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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가공을 위한 삼각 스플라인을 이용한 오프셋 곡선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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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lgorithms for computing offsets of freeform curves. The approach first divides

the original curve into several segments at the inflexion points. Based on the obtained new control poly-

gon and its offsets, quadratic trigonometric splines are constructed to approximate the offset curves.

Finally, the shape parameter value of trigonometric spline is determined to satisfy the required toler-

ance. The degree of the output curve is two, independent of the original curve’s degree. Because of the

great controllability, the proposed method can generate a completely overestimating offset curve by

adjusting the value of the shape parameter, which guarantees no overcutting in NC machining.

Furthermore, it also produces the lowest number of control points compared with other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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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프셋 곡선은 NC 가공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CAD/CAM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

이다[1]. 그러나 원래의 곡선이 유리식(rational)인 경우

유리식이 아닌 오프셋 곡선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곡선 오프셋을 하기 위해서는 근사화 기

법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Elber[2]는 기존의 오프셋 곡

선 근사화 기법을 정리하고 근사화 기법을 크게 두 가

지의 접근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조정다각

형(control polygon)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는 보간(interpolation)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

법이다. Lee[3]는 오프셋 원을 근사하여 평면 곡선을

오프셋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방법은 유리식으

로 표현되는 오프셋 곡선을 제공하지만 오프셋 곡선

의 차수가 높은 단점이 있다. Li[4]는 라그랑지 급수

근사화(Legendre series approximation)와 분할

(subdivision)을 이용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Shih[5,6]는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NURBS 가공을 위해

자유곡선이 한쪽방향으로 오프셋 된 근사 곡선을 생

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지만, 오직 자유 곡선의 볼록

다각형(convex hulls)의 크기만을 고려하여 오차를 계

산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오프셋 된 곡선의 차수는 원래 곡선의

차수에 따라 결정되었다. 오프셋 된 곡선의 차수는 원

래 곡선의 차수와 독립적이고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오프셋 오차 측정 방법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과절삭(overcut)과 같은 치명적인

에러를 유발할 수 있다. 셋째, 기존 연구는 오프셋 된

곡선의 전 구간에 걸쳐 미절삭(undercut)을 보장하지

못하는 방법이다. 즉, 일부 구간에서는 과절삭을 동반

할 수 있는데, 이는 NC 가공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유

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Han[7]에 의해 제시된 형상 매개변수

와 2차의 삼각(trigonometric) 스플라인 곡선을 이용한

새로운 오프셋 곡선 생성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보다

정확한 오프셋 오차 측정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안하는 방법은 낮은 차수의 곡선을 사용하고 국부적

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비해 적은 수

의 조정점이 사용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오프셋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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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간에 걸쳐 과절삭 영역을 방지함으로써 신뢰성이

있는 오프셋 근사 곡선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능

력은 NC 가공에서 과절삭을 방지하는데 유용하게 사

용될 수 있다.

2. 삼각 스플라인을 이용한 오프셋 

근사화

2.1 삼각 스플라인 곡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오프셋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Han[7]이 제안한 2차 삼각 스플라인 함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아래의 Fig. 1과 같이 조정

점 Q0, Q1, Q2와 매듭 벡터(knot vector) T=(0,0,0,1,

1,1)인 2차 삼각 스플라인 함수는 아래의 식 (1)과 같

이 표현된다.

 (1)

여기서 bj(t)는 T(t)의 기저 함수로서 아래의 식 (2)와

같이 표현되며

(2)

λ는 형상 매개변수(shape parameter)이다.

Fig. 1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곡선들은 형상매개변수

값의 변화에 따른 2차 삼각 스플라인 곡선의 형상들

을 나타내고 있다. λ가 증가할수록 삼각 스플라인 곡

선은 조정다각형에 가까워지고 감소할수록 멀어진

다. 이와 같이 삼각 스플라인 곡선은 국부적인 조정이

가능하고 차수가 낮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

서는 삼각 스플라인 곡선을 오프셋 곡선 근사에 사용

하고자 한다.

