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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어떤 물질을 원하는 도형의 형상으로 잘라내는 가공에 레이저가 

많이 이용된다. 이러한 레이저 가공 장비는 고속, 정밀 움직임이 가

능하지만 제한된 영역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스캐너와 스캐너에 

비해 비교적 느리고 제한된 움직임을 가지지만 넓은 영역을 이동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스캐너는 레이저

를 장착해 실제 도형 형상을 가공하는 장비이고 스테이지는 스캐너

를 장착해 스캐너가 가공 영역을 전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이다. 스캐너와 스테이지의 경로는 업계 표준으로 사용되는 G

코드라는 표현 형식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가

공 경로와 가공 속도를 가진 스캐너 경로의 G코드를 입력으로 주었

을 때 입력으로 주어진 스캐너 경로에 해 동작 가능한 스테이지 

경로의 G코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의 스테이지 경로 생성 알고리즘과 더불어 스테이지의 가속 시간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동일해야한다는 제약 조건하에서도 동작하는 

스테이지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함께 다룬다. 본 논문이 입력으로 

받는 스캐너 경로는 원호 및 직선 가공을 모두 허용하기 때문에 다

양한 형태의 가공을 지원할 수 있고 출력하는 스테이지 경로는 기

본적인 직선 경로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스테이지의 장비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주요어 : 스캐너 경로, 스테이지 경로, 레이저 가공, G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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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어떤 물질을 원하는 도형의 형상으로 잘라내는 가공에 레이저가 

많이 이용된다. 이러한 레이저 가공 장비는 고속, 정밀 움직임이 가

능하지만 제한된 반경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스캐너와 스캐너에 

비해 비교적 느리고 제한된 움직임을 가지지만 넓은 영역을 이동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스캐너와 스테이

지는 X축으로 움직이는 모터와 Y축으로 움직이는 모터를 가지고 2

차원 평면을 이동한다. 스캐너는 레이저를 장착해 실제 도형 형상을 

가공하는 장비이고 스테이지는 스캐너를 장착해 스캐너가 가공 영

역을 전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이다.

 레이저 가공 장비를 사용할 때 일반적인 문제 상황은 사용자가 가

공을 통해 얻고자 하는 도형의 도면을 가지고 있을 때 장비가 해당 

도면 로 레이저 가공을 수행하게끔 만드는 스캐너 경로와 스테이

지 경로를 구하는 것이다. 스캐너와 스테이지 경로는 업계에서 표준

적으로 쓰이는 G코드라는 표현 형식이 존재한다. G코드는 움직임의 

종류, 속도, 움직이는 위치 정보 등을 담고 있다. 움직임의 종류는 

직선 움직임과 원호 움직임이 있고 각각의 움직임은 등속으로 움직

이되 서로 다른 움직임은 다른 속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스캐너 경

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스캐너가 어떤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지를 

제시하는 가공 경로 정보와 어떤 속도로 이동하는 지를 지정하는 

가공 속도 정보가 필요하다. 스테이지 경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스

테이지의 가공 경로 및 가공 속도 정보와 더불어 가속 정보가 필요

하다. 스테이지에 추가적으로 가속 정보가 필요한 것은 스캐너는 움

직일 때 이전 속도에서 다음 속도로의 변환이 순간적으로 가능한 

반면 스테이지는 시간을 들여 가속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통 스캐너, 스테이지 장비의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는 가공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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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생성하는 응용 프로그램도 함께 제작하여 판매한다. 스캐너 전

문 기업인 SCAPS 사에서 제작한 응용 프로그램은 미리 정의된 기

초적인 기하학적 도형들이나 글자 및 바코드 가공 등을 위한 스캐

너 경로를 생성해준다[1]. 스테이지 전문 기업인 AEROTECH은 스

캐너 경로를 입력으로 받으면 이에 한 스테이지 경로를 생성해 

주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2]. 이러한 전문 상용 프로그램에

서 생성하는 경로는 특정 컨트롤러에서 지원하는 복잡한 기능들을 

사용하여 움직이고 경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 감추어져 있기 때

문에 사용자가 생성된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로 본 논문은 SCANLAB 사의 스캐너 컨트롤러의 매뉴얼과 DELTA 

TAU 사의 스테이지 컨트롤러의 매뉴얼을 토 로 스캐너와 스테이

지 장비의 움직임을 파악하였는데 해당 매뉴얼을 살펴보면 스캐너

와 스테이지의 움직임에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들이 제공됨

을 확인할 수 있다[3,4]. 

 상용 프로그램 외의 스캐너-스테이지 경로 생성 알고리즘 연구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이 있다[5,6,7]. 이 알고

리즘은 원하는 가공 도형의 모양을 보고 사람이 수동으로 스테이지 

경로가 통과할 일부 점들을 찍어주면 해당 점들을 완만한 곡선으로 

연결하는 스테이지 경로를 생성해준다[5,6]. 하지만 이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수동적으로 경로를 지정해 주어야한다는 측면에

서 실용성이 떨어진다.

 스캐너, 스테이지의 경로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업계 표준 언어로

서 G코드라는 표현 형식이 존재한다. 본 논문이 풀고자 하는 문제

는 사용자가 가공하길 원하는 가공 경로와 가공 속도를 담은 초기 

스캐너 경로의 G코드가 입력으로 주었을 때 초기 스캐너 경로로부

터 실제 가공이 가능한 스테이지 경로의 G코드를 생성하는 것이다. 

만일 사용자가 입력으로 준 스캐너 경로로부터 적절한 스테이지 경

로를 생성하기 어려울 경우 사용자에게 입력 스캐너 경로의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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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한다. 특별히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스테

이지 경로 생성 알고리즘과 더불어 스테이지의 가속 시간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동일해야한다는 제약 조건하에서도 동작하는 스테이

지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함께 다룬다. 본 논문의 알고리즘은 초기 

스캐너 경로의 G코드를 입력으로 받아 스테이지 경로의 G코드를 출

력한다. 

 2장에서는 배경지식으로 G코드 형식 및 표기법, 스캐너와 스테이

지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의 특성에 관해 설명한다. 3장과 4장에서는 

본격적인 스캐너, 스테이지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설명하는데 3장은 

다양한 가속 시간을 사용하는 스테이지 경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 

4장에서는 단일 가속 시간을 사용하는 스테이지 경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다룬다. 5장에서는 본 논문의 알고리즘의 결과로 생성된 

스테이지 경로의 예시를 소개한 뒤 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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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지식 

2.1 G코드

 G코드는 수치 제어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8]. 기계가 움직이는 경로를 명령할 때도 G코드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스캐너와 스테이지 경로 또한 G코드로 표현된다. G코드는 

다양한 변형이 존재하는데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 G코드

를 가정한다.

 움직임 태그: 움직임 태그는 G00, G01, G02, G03 3가지가 존재

한다. G00은 급속 움직임을 나타내는 태그로 처음에 가공 시작 

위치로 이동할 때 사용된다. G01은 직선 움직임을 나타내는 태

그이다. G02, G03은 원호 움직임을 나타내는 태그이다. G02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G03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X좌표 태그: X좌표 태그는 움직임의 도착 지점의 X 좌표를 지정

하는 태그이다. X로 표기하며 태그 뒤에 좌표 값이 뒤따라 나온

다.

 Y좌표 태그: Y좌표 태그는 움직임의 도착 지점의 Y 좌표를 지정

하는 태그이다. Y로 표기하며 태그 뒤에 좌표 값이 뒤따라 나온

다.

 반지름 태그: 반지름 태그는 원호 움직임일 때만 사용된다. 원호

로 움직일 때 원호의 반지름을 지정하는 태그이다. R로 표기하

며 뒤에 원의 반지름 값이 뒤따라 나온다.

