를 결정하고, 이 

벡터（V）와 곡면의 점과의 거리（d＞를 구하여 간섭여부를 

검사한다. 간섭이 없을 때까지 다음 틸팅 보조 곡선을 

선택하여 동일한 간섭 제거를 하고, 간섭이 없으면 공 

구 경로와 틸팅 보조 곡선과의 거리를 틸팅 옵셋 거리 

로 정한다. Fig. 13은 틸팅 옵셋 거리를 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5.1.3 각 공구 경로의 축 벡터 결정하기

모든 경로에 대하여 틸팅 보조 곡선을 이용하여 축 

벡터를 결정할 수 있다.

각 동심원의 공구 경로에 대하여 틸팅 옵셋 거리 만 

큼 떨어진 틸팅 보조 곡선을 선택 한 후 두 곡선의 같 

은 높이의 점을 연결하여 축 벡터를 결정한다.

Fig. 12. An example of tilting guide line.

6. 포스트 프로세싱

가공 위치와 공구 축 벡터의 방향이 결정되면 5축 

기계의 기구적 구조에 적절한 NC 데이터를 구해야 한 

다. 본 논문에서 프로펠러 가공에 적용한 5축 기계는 

Fig. 14와 같은 기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선형 이 

동하는 X, Y, Z축에 작업물（프로펠러）을 회전하는 A축 

과 C축의 테이블을 결합한 구조로 되어 있다.

5축 NC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점을 나 

타내는 CL 데이터에는 공구의 가공위치를 나타내는 

점 P（PX, Py, 巴）와 공구 축의 벡터를 나타내는 A（AX, 
Ay, Az）가 필요하다. P와 A에 의하여 기계의 움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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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5-axis machine for propeller.

나타내는 테이블의 틸팅（A-축）과 회전（C-축）을 나타내 

는 （a, c）를 구한다. 이 기계를 이용하였을 때 NC 기 

계에 지령하여야 할 좌표 값과 회전 값을 구하는,역기 

구학 식은 다음과 같다.

c=rtan 修) (7)

(8)2 顷

(c) (d)

Fig. 15. 4-axis CL data (a) rough machining of undercut (b) 
front wing finish machining (c) ack wing finish 
machining (d) hub finish machining.

(无，y,乙 1) = (Px, Py, 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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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용 예

Fig. 15는 6개 날개 중 한 개 날개의 가공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는 한 개의 가공 데이터를 6개로 

회전 복사하여 가공 데이터가 산출된다. 이웃 날개를 

가공할 때 공구의 접근과 빠짐의 문제도 고려되어 있 

다. Fig. 16은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단일 셋팅에 의 

해 가공된 모습이다.

8.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점렬 데이터로부터 소실된 부분을 복 

원하여 프로펠러 날개와 허브 형상 모델링을 하였다. 

생성된 곡면 모델은 다면체 모델로 근사시켜 사용하 

였다.

프로펠러의 형상 특징을 고려하여 가공오차를 최소

Fig. 16. Machined propeller by proposed method.

화 할 수 있는 가공 경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단일 셋 

업 자세에 의하여 가공하는 방법인데, 공구 축이 XY 

평면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4축 가공에 의한 방법이다. 

경로 연결은 지그재그식이며 날개 밖에서부터 안쪽으 

로 진행되도록 하여 프로펠러의 셋팅 위치의 틀어짐이 

나 가공압력으로 인한 오차를 줄였다.

공구 축 벡터의 결정은 이웃하는 날개의 중간에 존 

재하는 보조 곡선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간섭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NC기계에 적용하기 위한 역기구 

학 식을 제안하였으며 실제 가공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프로펠러 형상 특징에 의 

존적인 가공방법으로 간섭 제거가 신속하고 높은 가공 

정밀도를 보장하여 현장에서의 실제 가공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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