2.2 오프셋 근사 곡선의 생성

본 절에서는 원래의 자유 곡선 C(u)에 대해 오프셋

근사 곡선을 생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

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먼저 Fig. 2(a)와 같이 주어진 원래의 곡선 C(u)

에 대해 Fig. 2(b)와 같이 변곡점에서 분할한 뒤,

각 세그먼트를 2차의 곡선으로 나타내기 위한

새로운 조정점을 생성한다. Fig. 2(a) 곡선은 6

개의 조정점으로 된 3차 NURBS 곡선이다.

(2)앞의 단계에서 구해진 새로운 조정점의 다각형

을 Fig. 2(c)와 같이 오프셋 거리 r만큼 오프셋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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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Quadratic trigonometric splines with different

shape parameters. Fig. 2. Offset approximation curve of a NURBS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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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각 세그먼트에 대응되는 오프셋 된 조정다각형

으로 Fig. 2(d)와 같이 2차의 삼각 스플라인 곡

선을 생성한다. 이때의 형상매개변수 값을 초기

값으로 λ = −1로 둔다.

(4)구해진 최초의 삼각 스플라인 오프셋 곡선에 대

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오차량 계산식을 이용

하여 오프셋 곡선의 전 구간에 대해 주어진 오

차범위를 만족하는 형상매개변수 값을 탐색한다.

오프셋된 곡선의 오프셋 오차가 허용오차보다 클

경우 기존의 방법들은 오프셋 오차가 최대인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그먼트의 매개변수 값이

중간이 지점에서 분할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

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오프셋 오차가 최대

인 지점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오차가 발생하는

지점에 새로운 매듭을 삽입하여 곡선을 분할하고 앞

의 과정을 반복한다. 

예를 들어, Fig. 3과 같이 조정점이 P0, P1, P2인

자유 곡선에 대해 최초의 오프셋 근사 곡선이 Q0, Q1,

Q2로 생성되었지만 최대 오프셋 오차가 허용 오차보

다 클 경우, 최대 오차가 발생하는 지점(P2,0)에서 분할

하여 조정점 P0, P1,0, P2,0과 P2,0, P1,1, P2로 된 곡선

을 생성한다. 이렇게 분할된 곡선에 대해 다시 오프셋

곡선 Q0, Q1,0, Q2,0과 Q2,0, Q1,1, Q2를 구하게 된다. 

이러한 방법은 오프셋 곡선의 데이터의 크기를 감

소시키고 더욱 빠르게 오프셋 곡선을 생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프셋 오차량과 최대 오프셋 오차가 발

생하는 지점을 찾는 방법은 다음 장에서 설명된다.

3. 오프셋 오차의 측정과 오프셋 곡

선의 조정

3.1 오차 함수

기존의 오프셋 근사기법[2]에서는 식 (3)과 같이 원

래의 곡선 C(u)와 오프셋 된 곡선 에 대해 같

은 매개변수 값을 갖는 지점들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오프셋 오차를 계산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Fig. 4에 보인 바와 같이 동

일한 매개변수 값(u)에 대응되는 오프셋 곡선상의 점

가 원래 곡선상의 점 C(u)에 수직한 위치에 존

재하지 않을 경우 정확한 오프셋 오차라고 할 수 없

다. 한편, Zhao[8]가 제시한 방법은 오프셋 원을 근사

화하는 방법에서 오차 경계를 엄격하게 설정하여 오

차의 계산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래 곡선 상의 점 C(u)에서

수직인 직선과 오프셋 곡선과의 교점(T(t))까지의 거

리에서 오프셋 거리를 뺀 값 Φ(u)를 오프셋 오차로

정의하고 다음의 식 (4)와 같이 표현하였다.