 속도 태그: 속도 태그는 움직임의 속도를 지정하는 태그이다. F

로 표기하며 태그 뒤에 속도 값이 뒤따라 나온다. G00 태그 움

직임에서는 따로 속도를 지정해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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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코드는 X좌표, Y좌표 태그에서 다음에 도착할 위치만 지정해주고 

움직임을 시작하는 위치는 지정해주지 않는다. 움직임을 시작할 위

치는 이전 줄의 G코드의 X좌표, Y좌표 태그로 암시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여러 줄의 G코드가 모여 하나의 경로를 이룬다.

 예를 들어 그림 1은 사각형 형태의 경로를 움직이는 G코드와 경로

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G코드의 첫줄에서 (10, 10)을 시작 위치

로 지정하고 있고 나머지 줄에서 사각형의 각 꼭지점으로 300의 속

도로 이동해서 다시 시작 위치로 돌아오도록 명령하고 있다. 그림에

서 움직임의 도착 지점에 그에 해당되는 G코드 명령의 번호를 함께 

표기하였다.

 그림 2는 사각형에서 모서리 부분이 둥근 원호 형태의 경로를 움

직이는 G코드와 경로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G코드의 첫줄에서 

(12, 10)을 시작 위치로 지정하고 있고 두 번째 줄에서 (18, 10)까

지 300의 속도로 직선 운동을 한 뒤 세 번째 줄에서 (18, 10)에서 

시작해서 (20, 12)로 반시계 방향으로 반지름 2인 원호로 300의 속

도로 움직이라고 명령하고 있다. 나머지도 명령 로 움직이면 그림2 

오른쪽의 경로처럼 이동한다.

[그림 1] G코드 예시(좌)와 G코드가 나타내는 경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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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기법

 논문에서는 스캐너 경로 혹은 스테이지 경로를 이루는 부분 경로

의 정보를 표기할 때 다음과 같은 표기법을 사용할 것이다. 은 경로

를 구성하는 움직임의 총 개수를 의미한다. G코드는 첫 시작 위치를 

지정하는데 한 줄을 소비하므로 경로를 나타내는 G코드의 전체 줄 수

에서 1을 뺀 값이 이다.

 - 스캐너 혹은 스테이지 경로의  번째 움직임의 움직임 

종류. G코드의 움직임 태그와 마찬가지로 G01은 직선 움직임, G02

는 원호 움직임을 의미한다. (≤≤)

 - 스캐너 혹은 스테이지 경로의  번째 움직임의 도달 좌

표. (≤≤)

 - 스캐너 경로의  번째 움직임이 원호 움직임일 때 원호

의 반지름 값. (≤≤)

[그림 2] 원호와 직선 움직임이 섞인 G코드 예시(좌)와 G코드가 나타내는 
경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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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캐너 혹은 스테이지 경로의  번째 움직임의 속도  값. 

(≤≤)

 - 스캐너 혹은 스테이지 경로의  번째 움직임이 이동하는 

거리.   과  사이의 거리이다. (≤≤)

 - 스테이지 경로에서 번째 움직임에서 번째 움직임

으로 가속할 때 가속이 일어나는 가속 시간의 절반 값. 

(≤≤)

 는 편의를 위해 가속 시간 값 자체가 아닌 가속 시간의 절반 

값을 기입한다. 은 정지 상태에서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할 

때 필요한 가속 시간을 지정하며 은 마지막 움직임을 마치

고 정지할 때까지의 가속 시간을 지정한다. 는 가공의 시작 위

치 좌표를 나타낸다.

 표기법 사용의 예를 들면 그림 2의 경로는 총 9줄의 G코드로 이루

어진 경로이므로 시작 위치를 지정하는 첫 번째 줄을 제외하면 8개

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은 8이다. G코드에서 지시하는 첫 

번째 움직임이 (18, 10)까지 300의 속도로 직선으로 움직이라는 명령

이므로 가 1일 때 은 G01, 은 (18, 10), 은 

300의 값을 가진다. 어떤 경로의 움직임을 지칭하는지에 한 모호함

이 없다면  부분은 생략하고 표기한다. 

2.3 스캐너의 움직임

 스캐너는 원호와 직선 움직임이 모두 가능하다. 같은 직선, 원호 

움직임 내에서는 등속으로 움직이고 서로 다른 움직임 간에는 다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 스캐너는 순간적으로 속도를 변경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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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속도가 바뀌는 부분에서 가속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 

 스캐너는 스테이지의 위치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 내에만 위치할 

수 있다. 따라서 스캐너 경로에 해서 스테이지 경로를 생성할 때 

스캐너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스캐너와 스테이지 경로를 따라 움직

이는 스테이지가 같은 시점에 서로 일정한 거리 이내에 위치하면서 

움직이도록 스테이지 경로를 생성해야 한다. 

 

2.4 스테이지의 움직임

 스테이지는 직선 움직임만 사용한다. 즉, 

∀   G01

이다. 스테이지는 스캐너와 달리 속도 변환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

에 속도가 바뀔 때 다음 속도에 도달하기까지 가속 현상이 나타난

다. 가속 현상과 관련해 스테이지의 움직임은 스캐너와 다른 독특한 

요소들을 가진다.

2.4.1 스테이지 가속 그래프 개형

  스테이지의 가속 운동은 가속도가 0에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다 

정점에 도달한 후 다시 같은 비율로 0으로 감소하는 형태로 이루어

진다. 이러한 형태의 가속 운동은 속도-시간 그래프에서는 부드러

운 S자 곡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 3은 가속도-시간 그래프와 

그에 응되는 속도-시간 그래프의 한 예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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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최  가속도와 가속도 기울기

 가속이 일어날 때 가속 시간을 너무 짧게 지정하면 스테이지의 움

직임에 무리가 가고 불안정한 움직임이 나타나 가공 품질 저하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적절한 가속 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러한 가속 시간을 정의하기 위해 가속 운동에 두 가지 제약 조건을 

둔다. 첫 번째는 가속 운동 중 나타날 수 있는 최  가속도 값의 상

한 값을 두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속도가 증가하는 비율, 즉 가속

도-시간 그래프에서 가속도의 기울기의 상한 값을 두는 것이다. 그

림 4에서 보여주듯이 같은 양의 속도 변화를 일으킬 때 더 짧은 시

간 동안 가속할수록 가속 운동 중에 나타나는 최  가속도의 값이 

커지고 가속도가 최  가속도까지 증가하는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 조건을 두면 너무 작은 가속 시간을 지정하는 것을 막

을 수 있다. 스테이지의 최  가속도와 가속도 기울기의 상한 값은 

장비의 특성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장비를 파악

해 적절한 상한 값을 설정해야한다.

[그림 3] 가속도-시간 그래프(좌) / 대응되는 속도-시간 그래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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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블랜딩

 가속과 관련해 스테이지의 움직임에서는 블랜딩이라는 특별한 움

직임이 나타난다. 블랜딩은 속도가 변할 때 정지하지 않고 이전 속

도에서 다음 속도로 곧바로 변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5는 블랜딩

을 사용해서 가속할 때와 블랜딩을 사용하지 않고 가속할 때 나타

나는 스테이지의 이동 궤적과 각 축 방향으로의 속도 그래프를 보

여준다[4]. 그림 5의 좌측은 블랜딩을 사용하지 않고 가속하는 경

우를 보여주는데 좌측 하단의 축 속도 그래프를 보면 먼저 이전 속

도에서 정지 상태로 감속을 한 뒤 다시 다음 속도로 가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는 그림 5 좌측 상단의 이동궤적처럼 모서리를 정

확하게 꺾는 이동궤적이 나타난다. 반면에 그림 5의 우측은 블랜딩

을 사용해 가속하는 경우를 보여주는데 우측 하단의 축 속도 그래

프를 보면 이전 속도에서 다음 속도로 곧바로 변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블랜딩을 사용할 때는 그림 5의 우측 상단의 이동궤적이 보여

주듯이 모서리 부분을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통과하는 이동 궤적이 

나타난다. 이처럼 블랜딩을 사용할 때 모서리를 통과하는 동안 나타

나는 완만한 궤적을 블랜딩 경로라고 부른다.

