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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초  록 
 
선체외판의 가공은 철을 이용해 선박을 건조하면서부터 선박의 생산에 중요

한 생산 공정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는 선체외판이 선박의 유체 역학적인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에 기인해 선체외판의 가
공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보인 것은 
아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선체외판 가공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술
의 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선체외판 가공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단순한 가공기술

에서 복잡한 가공 시스템으로 선체외판 가공을 인식하는 관점이 달라졌다. 그 
결과 열간가공 기술을 제외한 선체외판 전개 기술을 시작으로 1 차 냉간 굽힘 
가공 기술, 가공 후 완성도 평가 및 가공 후 지원 기술 등이 선체외판 가공 시
스템에 추가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도로 인해 나타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이전에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선체외판 가공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개발 재개이다. 특히 선체외판 가공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인력이 점차 노령화
되고 이들의 은퇴로 인해 발생하는 빈자리를 채워줄 신규 인력의 유입이 미미
한 상황에서 선체외판 가공 시스템에 대한 개발 재개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다.  
본 논문은 복합적인 형상을 갖는 선체외판의 가공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

을 다룬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복합적인 형상은 변곡선을 포함한 선체외판과 
두 가지 이상의 곡률을 갖는 선체외판을 의미한다. 먼저 선체외판 형상인 곡면
이 가우스 곡률을 기준으로 곡률의 부호가 섞여 있는지 확인 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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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률의 부호가 바뀌는 선을 찾는다.  
선체외판의 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변곡판을 판정한다. 변곡판은 선체외판

의 분할 시 20 개 정도 발생한다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변곡선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면을 냉간 가공해야 하므로 그 가공이 까다롭다. 본 연구에서는 변곡선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방향을 선체외판 곡면의 투영 면적이 가장 작은 방향을 기
준으로 하여 변곡선을 계산하는 식을 유도한다. 유도된 식은 다변수 다항식을 
계산하는 방법인 Dual Contouring 을 이용해 계산한다. 변곡선의 계산을 통해 
얻어진 변곡선의 형상과 개수를 기준으로 선체외판의 가공성을 판단한다.  
냉간 굽힘 가공은 굽힘 축과 굽힘 형상을 이용해 선체외판을 벤딩 가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가공 정보의 계산 방법은 굽힘 축의 개수와 
그 형상이 제한 되어있다.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변곡판의 가공과 실린더 이
외의 형상을 이용한 굽힘 가공은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변곡판과 일반 
선체외판에서 적용 가능한 굽힘 축 정보를 윤곽선을 통해 얻는다. 그리고 굽힘 
축이 갖는 미분기하학적인 성질을 이용해 그 굽힘 형상을 얻는다.  
선체외판의 가공 후 완성도 평가 기술은 선체외판의 성형가공과 가공 후 생

산 정보를 획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완성도 평가 기술을 구성하는 단위 기술 
중 그 계산에 대한 시간소요가 가장 큰 것이 가공형상과 설계형상 사이에 대응
점을 계산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선체외판의 완성도 평가 방법들은 점
과 곡면간의 투영을 이용해 대응점을 계산하는 것이다. 평가 기법 자체의 진보
는 있었으나 그 계산 성능의 향상은 미흡했다. 본 연구는 선체외판 완성도 평
가에서 대응점을 계산하는 부분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기존방법과 대응점을 계
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선체외판 완성도 평가의 성
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앞에서 나열한 기존연구 결과의 개선을 
위해 선체외판의 형상인 곡면을 분석하는 식과 이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곡
면간의 간섭이나 최소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그리고 정리된 내용
을 기반으로 기존연구의 개선된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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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어 :  
선체외판 가공 (Hull Forming), 선체외판 가공 공정 분류 (Classification of 

Hull Plates for Plate Fabrication), 냉간 굽힘 가공 (Fabrication of Cold 
Bending), 완성도 평가(Evaluation of Completeness), 미분기하학(Differential 
Geometry), 상징 연산(Symbolic Operation), 다변수 다항식(Multivariate 
Polynomial), 계층 볼륨(BVH: Bounding Volume Hierarchy) 
학  번 : 2008-3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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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서  론 

1.1 연구 배경 
선박은 단일 운송수단 중 가장 많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수송 시스템이