 

 (4)

최대 오프셋 오차가 발생하는 지점은, 원래 곡선

의 전체 구간에 대해 일정한 간격(본 연구에서는

100개로 설정함.)으로 샘플링한 지점에서 식 (4)를

이용하여 오차량을 계산하고 이중 최대값을 갖는 위

치가 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식 (4)와 기존의 오차 계산 방

법인 식 (3)을 비교하기 위해, 실제 오프셋 곡선에 대

해 적용하였다. 즉, Fig. 5와 같이 P0(−0.785948,

0.891849), P1(−0.959881, −0.356973), P2(−0.245732,

−1.074875) 및 P2(−0.245732， −1.074875), P3(2.618484,

−3.954143), P4(0.9, −0.2)의 두 개의 세그먼트로 이

루어진 곡선에 대해 2차의 삼각 스플라인 곡선을 사

용하고 각각의 형상 매개변수 값이 0.06과 0.05인 오C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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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Knot insertion.

Fig. 4. Error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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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셋 곡선이 구해졌을 때, 식 (3)과 식 (4)의 계산 결

과를 Fig. 6에 비교하였다. Fig. 6에서 횡축은 곡선의

매개변수 값(u)을 나타내며, 종축은 구해진 오프셋 곡

선의 오차량(Φ(u))을 나타낸다. Fig. 6(a)는 첫 번째

세그먼트에 대해 식 (3)으로 계산한 오차량을 점선으

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식 (4)로 계산하였을 때의 오

차량을 실선으로 표시하였으며, Fig. 6(b)는 두 번째

세그먼트에 대한 결과이다. 또한 각 세그먼트에 대한

최대 오차량을 Table 1에 정리하였는데, 기존의 오차

계산식 (3)은 실제 오차량보다 과다하게 계산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3.2 오프셋 곡선의 조정

본 절에서는 허용 오프셋 오차를 만족하는 오프셋

근사 곡선을 생성하기 위해 형상매개변수의 값을 결

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오프셋한 세그먼트는 오차의 양상에 따라 Fig. 7과

같이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일점쇄선은

전 구간에서 원하는 오프셋 거리보다 적게 오프셋한

(underestimated) 궤적을 나타내며 이는 과절삭을 야기

할 수 있다. Fig. 7에서 실선은 원하는 오프셋 거리보

다 많게 오프셋한(overestimated) 궤적을 나타내며 이

는 미절삭으로 가공여유를 남기게 되며, 점선은 앞의

두 가지 경우가 복합된 궤적을 나타낸다. 실제로

Cobb[9]가 제안한 오프셋 곡선은 첫 번째 경우처럼 전

체적으로 적게 오프셋하여 과절삭을 야기할 수 있는

궤적이 생성된다. 보간 이론[10]에 의한 방법은 일반적

으로 과절삭 궤적과 미절삭 궤적이 혼합된 오프셋 곡

선이 생성된다. 일반적으로 오프셋 곡선은 전체적으

로 미절삭 궤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밀

링 공구의 중심이 오프셋 근사 곡선을 따라갈 때 전체

적으로 미절삭 궤적으로 된 것이 과절삭을 방지할 수

가 있기 때문이다.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오프셋 방법은 삼각 스플라인 곡선의 형상매개변수

값을 조정함으로써 오프셋 곡선이 전 구간에 걸쳐 미

절삭 궤적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먼

저 주어진 곡선에서 자기교차(self-intersection) 루프를

제거한 후, 변곡점에서 분할한 각 세그먼트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형상매개변수 λ를 계산하는 과정

을 Fig. 9에 나타내었다. 알고리즘은 형상매개변수 값

λ = −1인 오프셋 곡선에 대해 시작하고 −1 < λ < 1의

구간을 20등분하여 탐색한다. 오프셋 곡선의 전체 구

간에 대해 오프셋 오차값(Φ(u))을 계산하여 음(−)의

오차값이 계산되면 형상매개변수 값을 증가시킨다. 만

약, 전 구 간에서의 오차값이 영(0) 또는 양인 경우,

그 때의 형상매개변수 값을 λ[i]에 저장한다. 그 다음,

보다 정밀한 형상 매개변수 값이 필요한 경우, λ[i-1]

과 λ[i] 구간을 다시 10등분하여 전체 구간에서 형상

오차가 영(0) 또는 양인 경우의 형상매개변수 값을 찾

Fig. 5. Offset approximation after subdivisions.