 블랜딩은 사용자가 지정한 가속 시간 동안 일어나며 블랜딩 경로

[그림 4] 같은 속도 변화를 일으킬 때 가속 시간이 줄어들수록 가속 중에 나
타나는 최대 가속도 값과 가속도가 증가하는 비율 값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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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직선 경로가 이루는 꼭지점으로부터 각 직선 경로에 지정된 

속도로 가속 시간의 절반 동안 등속 운동할 때 이동하는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하고 끝이 난다. 즉, 스테이지의 번째 직선 경로

에서 번째 직선 경로로 가속할 때 나타나는 블랜딩 경로가 시작되

는 지점은 그림 6이 보여주듯이 에서   방향으로 × 거리

만큼 떨어진 위치이고 블랜딩 경로가 끝나는 지점은 에서  방향

으로  ×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이다. 

 블랜딩 경로는 두 직선 경로에 걸쳐있다. 블랜딩 경로를 두 구간으

로 나눠 가속 시간 중 앞의 절반 시간 동안 움직이는 구간을 두 직

선 경로 중 이전 직선 경로에 할당하고 뒤의 절반 시간 동안 움직

이는 구간을 다음 직선 경로에 할당 한다고 하자. 그러면 어떤 직선 

경로에 할당된 블랜딩 구간과 등속 직선 운동 구간을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해당 직선 경로를 가속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등속 직선 운동으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동일하다. 그림 7은 

어떤 직선 경로에 할당된 블랜딩 구간과 등속 직선 운동 구간을 구

분해서 보여주는 그림이다. 스테이지의 번째 직선 경로에서 블랜딩 구

간을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앞, 뒤 가속 시간의 절반씩을 소요하므

로  이 소요된다. 등속 직선 운동 구간을 이동하는데 소요

되는 시간은 속도가 이고 등속 직선 운동 구간의 길이가 

×  이므로 

× ×
의 시간이 

소요된다. 두 시간을 더해주면 


이 되고 이것은 의 길이를 의 

속도로 등속 운동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동일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

은 블랜딩을 사용하면 가속을 하면서 움직이더라도 가속 시간에 따른 

시간 지연 없이 마치 스캐너처럼 순간 가속을 하며 움직일 때와 같은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모서리를 통과하는 부분에서

는 블랜딩 경로로 인해 모서리를 정확히 꺾어 움직이는 경로와의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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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차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오차는  미세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

는 수준이다.

 

[그림 5] 블랜딩을 사용하지 않을 때 각 축 방향의 속도 그래프와 스테이지
의 이동 궤적(좌) / 블랜딩을 사용할 때 각 축 방향의 속도 그래프와 스테이
지의 이동궤적(우)

[그림 6] 블랜딩 경로의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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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블랜딩 겹침 문제

  블랜딩 경로는 가속 시간을 크게 줄수록 더 큰 곡선 경로를 만들

어낸다. 가속 시간을 늘리다 보면 인접한 두 블랜딩 경로의 크기가 

점점 커지다 서로 겹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블랜딩 겹침 

문제라고 부른다. 블랜딩 겹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테이지의 움직

임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블랜딩 겹침 문제가 존재하는 스테이지 

경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림 8 은 직선 경로 양쪽의 가속 시간을 

키워 감에 따라 양쪽의 블랜딩 경로가 점차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8의 빨간 직선은 가운데 직선 경로의 등속 직선 운동 구간을 

의미한다. 블랜딩 경로가 커져감에 따라 등속 직선 운동 구간이 줄

어들다가 마지막에는 연속된 블랜딩 경로가 서로 맞닿아 있는 상황

을 보여준다. 즉, 등속 직선 운동 구간의 길이가 0이 되는 순간인데 

이 상태에서 가속 시간을 더 증가시키면 두 블랜딩 경로가 겹치는 

블랜딩 겹침 문제가 발생한다. 

 블랜딩 겹침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접한 블랜딩 경로 

사이에 등속 직선 운동 구간의 길이가 0이상이 되어야한다. 앞서 살

[그림 7] 직선 경로에 할당된 블랜딩 구간(①,③)과 등속 직선 운동 구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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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듯이 번째 직선 경로의 등속 직선 운동 구간의 길이는 

× 이다. 따라서 등속 직선 운동 구간의 길이가 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부등식을 세워 정리하면 식 (1)과 같은 블랜딩 

겹침 문제 판별식이 얻어진다.

                          


≥ (1)

[그림 8] 좌측 상단, 우측 상단, 좌측 하단, 우측 하단 순서대로 가속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블랜딩 경로가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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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가속 시간을 사용하는 스테이지 경

로 생성 알고리즘

 스테이지 경로 생성 시 각 직선 경로 사이의 가속 시간을 서로 다

른 값을 줄 수 있는 경우와 한 가지 가속 시간을 통일해서 사용해

야 하는 제약조건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3장에서는 다양한 가속 시

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스테이지 경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다룬다. 

 알고리즘의 전체 입력과 출력은 다음과 같다.

 입력

  - 가공 경로 및 속도의 모든 정보가 다 갖추어

진 스캐너 경로

  - 스캐너의 이동 반경

  - 최  가속도 제약조건

  - 최  가속도 기울기 제약 조건

 출력

  - 가공 경로, 속도, 가속 시간의 모든 정보가 다 

갖추어진 스캐너 경로

  - 시작 구간에서 스캐너의 이동 시간과 스테이지의 이동 

시간의 차이

  - 입력 스캐너 경로로부터 블랜딩 겹침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스테이지 경로를 생성하지 못할 경우 입력 스캐너 경로가 

가져야할 속도의 범위를 제시해주는 값

 알고리즘은 가공 경로와 가공 속도 정보가 모두 갖추어진 스캐너 



16

경로를 입력으로 받는다. 즉, 의   이 모두 값을 

가지고 있다. 는 스캐너의 움직임이 가지는 제약 조건인 스캐너가 스

테이지의 위치를 중심으로 이동 가능한 이동 반경 값이다. 와 는 스

테이지의 가속 시간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최  가속도와 최  가속

도 기울기 값이다. 알고리즘의 출력은 의 , , , 를 계

산하고 첫 시작 구간에서 스캐너와 스테이지의 이동 시간의 오차 값 

를 계산한다. 를 계산하는 이유는 스테이지가 첫 직선경로를 이

동할 때 소용되는 시간은 가공 경로의 중간 경로들과는 다르게 가속 

시간에 따른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첫 직선 구간을 이동

할 때는 스캐너가 이동하는 시간과 스테이지가 이동하는 시간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오차를 계산해서 출력해주면 장비를 가

동할 때 스테이지와 스캐너가 동작하기 시작하는 시간에 차이를 줌으

로써 오차를 상쇄시킬 수 있다. 는 사용자가 입력으로 준 스캐너 경

로로부터 블랜딩 겹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 조건을 만

족하는 스테이지 경로를 생성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에게 입력 스캐

너 경로의 속도를 수정하는 지침을 제시해주는 값이다.

 생성되는 스테이지 경로는 블랜딩 겹침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야 하며 스테이지가 스캐너의 동작 반경 내에서 움직여야 한다. 스

캐너와 스테이지가 각각 주어진 경로를 따라 이동할 때 어떤 시점 에

서 스캐너의 위치를 , 스테이지의 위치를 , 스캐너가 주어진 

경로를 모두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라고 할 때 스테이지가 스캐

너 동작 반경 내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2)의 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 ≤             (2)  

(는 두 위치 ,  사이의 거리를 의미) 

 스테이지 경로 생성 알고리즘은 스테이지의 가공 경로, 속도,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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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단계적으로 계산해 나간다.