Fig. 6. Error computation of segment C1(u) and C2(u).

Table 1. Error computation results

Segment λ Equation (3) Equation (4)

C1(u) 0.06 [0,0.0044] [0,0.0020]

C2(u) 0.05 [0,0.1081] [0,0.1061]

Fig. 7. Under and over estim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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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러한 과정을 지정하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까

지 반복하여 정확한 형상 매개변수 값을 찾는데, 본

연구에서는 허용오차(ε)의 소수점 이하 자릿수와 동

일한 자릿수를 갖는 형상매개변수 값을 찾도록 하였

다. 만약, 이렇게 찾아진 오프셋 곡선의 최대 오차량

을 계산하여 허용오차(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위치에

매듭을 삽입하여 원래의 세그먼트를 2개의 세그먼트

로 분할하고 각 세그먼트에 대해서 오프셋 곡선을 생

성한 후에 앞의 과정을 반복한다. 즉, 형상매개변수 값

으로 더 이상 오차를 줄일 수 없을 때, 최대오차가 발

생하는 지점에서 곡선을 분할하고 분할된 곡선에 대

해 다시 형상매개변수 값을 조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허용 오차를 만족할 때까지 반복한다. 최대 오차 지점

에서 곡선을 분할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허용 오차

를 만족하는 해를 찾을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적용한

Fig. 12의 곡선의 경우, 허용오차가 0.001일 때 각 세

그먼트마다 2회 분할하여 허용오차범위를 만족하는

오프셋 곡선을 찾을 수 있었다.

4. 적용 예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오프셋 곡선을 구하는 알고리

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유 곡선에 대

해 오프셋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기 위

해 Les[10]에서 제시된 Fig. 10과 같은 형상에 대해 허

용오차가 ε = 10−2인 경우에 대해 오프셋을 수행한 결

과를 보였다. Fig. 10은 원래 곡선에 대해 두 번의 분

할이 이루어진 후 오프셋 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

한 기존의 연구들[1,3,9,10,11,12]과 본 연구(Gu)의 방법으로

생성한 오프셋 곡선에 필요한 조정점의 개수를 비교

하여 Table 2에 정리하였는데, 본 연구의 방법이 훨씬

적은 개수의 조정점만으로 오프셋 곡선을 나타내고

있어 오프셋 곡선의 데이터 양의 측면에서 훨씬 우수

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Fig. 8. Shape parameter with overestimated offset.

Fig. 9. Determination of shape parameter with over-

estimated error scheme.
Fig. 10. Bezier curve example: ε = 10−2.

Table 2. Number of control points

ε Cobb
[9]

Til
[11]

Lst
[12]

Elb
[1]

M2
[3]

P&T
[10]

Gu

10
-1

10 10 7 11 22 6 5

10
-2

31 31 13 24 29 9 7

10
-3

94 97 19 74 43 15 11

10
-4

316 322 31 216 71 2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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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의 곡선은7개의 조정점 P0(−3.01619,

2.34143), P1(−3.97193, 2.20842), P2(−1.07045,

0.0722807), P3(0.319568, −2.77522), P4(−0.152767,

2.299), P5(2.92416, −0.939865), P6(2.8027, 3.02775)

으로 생성된 균일한 3차 B-spline 곡선이며, 이에 대

해 오프셋 반경이 0.5인 오프셋 곡선을 구하였다. 먼

저 Fig. 11의 변곡점에서5개의 세그먼트로 분할하고

자기교차가 발생하는 구간을 포함하면 총 7개의 세그

먼트로 분할되는데, 여기서 자기교차구간을 제외한 6

개의 세그먼트가 오프셋에 사용된다. 다음으로 오프

셋 곡선을 근사하기 위해 오프셋 된 조정다각형을 사

용하여 2차 삼각 스플라인 곡선을 생성하였으며, 그

결과 Fig. 12와 같이 ε = 10−1를 만족하는 곡선을 생

성할 수 있었다. Table 3은 기존의 연구[1,3,9,10,11,12]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조정점 개수를 비교하였