3.1 스테이지 가공 경로 계산 알고리즘

 

 스테이지 가공 경로 계산 알고리즘은 입력으로 주어지는 스캐너 

경로로부터 일차적인 스테이지 가공 경로를 계산한다. 스캐너 경로

는 원호 경로와 직선 경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알고리즘은 

직선 경로와 원호 경로를 구분해 처리한다. 연속된 직선 가공 경로

와 연속된 원호 가공 경로로 부터 각각 스테이지 경로를 생성한 뒤 

결과물을 합쳐 전체적인 스테이지 경로를 얻는다. 그림 11은 스테이

지 경로 생성 알고리즘의 전체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좌측 상단이 

입력 스캐너 경로를 보여주고 우측 상단은 스캐너 경로를 직선 경

로 구간과 원호 경로 구간으로 구분해 4개의 구간으로 표시한 것이

다. 좌측 하단은 각각의 구간에 해 직선 구간에는 직선 경로 단순

화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원호 구간에는 원호 경로 단순화 알고리즘

을 적용해 생성한 스테이지 경로를 보여준다. 우측 하단은 생성된 

스테이지 경로를 G코드로 표현한 것이다.   

3.1.1 직선 경로 단순화 알고리즘

 직선 경로 단순화 알고리즘은 Douglas-Peucker 알고리즘을 그

로 적용한다[9,10]. Douglas-Peucker 알고리즘은 꼭짓점들의 배열

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일부 꼭짓점만을 추출해서 입력으로 들어

온 꼭짓점들이 만들어내는 도형을 추출된 꼭짓점만으로 이루어진 

도형으로 단순화하는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은 재귀적으로 동작하

는데 입력으로 들어온 꼭짓점 배열의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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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간점들 중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하는 선분과 가장 멀리 떨어

져 있는 점을 찾고 그 떨어진 거리가 어떤 오차 허용 값 이내면 시

작점과 끝점만을 추출한 뒤 종료하고 오차 허용 값 보다 크면 원래 

배열을 앞에서 찾아낸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

로 나눠 원래 배열의 시작점을 시작점으로 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을 끝점으로 하는 배열과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을 시작점으로 하

고 원래 배열의 끝점을 끝점으로 하는 배열에 해 다시 같은 동작

을 재귀적으로 수행한다. Douglas-Pecuker 알고리즘의 오차 허용 

값에는 스캐너의 동작 반경 값 를 입한다. 그림 9는 알고리즘의 동

작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 까지의 점들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점 를 찾고 떨어진 거리가 

를 초과하면 다시 ~와 ~에 해서 알고리즘을 재귀적으로 

수행한다. 다시 재귀적으로 수행했을 때는 양끝을 잇는 직선과 가장 멀

리 떨어진 점과의 거리가 를 초과하지 않아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직

선으로 도형을 단순화하고 알고리즘이 종료된다. 최종적으로 주어진 입

력 ~에 해서 ,, 가 출력된다.

[그림 9] Douglas-Peucker 알①리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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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원호 경로 단순화 알고리즘

 원호 경로 단순화 알고리즘에서는 원호의 중심각을 n 등분한 뒤  

n 등분된 각을 중심각으로 갖는 n개의 원의 현을 만들어 낸다. 더 

잘게 나눌수록 원의 현과 호 사이의 거리 차이가 줄어드는데 거리 

차이가 스캐너의 동작 반경 값 이내가 되는 최소 개수의 현으로 원

호를 단순화한다. 반지름이 인 원에서 원호와  만큼 거리 차이가 나

는 원의 현의 중심각은 (3)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반지름이 

, 중심각이 인 원호를 원의 현으로 나눌 때의 개수 n은 (4)의 식이 

된다. 그림 10은 원호를 3개의 원의 현으로 나눠 단순화한 것을 보여

준다.

               × arccos
  

 ≤  ≤                 (3)

             n







⌈×arccos   ⌉  ≤ ≤

    

         (4)

[그림 10] 원호 경로 단순화 알①리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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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테이지 경로 속도 계산

 스테이지 속도 계산 알고리즘에서는 3.1에서 구한 스테이지 가공 

경로의 속도를 결정하고 속도를 고려해 스테이지 가공 경로를 부분

적으로 수정한다. 스테이지 속도 계산도 직선 스캐너 경로가 단순화 

되어 생성된 경로와 원호 스캐너 경로가 단순화 되어 생성된 경로

를 구분해 계산한다. 

 스테이지 경로의 속도가 계산되고 나면 스테이지 가공 경로를 수

정해 준다. 3.1의 가공 경로 계산 알고리즘은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가공 경로를 생성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스테이지 경로가 (2)의 식

을 만족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속도를 계산한 후 기존 

경로가 (2)의 식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2)의 식을 만족 하도록 경

로를 수정해 주어야 한다.

[그림 11] 스테이지 경로 생성 알①리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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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직선 단순화 경로 속도 계산 알고리즘

 

 직선 단순화 경로에 한 속도는 스테이지 가공 경로의 각 모서리

에서 스캐너와 스테이지 사이에 동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산된다. 

스캐너와 스테이지 사이에 동기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같은 시점

에 스캐너와 스테이지가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

테이지는 실제 움직일 때 블랜딩으로 인해 모서리를 정확히 지나가

지 않고 블랜딩 경로를 따라 움직이지만 블랜딩 경로와 모서리를 

정확히 지나가는 경로 사이의 위치 오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블랜

딩 궤적에 의한 오차는 무시하도록 한다. 

 직선 단순화 경로의 꼭지점들을      라 하고 와 에 

응되는 스캐너 경로의 꼭지점을 각각 와  그리고 그 사이의 

스캐너 경로의 꼭지점들을       라 하자. 즉 직선 단순화 

경로는  , 
  , ... ,   의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응되는 스캐너 직선 경로는   , 
  , ... ,  

의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선 단순화 경로 생성에 사용되는 

Douglas-Peucker 알고리즘은 입력으로 꼭지점들을 받았을 때 그 중 

일부를 선별해 출력하는 알고리즘이므로 스테이지 경로의 각 꼭지점들

은 스캐너 경로의 한 꼭지점과 응된다. 즉,     ⊆

      이 성립한다. 스테이지 경로의 꼭지점 와 응되

는 스캐너 경로의 꼭지점을 라 하자. 그리고 선분 의 길이를 

 , 스캐너 혹은 스테이지 경로에서 를 이동할 때 지정한 속도를 

 , 를 지정한 속도로 등속 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라고 

하자. 스테이지와 스캐너의 동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스테이지가 이동

하는 시간과 스캐너가 이동하는 시간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식 

(5)는 스테이지가 경로 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스캐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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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되는 경로를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같아지도록 계산하는 식

이다. 시간을 구하고 나면 식 (6)으로 스테이지의 속도를 구할 수 있

다.

               
 


  

  


  




          (5)

              


   ≤       (6)

 그림 12를 보면 스테이지 경로를 이루는 꼭지점은  이

고 응되는 스캐너 경로의 꼭지점은     이다. 이때 스테

이지가 각각의 직선 경로를 움직이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 직선 단순화 경로의 속도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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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원호 단순화 경로 속도 계산 알고리즘

 

 원호 단순화 경로에 한 속도도 스캐너와 스테이지 사이의 동기

화를 위해 스캐너가 원호 경로를 가공하는데 라는 시간이 걸리고 스

캐너 원호 경로를 개의 원의 현으로 단순화 시켰을 때 스테이지가 

개의 각 원의 현을 이동하는데 


의 시간이 걸리도록 속도를 계산한

다. 

3.2.3 속도를 고려한 경로 수정

 스테이지 경로의 속도가 결정되면 어떤 시점에서 스캐너와 스테이

지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고 스캐너와 스테이지의 위치 관계가 (2)

식을 만족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만일 만족하지 않으면 제약 조건

에 어긋나므로 스테이지 경로를 수정해 주어야 한다. 원호 단순화 

경로는 3.2.2의 알고리즘을 따라 스테이지 경로의 속도를 결정했을 

때 스테이지가 스캐너 동작 반경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보장된다. 

하지만 직선 단순화 경로에서는 스캐너와 스테이지의 사이의 위치 

차이가 허용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 직선 단순화 경로에서 스캐너

와 스테이지의 위치 차이는 스캐너가 스캐너 직선 경로의 꼭지점에 

위치할 때 극 화되거나 극소화되기 때문에 스캐너가 스캐너 직선 

경로의 꼭지점에 위치하는 시점들에서만 스테이지와 스캐너의 위치 

차이를 조사하면 된다. 이렇게 해당되는 시점들에 해서 위치 차이

를 계산해 가장 크게 위치 차이가 나는 시점을 찾고 그때의 위치 

차이가 오차 허용 값 를 초과하면 그 시점에 스캐너가 위치하는 스캐

너 직선 경로의 꼭지점을 직선 단순화 경로의 꼭지점들 중 하나로 추

가한다. 추가된 경로에 해 3.2.1의 알고리즘을 따라 속도를 다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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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고 마찬가지로 수정된 직선 단순화 경로에 해 스캐너와의 위치 

차이를 조사하는 것을 반복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스캐너 직선 경로의 

모든 꼭지점이 직선 단순화 경로에 추가되어 스캐너와 동일하게 움직

이는 스테이지가 경로가 생성되고 이때는 (2)의 식을 당연히 만족하므

로 3.2.3의 결과로 (2)의 식을 만족하는 스테이지 경로가 생성되는 것

이 보장된다.

3.3 스테이지 경로 가속 시간 계산

 가속 시간 계산 알고리즘에서는 가공 경로와 속도가 결정된 스테

이지 경로를 입력 받아 스테이지의 속도가 바뀔 때 가속 운동이 일

어나는 시간을 계산한다. 스테이지의 가속 운동은 시간-가속도 그

래프에서 이등변 삼각형 꼴의 개형으로 나타난다. 또한 X축 움직임, 

Y축 움직임 각각에 해 가속 운동이 일어난다. 가속 운동에 지정하

는 가속 시간은 각각의 축 방향으로의 가속 운동에 동일하게 적용

된다.

 가속 시간은 너무 짧은 가속 시간을 주면 스테이지가 무리한 가속 

운동을 하게 되고 이는 스테이지의 움직임이 불안정해지는 결과로 

나타나 레이저 가공 품질에 악영향을 준다. 본 알고리즘에서는 스테

이지에게 적절한 가속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두 가지 값을 입력으

로 받는다. 첫째는 스테이지의 가속 운동 중 나타나는 최고 가속도 

값이다. 둘째는 스테이지의 가속 운동 중 가속도가 증가, 감소하는 

비율이다. 이 두 값은 기계가 가진 특성으로서 사용자가 사용하는 

장비를 파악해 그 값을 알아낸 뒤 알고리즘에 입력으로 제공한다.

 스테이지의 가속 운동은 시간-가속도 그래프에서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개형을 가진다. 스테이지의 최고 가속도 값은 이 삼각형의 

높이를 의미하며 스테이지의 가속도 값이 증가하는 비율은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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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변의 기울기, 즉 밑각에 한 tangent 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

고 가속도 상한 조건은 삼각형 높이의 상한 조건에 해당하고 가속

도 값이 증가하는 비율의 상한 조건은 삼각형 밑각의 상한 조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시간-가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도의 변화

량을 의미하고 가속 시간은 밑변의 길이를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면 

스테이지의 가속 시간을 구하는 문제는 이등변 삼각형의 면적이 주

어지고 이 삼각형이 가질 수 있는 높이의 최댓값과 밑각의 최댓값

이 주어졌을 때 밑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 응된다. 이등변 삼

각형의 높이를 , 밑각의 크기를 , 면적을 , 밑변의 길이를 이라고 

할 때 다음 식들이 성립한다.

                              


                         (7)

                          
tan×

                     (8)

 이등변 삼각형의 최  높이를 , 밑각의 최댓값을 라고 하면 다음 

부등식이 만들어진다.

                     


≤ ∵


≤           (9)

              

tan


≤  ∵tan




≤ tan  (10)

 

 따라서 (8), (9)의 부등식을 모두 만족 시키는 밑변의 길이의 범

위는 다음 부등식이 된다.

                      min

 

tan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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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속 시간을 결정하는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주어진 최

 가속도, 가속도 증가율의 최댓값 조건을 만족하는 가속 시간의 

값을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가속 시간 값은 부등식을 만족하

는 최솟값을 사용한다. 즉, 스테이지의 움직임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 최소의 가속 시간 값을 사용한다. X축 속도의 변화량을 ∆, Y축 

속도의 변화량을 ∆, 가속 시간의 절반 값을 , 가속도의 최댓값을 

, 가속도 증가율의 최댓값을 라 하면 X축, Y축 모두 주어진 속도 

변화량과 제약 조건에 따라 각각 가속 시간이 가질 수 있는 최솟값이 

결정되고 최종적인 가속 시간은 두 축에 해 모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그 중 큰 값에 의해 결정된다. 

                 min
∆

 




∆
             (12)

                 min
∆

 




∆
             (13)

                      max                    (14)

3.4 시작 구간의 동기화

 

 스테이지의 중간 직선 경로에서는 직선 경로에 할당된 블랜딩 경

로와 등속 직선 운동 구간을 이동하는 시간이 직선 경로를 블랜딩 

경로 없이 순수하게 등속 직선 운동할 때 소요되는 시간과 동일하

다. 그 원리는 스테이지가 이전 경로에서 넘어올 때 필요한 가속 시

간과 다음 경로로 넘어갈 때 필요한 가속 시간이 블랜딩에 의해 상

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테이지의 첫 번째 구간에서는 이전 경로

에서 넘어오는 블랜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동 시간에 가속 

시간에 따른 시간 지연이 나타나게 된다. 3.4 알고리즘은 이러한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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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구간에서 스캐너의 이동 시간과 스테이지의 이동 시간의 오차

가 최소화 되도록 스테이지의 속도를 계산해준다.

 스테이지가 첫 번째 직선 구간을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은 

 


이다. 정지 상태에서 첫 번째 직선 경로에 지정한 속도까지 

 시간 동안 가속하면서  × 거리를 이동하므로 남은 거리인 

  ×을 의 속도로 등속 운동 하는 시간을 가속 시간과 더해

주면  


을 얻는다. 그림 13은 첫 번째 직선 경로를 이동할 때

의 스테이지의 속도 그래프와 이동 궤적에서 가속 운동하는 구간과 등

속 운동 하는 구간을 나눠서 보여주고 있다.

 스캐너가 스테이지의 첫 번째 직선 경로에 응되는 스캐너 경로 

구간을 이동하는데 걸리는 총 시간을 라고 하면 첫 구간에서 스

테이지와 스캐너의 이동 시간 오차는 식 (15)로 표현된다.

[그림 13] 첫 번째 직선 경로의 스테이지 속도 그래프(좌)와 이동 궤적(우) 



28

                        

                  (15)

 가속 시간은 X축과 Y축 중 더 큰 속도 변화가 나타나는 축의 속도

에 맞춰 결정된다. 첫 번째 직선 경로의 X축 방향의 길이와 Y축 방

향의 길이를 각각 , 라고 하고 max




라 하면 가속시

간을 결정 짓는 축의 축 속도의 절댓값은 이 된다. 따라서 가속 시

간 을 식 (12), (13), (14)를 이용해 속도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min

 

 
이 된다.  ≤


의 범위에서는 

min

 

 
 

 
이 되고  ≥


의 범위에서는 

min

 

 



 이 되기 때문에 식 (15)는 의 범위에 따라 

2개의 식으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다.