는데, 마찬가지로 본 논문의 방법이 훨씬 적은 개수의

조정점으로 오프셋 곡선을 생성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Fig. 12의 오프셋 곡선을 생성하기 위한 계산시

간은 0.181초 소요되었다(CPU: 3.40GHz Intel

Pentium D, RAM: 1.0GB).

한편, Fig. 11에서 self-intersection 구간을 찾기 위

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원래 곡선에서 오목(concave)

한 구간을 찾는다. Fig. 11의 경우 변곡점으로 분할된

다섯 개의 구간 중 두 번째와 네 번째 구간이 찾아지

고, 각 구간에 대해 Fig. 13과 같이 오프셋 된 곡선이

만나는 위치에 대응하는 원래 곡선 상의 매개변수 u1,

u2를 다음 식 (5)에 의해 찾는다.

(5)

본 연구에서 식 (5)의 해를 구하기 위해 수치적 방

법을 사용하였으며, 해가 존재하면 self-intersection이

존재하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그 때의 해 u1, u2가

self-intersection 구간의 시작과 끝점에 해당하므로 이

구간을 제외하고 오프셋을 진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삼각 스플라인을 이용한 오프

셋 곡선을 기존의 가공기에 직접 입력할 수는 없으나,

널리 알려진 보간기[13]를 사용하면 ISO규격의 CL데이

터를 생성하여 기존의 가공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를 보이기 위하여 Fig. 14와 같이 섬(island)의 형상이

존재하는 포켓 가공에 대해, 본 연구의 방법으로 생성

한 오프셋 곡선과 보간기를 사용하여 생성한 CL 데이

터와 상용CAM프로그램[14]으로 생성한 CL데이터로

가공한 경우를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하였다. 오프셋 반

경은 두 경우 모두 3 mm이고, 오프셋을 위한 최소,

최대 허용오차는 0.0, 0.3 mm이며, 가공 시뮬레이션을

위해 상용프로그램[15]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Fig.

15(a)와 같이 상용CAM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양쪽

포켓과 섬의 경계에서 최대 약 0.5 mm의 과절삭이 발

x u
1

( ) r+ cos α( )⋅ x u
2

( ) r cos β( )⋅–=

y u
1

( ) r– sin α( )⋅ y u
2

( ) r sin β( )⋅–=

α atan
u
1

d

Cd u
1

( )
-----------------  β atan

u
2

d

Cd u
2

( )
-----------------=,=

Fig. 11. Inflexion points insertion of a Cubic B-spline.

Fig. 12. Construction of offset curve with ε = 10−1.

Table 3. Number of control points

ε Cobb[9] Til[11] Lst[12] Elb[1] M2[3] P&T[10] Gu

10-1 28 25 16 19 78 19 13

10-2 73 67 48 57 92 33 19

10-3 208 202 84 174 120 56 35

10-4 637 640 138 417 176 101 67

Fig. 13. Self-intersection se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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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으나, Fig. 15(b)와 같이 본 연구의 경우 전체적

으로 과절삭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오

프셋 곡선에 대해 기존의 보간기를 사용하여 생성한

CL데이터로 가공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오프셋 곡선

의 특징과 품질을 잘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형상매개변수와 삼각 스플라인을 사

용하여 윤곽 곡선에 대해 근사 오프셋을 구하는 알고

리즘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

을 가진다. 첫째, 주어진 곡선의 전체 구간에서 미절

삭 궤적의 오프셋 곡선의 생성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공에서 과절삭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제안된 방법으로 생성한 오프셋 곡선의 차수는