               
 




  ≤



          (16)

               




  ≥



               (17)

 (16), (17) 식은 모두 에 한 볼록한 형태의 함수에 절댓값을 취한 

형태이므로 쉽게 최솟값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의 범위에서 

(15)의 식을 최소가 되게 하는  값을 사용할 경우 스테이지의 첫 번

째 직선 경로에서 블랜딩 겹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때는 3.2의 

알고리즘을 따라 계산한 스테이지의 첫 번째 직선 경로의 속도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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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정 탐색 범위에서 특정 탐색 단위로 속도를 변화시켜가며 블랜

딩 겹침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탐색 범위 내의 속도 중에서 (15)

의 식을 최소화하는 속도를 찾는다. 즉, 3.2의 알고리즘을 따라 구한 

첫 번째 직선 경로의 초기 속도를 라 하고 탐색 단위를 이라 

하면 0 이상의 실수 값 에 해  ≤ ≤ 의 범위

에서  값을  단위로 변화시켜 가며 매번 블랜딩 겹침 문제 발생 

여부를 검사하고 (15) 식의 값을 계산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따라

서 


 번의 탐색을 수행하게 된다. 

 전체  값의 범위에서 식 (15)를 최소화 시키는  값을 구하는 과

정은 다음을 따른다. 식 (15)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0이므로 

먼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는지 찾아본다. 먼저 식 (16)에 해서 

값이 0이 되는  값을 찾기 위한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 있

다.

              

 



    ≤


         (18)

 

  을 로 치환하면

             

  



    ≤ 


          (19)

            

  


 
    ≤ 


         (20)

 

 식 (19)를 거쳐 식 (20)과 같은 에 한 3차 방정식을 얻는다. 다음

으로 식 (17)에 해서 방정식을 세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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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


           (22)

 식 (21)을 거쳐 식 (22)와 같은 에 한 2차 방정식을 얻는다. 2차

와 3차 방정식의 해는 수적 해법이 존재하므로 쉽게 해를 구할 수 

있다[11,12]. 만일 각각 주어진 범위에서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을 

찾을 수 있고 을 사용했을 때 블랜딩 겹침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첫 구간에서의 스캐너와 스테이지의 시간 오차 값 를 0으로 출력하

고 스테이지의 첫 직선 경로의 속도를 으로 정해준다. 만일 방정식을 

만족하는  값을 여러 개 찾을 경우 3.2의 속도 계산 알고리즘에 의

해 이미 구해진 두 번째 직선 경로의 속도 와 가장 근사한  값으

로 속도를 결정해 준다. 

 만일 식 (20)과 식 (22)의 범위 조건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를 

찾지 못할 경우 식 (15)의 최솟값이 0이 아닌 어떤 양수 값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최솟값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식 (16)의 최솟값

과 식 (17)의 최솟값을 따로 각각 구한 뒤 둘 중 더 작은 값을 가

지는 식의  값을 스테이지 속도로 결정 한다. 식 (16)은 이 









일 때 극소점을 가지는 볼록 함수 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값이 가질 수 있는 최 값인 


 보다 극소점이 오른쪽에 위치하면 




 값이 식 (16)을 최소로 만드는  값이 된다. 반 로 극소점이 




 보다 왼쪽에 위치하면 극소점인 







이 식 (16)을 최소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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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값이 된다. 마찬 가지로 식 (17)은 이 





일 때 극소점

을 가지는 볼록 함수이다. 따라서  값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인 


 

보다 극소점이 오른쪽에 위치하면 


 값이 식 (17)을 최소로 만드는 

 값이 되고 반 로 극소점이 왼쪽에 위치하면 


 이 식 (17)을 최

소로 만드는  값이다. 그림 14와 그림 15는 각각 식 (16)과 식 (17)

에 해 극소점의 위치에 따라 최솟값 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

준다. 식 (16)을 최소로 만드는  값은 min









이고 식 

(17)을 최소로 만드는  값은 max







 이다. 각각의  값

을 식 (16)과 식 (17)에 입해 두 값 중 더 작은 값을 가지는 식의 

 값이 식 (15)를 최소화 하는  값이고 그  값을 스테이지의 첫 

직선의 속도로 결정한다. 그리고 그때의 식 (15)의 값을 스캐너와 스테

이지의 시간 오차 값 로 출력한다. 

[그림 14]  식 (16)에서 극소점의 위치에 따른 최솟값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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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블랜딩 겹침 문제 해결 알고리즘

  블랜딩 겹침 문제 해결 알고리즘은 가공 경로, 가공 속도, 가속 

시간이 모두 계산된 스테이지 경로에 해서 해당 스테이지 경로의 

각 변에 해 (1)의 식을 이용해 블랜딩 겹침 문제가 발생하는지 

검사하고 블랜딩 겹침 문제가 존재하는 변이 발견되면 해당 변의 

블랜딩 겹침 문제를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은 블랜딩 겹침 문제가 발생하는 변과 그 주변의 가공 

경로를 변경해 문제가 발생하는 변의 길이, 즉 (1) 식의  값을 증가

시키는 방식으로 블랜딩 겹침 문제를 해결한다.

 알고리즘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에 앞서 알고리즘을 적용 가능한 

제한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스테이지의 연속된 두 직선 경로에 해서 두 직선 경로가 만

드는 꼭지점을 회전축으로 삼아 두 직선 경로 중 먼저 나오는 직선 

경로를 회전 시켜 뒤에 나오는 직선 경로와 겹치게 만든다고 할 때 

회전 각을 180도 미만이 되도록 하는 회전 방향이 시계 방향이면 

두 직선이 시계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반 로 회전 

[그림 15] 식 (17)에서 극소점의 위치에 따른 최솟값 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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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면 두 직선이 반시계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고 정의한다. 그림 16은 Line 1이 Line 2 보다 앞서 나오는 직선 

경로라고 할 때 두 직선이 시계 방향으로 연결된 예와 반시계 방향

으로 연결된 예를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

 블랜딩 겹침 문제 해결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상황

은 다음과 같다. 블랜딩 겹침 문제가 발생하는 변과 그 이전의 직선 

경로 그 다음의 직선 경로를 순서 로 , , 이라고 할 때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한다. 

 과 의 연결 방향과 과 의 연결 방향이 동일해야 한다. 

즉 과 이 시계 방향, 과 도 시계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

거나 과 이 반시계 방향, 과 도 반시계 방향으로 연결되

어 있어야 한다.

 과 이 이루는 180도 미만의 사이각과 과 이 이루는  

180도 미만의 사이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7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예시와 그렇지 않은 예시들을 보여준

다. 가장 왼쪽의 예시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예시이다. 중간 

예시는 과 의 연결 방향은 시계 방향이고 과 의 연결 방향

[그림 16] 두 직선이 시계 방향으로 연결된 예(좌) / 두 직선이 반시계 방향
으로 연결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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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시계 방향으로 서로 달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오른쪽 예시는 

세 변이 이루는 두 사이각의 합이 180도 미만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

하지 못한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변을 찾았으면 다음의 순서 로 경로를 수

정한다. 먼저 과  둘 중에 과 더 큰 사이각을 이루는 변과 

이 이루는 꼭지점을 회전축으로 삼아 과 맞닿은 두 변이 이루는 사

이각이 같아지게끔 의 반 편 꼭지점의 위치를 조정한다. 그림 18에

서 이 과정을 보여준다. 의 위치를 조정하고 나면 세 변이 칭적 

형태를 이룬다. 이 상태에서 의 길이를 확장한 뒤 두 직선을 추가해 

그림 19와 같은 경로를 만든다. 기존의 →→의 순서로 움직이

던 경로 사이에 두 직선이 추가되어 →′→ ′→ ′→의 순서로 

움직이는 경로가 된다. 경로는 칭적 경로로서 ′의 길이와  ′의 길

이가 동일하다. 그림 19의 경로에서 ′의 길이,  ′의 길이, ′의 속

력,  ′의 속력 총 4가지의 변수 값을 결정해주어야 한다.  ′의 속력

은 나머지 4개 변수 값이 결정되면 단 하나의 값으로 결정이 된다. ′
의 길이를 , ′의 속력을 ,  ′의 길이를 ,  ′의 속력을 라

고 하자. 해당 변수 값을 찾기 위해 가능한 변수 값들의 조합을 하나씩 

[그림 17] 조건을 만족시키는 예시(좌)와 그렇지 못한 예시들(중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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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한다. 탐색 범위는 사용자로부터 탐색할 최솟값, 탐색할 최댓값, 탐

색 단위를 지정 받는다. 탐색 범위가 커지면 그만큼 탐색에 많은 시간 

소요되지만 블랜딩 겹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블랜딩 겹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는 (, , , )로 경로를 

생성하고 3.3의 내용 로 가속 시간을 계산한 뒤 , ′,  ′, ′,  
5개의 변에서 모두 블랜딩 겹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한 후 

한 곳에서도 블랜딩 겹침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경로를 생성한다. 

 

[그림 18] 의 위치를 조정해 경로를 수정하는 예시

[그림 19] 의 길이를 확장하① 2개의 직선을 추가한 블랜딩 겹침 문제 해결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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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예리한각 처리 알고리즘

 스테이지는 갑자기 방향을 꺾는 등의 과격한 운동을 수행하면 움

직임에 무리가 간다. 이러한 과격한 운동이 일어나는 표적인 예가 

경로의 모서리를 지나갈 때이다. 블랜딩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된 

경로로 이동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지나치게 꺾이는 각이 작은 모서

리가 존재할 경우 해당 모서리를 완화된 경로로 바꿔주는 것이 좋

다. 예리한각 처리 알고리즘은 스테이지의 가공 경로, 가공 속도, 가

속 시간이 계산되고 난 뒤의 스테이지 경로와 예리한 각의 범위를 

사용자로부터 입력 받아 해당 스테이지 경로에서 모서리가 이루는 

각이 예리한 각의 범위에 포함되는 모서리에 해 완만한 우회 경

로를 생성해준다.

 스테이지 경로 중에 예리한 각으로 판별된 모서리가 있다고 하자. 

이때 기존 경로에서 예리한 각을 이루는 두 변을 LineL과 LineR이라고 

하자. 예리한 각 처리 알고리즘은 그림 20과 같이 기존 경로에 Line, 
Line, Line을 추가해 예리한 모서리를 우회하는 LineL→Line→
Line→Line→LineR의 경로를 생성한다. 

  
[그림 20] 예리한 모서리와 우회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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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 경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수들의 값이 결정 되

어야 한다. 그림 21의 , ,  세 값을 통해 모서리 우회 경로를 

결정한다. 생성 가능한 경로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값은 5로 지정하고 과 를 변수로 둔다. 가공 경로와 더

불어 새로 추가한 직선 Line, Line, Line의 속도를 결정해 주어야 

한다. Line과 Line의 속도는 각각 , 라는 변수로 두고 Line의 

속도는 기존 경로에서 LineL→LineR의 경로로 움직일 때와 새로 생성

한 Line→Line→Line의 우회 경로로 움직일 때 그림 10의 점 과 

에서 동기가 이루어지도록 계산해준다.  

 우회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해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범위에서  

(, , , )로 경로를 생성하고 3.3의 내용 로 가속 시간을 계

산한 뒤 LineL, Line, Line, Line, LineR 5개의 변에서 모두 블랜딩 

겹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한 후 한 곳에서도 블랜딩 겹침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경로를 생성한다.

 

[그림 21] 우회 경로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길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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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최종 알고리즘

 스캐너 경로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3.1부터 3.4까지의 알고리즘을 

거치면 식 (2)의 조건을 만족하는 스테이지 경로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만들어진 스테이지 경로가 블랜딩 겹침 문제를 포함하고 있

을 수 있다. 3.5 알고리즘에서 블랜딩 겹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가 발생하는 선분의 경로를 수정하려고 시도하지만 제한적인 

경우에만 경로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랜딩 겹침 문제를 완전

히 해결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3.6까지의 알고리즘을 거친 후

에도 블랜딩 겹침 문제가 남아있다면 입력 스캐너 경로를 바꿔서 

새로운 스캐너 경로에 해 스테이지 경로를 생성해야 한다. 이때 

스캐너의 가공 경로는 바꾸지 않고 스캐너 경로의 속도만 바꿔준다.

 사용자가 입력으로 준 초기 스캐너 경로에서 가공 속도를 전체적

으로 의 비율로 조정한 스캐너 경로를 라 하자. 은 

원래의 초기 스캐너 경로와 같은 스캐너 경로이고 는 초기 

스캐너 경로에서 각각의 속도를 절반으로 줄인 스캐너 경로이다. 

를 초기 스캐너 경로로 사용해 3.1부터 3.6까지의 알고리즘을 

거쳐 생성한 스테이지 경로를 라 하자. 이때 에서 블랜딩 

겹침 문제가 발생하는  값과 블랜딩 겹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값은 두 구간으로 나뉜다. 즉 다음을 만족하는   인 가 존재

한다. ≤인 에 해서는 에 블랜딩 겹침 문제가 발생하

지 않고  인 에 해서는 에 블랜딩 겹침 문제가 발

생한다. 어떤 두 영역의 경계는 2진 탐색을 통해 찾는 것이 가능하므로 

블랜딩 겹침 문제 유무의 경계 값인  도 2진 탐색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인 스테이지 경로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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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1: 사용자가 입력한 초기 스캐너 경로로부터 을 생성

한다.

 Step 2: 에 블랜딩 겹침 문제가 없으면 을 출력하고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블랜딩 겹침 문제가 존재하면 Step 3을 수

행한다.

 Step 3: 2진 탐색을 통해 를 구한 뒤  사용자에게  값을 알

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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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일 가속 시간을 사용하는 스테이지 경로 

생성 알고리즘

 일부 스테이지 컨트롤러에서는 각각의 가속 운동 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가속 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모든 가속 운동에 

동일하게 적용될 하나의 가속 시간만을 설정할 수 있다. 4장은 단일 

가속 시간 제약 조건이 추가되었을 때의 스테이지 경로 생성 알고

리즘을 소개한다. 

 단일 가속 시간을 사용하는 스테이지 경로 생성 알고리즘은 다양

한 가속 시간을 사용하는 스테이지 경로 생성 알고리즘과 동일한 

입력, 출력 형식을 가진다. 문제 상황도 단일 가속 시간 제약 조건

이 추가된 것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3장의 알고리즘과 동일하다. 따

라서 4장의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3장의 알고리즘을 토 로 동작

한다.