원래 윤곽 곡선의 차수에 무관하게 2차의 곡선을 생

성하므로, CL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보간기를 사용

할 때 다양한 차수의 보간기가 필요 없다. 셋째, 보다

정확한 오프셋 오차 계산식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함

으로써 제안한 방법으로 생성되는 오프셋 곡선이 보

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장점을 가진다. 넷째, 제

안한 오프셋 곡선 생성 방법은 기존의 다른 방법들에

비해 가장 적은 개수의 조정점으로 오프셋 곡선을 생

성하므로,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1. Elber, G. and Cohen, E., “Error Bounded Variable

Distance Offset Operator for Free Curves and Sur-

faces”, Computational Geometry and Applications,

Vol. 1, pp. 67-78, 1991.

2. Elber, G., Lee, I. K. and Kim, M. S., “Comparing

Offset Curve Approximation Method”, Computer

Graphics and Application, Vol. 17, pp. 62-71, 1997.

3. Lee, I. K., Kim, M. S., and Elber, G., “Planar curve

offset based on circle approximation”, Computer

Aided Design, Vol. 28, pp. 617-630, 1996.

4. Li, Y. M. and Hsu, V., “Curve Offsetting Based on

Legendre Series”, Computer Aided Geometric

Design, Vol. 15, pp. 711-720, 1998.

Fig. 14. Example of a pocket with an island. 

Fig. 15. Comparision of machining simulation.



한국CAD／CAM학회 논문집 제15권 제4호 2010년 8월

260 고구용, 윤재득, 정융호

5. Shih, J. L. and Chuang, S. H., “One-sided Offset

Approximation of Freeform Curves for Interference-

free NURBS Machining”, Computer Aided Design,

Vol. 40, pp. 931-937, 2008.

6. Shih, J. L. and Chuang, S. H., “NURBS Output

Based Tool Path Generation for Freeform Pockets”,

Advanced Manufacturing Technology, Vol. 29, pp.

714-721, 2006.

7. Han, X., “Quadratic Trigonometric Polynomial

Curves with a Shape Parameter”, Computer Aided

Geometric Design, Vol. 19, pp. 503-512, 2002.

8. Zhao, H. Y. and Wang, G. J., “Error Analysis of

Reparametrization Based Approaches for Curve Off-

setting”, Computer Aided Design, Vol. 39, pp. 142-

148, 2007.

9. Cobb, B., “Design of Sculptured Surfaces Using

the B-spline Representation”, PhD Thesis University

of Utah, Computer Science Department, 1984.

10. Piegl, L. and Tiller, W., “Computing Offsets of

NURBS Curves and Surfaces”, Computer Aided

Design, Vol. 31, pp. 147-156, 1999.

11. Tiller, W. and Hanson, E., “Offsets of Two Dimen-

sional Profiles”, Computer Graphics and Applica-

tions, Vol. 4, pp. 36-46, 1984.

12. Hoschek, J. and Wissel, N., “Optimal Approximate

Conversion of Spline Curves and Spline Approxi-

mation of Offset Curves”, Computer Aided Design,

Vol. 20, pp. 475-483, 1988.

13. Yau, H. T. and Lin, M. T., “Real-time NURBS

Interpolation Using FPGA for High Speed Motion

Control”, Computer Aided Design, Vol. 38, pp. 1123-

1133, 2006.

14. NX 5, http:// www.plm.automation.siemens.com

15. Vericut 5.2, http://www.cgtech.com

고 구 용

2008년 중국동남대학교 기계공학부 학사

2008년~현재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석사과정

관심분야: NC machining, CAD/CAM

 

윤 재 득

2007년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학사

2009년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석사

2009년~현재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박사과정

관심분야: 5-axis high-speed machining,
Computational Geometry

 

정 융 호

1983년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1990년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 석사

1993년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 박사

1993년~1996년 삼성항공(주) 수석연구원

1996년~현재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Geometric Modeling, 5-axis
High-speed Machining, Assembly

Modeling, Mesh gene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