  4장과 3장이 생성하는 스테이지 경로의 차이점은 단일 가속 시간

을 사용하느냐 다양한 가속 시간을 사용하느냐의 차이이다. 따라서 

초기 스캐너 경로로 부터 스테이지의 가공 경로와 속도를 계산하는 

것은 3.1과 3.2 알고리즘을 그 로 적용한다. 가속 시간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알고리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3.3의 가속 

시간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은 각각의 가속 구간에 해서 스테이지

의 가속 운동이 가지는 제약 조건을 만족 시키는 최소의 가속 시간

을 계산한다. 4장의 스테이지 경로 역시 같은 가속 시간 제약 조건

을 가지므로 4장에서 사용하는 단일 가속 시간 값은 3.3에서 구한 

모든 최소 가속 시간들 보다 같거나 커야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속 시간 값 중 최소의 가속 시간은 3.3에서 계산한 다양한 가속 

시간들의 최댓값이다. 즉, 단일 가속 시간 값을 라고 하고 3.3

의 결과로 나온 경로를 라고 할 때 는 식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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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계산된다.

                 max           (24)

 3.4 알고리즘이 해결하는 시작 구간의 동기화 문제는 단일 가속 시

간을 사용하면 식 (15)의 이 변수가 아닌 단일 가속 시간 값인 상

수로 바뀐다. 동시에 첫 직선의 속도를 결정할 때 3.3의 가속 시간 알

고리즘으로 계산한 첫 직선의 속도로 가속하는데 필요한 최소 가속 시

간이 단일 가속 시간 값보다 작거나 같아야한다는 제약 조건이 추가 

된다. 첫 직선의 속도로 가속할 때 필요한 최소 가속 시간을 , 단일 

가속 시간 값을 라고 하면 단일 가속 시간을 사용하는 알고리

즘에서 첫 직선의 속도를 결정하는 문제는 식 (25)를 최소화 하는 문

제가 된다.

             

  ≤        (25)  

 3.6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전체 의 범위에서 식 (25)를 최

소화 하는 을 사용했을 때 블랜딩 겹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블랜딩 겹침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25)의 식을 최소화하는 

을 찾기 위해  값을 조금씩 변화시키며 적절한 을 찾는 방식을 

사용한다. 가능한 전체 의 범위에서 식 (25)를 최소화하는 을 찾

는 방법은 다음을 따른다. 을 의 식으로 표현하면 3.3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스테이지 첫 번째 직선 경로의 X축 방향으로의 길이를 

, Y축 방향으로의 길이를 , max




라 할 때 식 (26)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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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

 식 (26)은  값이 증가함에 따라 0부터 단조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

문에  값이 가 되는  값 가 존재하고 따라서 

 ≤를 만족하는 의 범위는  ≤
로 나타난다. 그

림 22는 이에 한 예시를 보여준다. 따라서 단일 가속 시간을 사용할 

때 스캐너와 스테이지의 첫 시작 구간의 동기화 문제는 식 (25)에서 

 ≤ 조건을  ≤
로 체할 수 있다. 그럼 식 (25)

는 에 한 단조 감소 함수 이므로 만일 식 (25)를 0으로 만드는  

값인  


가  이하라면 이 값으로 스테이지 속도를 정하고 

스테이지와 스캐너의 첫 구간에서의 시간 오차 값 를 0으로 출력한

다. 만일 포함되지 않는다면 범위 내의 가장 큰  값인 를 스테이

지 속도로 정하고 그때의 오차 값인 

를 로 출력

한다.

[그림 22]  ≤ 를 만족하는 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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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가속 시간을 사용하는 스테이지 경로 생성 알고리즘에서도 

3.5, 3.6과 같이 블랜딩 겹침 문제 해결 알고리즘과 예리한각 처리 

알고리즘이 적용 된다. 다만 이때 경로 수정을 시도할 때 각 직선 

경로 사이의 가속 시간은 식 (24)에서 구한 단일 가속 시간을 적용

한 뒤 블랜딩 겹침 문제가 발생하는 지를 검사하여 블랜딩 겹침 문

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로를 찾도록 한다.

 단일 가속 시간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로 위의 모든 알고리즘을 거

쳐서 생성된 스테이지 경로가 블랜딩 겹침 문제가 남아 있을 경우 

입력 스캐너 속도를 바꾸어 주어야 하고 단일 가속 시간 사용 스테

이지 경로도 다양한 가속 시간을 사용하는 스테이지 경로와 마찬가

지로 어떤 에 해  이하의  값에 해서는 를 입력 스

캐너 경로로 사용했을 때 블랜딩 겹침 문제가 생기지 않는 스테이지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성질이 만족된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를 이

진 탐색을 통해 찾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최종 알고리즘은 3.7과 같은 

다음 3단계로 구성된다. 를 입력 스캐너 경로로 사용했을 때 

단일 가속 시간을 사용하는 스테이지 경로 생성 알고리즘에 따라 생성

된 경로를 라고 하자.

 

 Step 1: 사용자가 입력한 초기 스캐너 경로로부터 

을 생성한다.

 Step 2: 에 블랜딩 겹침 문제가 없으면 

을 출력하고 알고리즘을 종료한다. 블랜딩 겹침 문제가 존

재하면 Step 3을 수행한다.

 Step 3: 2진 탐색을 통해 를 구한 뒤  사용자에게  값을 알

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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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결과

 5장에서는 예시 도형들에 해 다양한 가속 시간을 사용하는 알고

리즘의 결과로 생성된 스테이지의 가공 경로들을 소개한다. 스캐너

의 가공 영역 반경은 20mm로 주었고 최  가속도는 9.8m/, 최  

가속도 기울기 값은 150000mm/을 사용하였다.

5.1 Arc1ccw 도형 

Scanner 경로   Stage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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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Arc2ccw 도형

Scanner 경로     Stage 경로

5.3 Pcb1 도형

Scanner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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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경로

5.4 Pcb2 도형

Scanner 경로   Stage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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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Rect2 도형

Scanner 경로     Stage 경로

5.6 Saw1 도형

Scanner 경로     Stage 경로



48

5.7 Saw2 도형

Scanner 경로                     Stage 경로

5.8 Saw3 도형

Scanner 경로      Stage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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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R0 도형

Scanner 경로     Stage 경로

5.10 R5 도형

Scanner 경로     Stage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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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R20 도형

 Scanner 경로       Stage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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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논문에서는 스캐너와 스테이지로 이루어진 레이저 가공 장비에

서 사용자가 원하는 가공 경로와 가공 속도를 가진 스캐너 경로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입력 스캐너 경로를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스테

이지 경로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입력으로 받는 스캐너 경로는 원호 및 직선 가공을 모

두 허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가공을 지원할 수 있고 출력하

는 스테이지 경로는 기본적인 직선 경로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

한 스테이지의 장비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특별히 각각의 가속 운동에 서로 다른 가속 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스테이지 경로와 하나의 가속 시간만을 사용하는 스테이지 경로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함께 제안하였기 때문에 모든 가속 운동에 하

나의 단일 가속 시간만을 지정할 수 있는 제약 조건을 가진 스테이

지 장비에서도 본 논문이 제시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스테이지 경로

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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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ge Path Generation Algorithms for 

Laser Processing

Jeong Hyun Joo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aser processing is frequently used to cut a material in the 

specified shape. A laser processing machine consists of two 

parts, which are a scanner and a stage. A scanner has fast and 

delicate movement but its moving area is limited. On the other 

hand a stage has slow and limited movement but it can move in 

large area. A scanner equipped with a laser is charge of laser 

processing and stage equipped with a scanner supports the 

scanner to cover the whole area of laser processing. Scanner 

path and stage path are represented by G-Code which is de 

facto standard language used to control machines. This paper 

proposes algorithms which generate the G-Code representing 

operable stage path from the G-Code representing scanner path 

specified by a user. Our algorithms successfully generat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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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under the constraint that the same acceleration time should 

be applied for every acceleration area as well. Scanner path is 

implemented using circular arc movement and linear movement. 

Stage path is implemented using only linear movement. As a 

result we expect that our algorithms produce simple stage path 

that can be operated on general machines for scanner path 

supporting various shapes.

Keywords : Scanner path, Stage path, Laser processing, G-Code

Student Number : 2014-2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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