다. 선박은 물이라는 유체 위에서 이동한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유체와 조우하
는 부분은 유체역학적인 성능을 고려한 형상인 곡면의 형태를 갖는다. 선박이 
유체와 조우하는 부위의 형태와 그 기능을 보면 선수 부는 유체와 만나서 조파 
저항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조파 저항을 줄여 선박의 저항 성능을 높이는 형상
을 갖는다. 선미 부는 선박의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프로펠러가 위치해 있다. 선
체를 타고 이동한 유동이 마지막으로 선미 부분에서 프로펠러로 유입된다. 프
로펠러로 유입되는 유체의 흐름은 선박의 추진 성능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선박의 추진 성능을 높이는 형상을 갖는다.  
선체외판의 가공은 기계적인 힘을 이용한 냉간 굽힘 가공과 열과 냉각에 의

한 변형을 이용한 열간가공으로 나눌 수 있다. 냉간 굽힘 가공은 가공하고자 
하는 선체외판이 갖는 주 곡률 중 그 절댓값이 큰 방향을 굽힘 가공하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열간가공 시에 필요로 하는 절대 에너지 양을 줄인다. 따라서 초
기 형상에 대한 적절한 냉간 굽힘 가공이 실시되면 열간가공이 상당히 용이해
질 수 있다. 냉간 굽힘 가공을 실시하는 장비의 기구적인 제약으로 굽힘가공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보통 가공하고자 하는 선체외판이 갖는 곡률 반지름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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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매우 작은 경우 이에 해당한다. 
열간가공은 전개 형상 또는 냉간 굽힘 가공 후 형상에 열과 냉각을 가해 성

형 가공하는 것이다. 열간가공 시 판의 급격한 변형을 유발하기 위해 가열 후 
냉각수를 이용한 강제 냉각을 한다. 일반적으로 열간가공은 곡면을 구성하는 
주 곡률 중 그 절댓값이 작은 방향에 적용한다. 이는 냉간 굽힘 가공에 비해 
발생시킬 수 있는 굽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작업자는 열간가공을 진행하는 중간에 미리 제작된 템플릿(완성도를 평가하

는 형상)을 활용해 선체외판의 완성도를 확인한다. 동시에 다음 열간가공을 진
행할 선체외판의 영역을 판단한다. 이러한 선체외판 가공방법은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가진 작업자에 의해 진행된다.  
선체외판 가공현장은 가공에 이용하는 열원에서 발생하는 제트 분출에 의한 

소음과 냉각수 투입으로 인한 소음이 크게 발생한다. 따라서 실제 작업을 담당
하는 작업자가 받는 작업 외 피로도가 여타 생산공정에 비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투기의 이륙 시 발생하는 소음 강
도에 버금가는 정도의 소음이 선체외판의 열간가공 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숙련된 작업자의 은퇴와 신규 인력의 유입이 순조
롭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선체외판 가공을 오랫동안 
실시한 인력에 경우 청각기능이 여타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비해 많은 문제
가 있다. 따라서 선체외판 가공 자동화는 조선 생산 분야의 오랜 관심사이다. 
선체외판 곡면의 가공과 관련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부분이 선체

외판을 성형하는 과정에 대한 역학적인 해석과 실험을 통해 그 특성을 규명하
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선체외판의 가공 자동화를 위한 선체외판의 전개, 
가열선 계산, 선체외판의 완성도 평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소수의 그룹에서
만 진행되어 왔다. 선체외판의 열간가공을 제외한 연구가 열간가공 연구에 비
해 많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역 공학, CAD, 계측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선체외판 가공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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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융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Figure 1 Shell Plate Offset 

 

선체외판의 가공 현장에 주어지는 형상 정보는 Figure 1과 같은 가공도이다. 
필요에 따라 형상의 완성도를 평가하는 나무틀이 주어지기도 한다. 작업자는 
가공도의 정보를 이용해 가공할 선체외판의 형상을 인지한다. 그리고 인지한 
형상을 이용해 성형에 필요한 가공 방법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한가지 형태의 곡률만 갖는 선체외판의 경우 가공방법의 적
용이 간단하지만 복합적인 형태의 곡률을 갖는 경우 가공방법의 적용이 상대적
으로 어렵다. 그리고 가공도를 보는 작업자의 경험과 기량에 따라 같은 가공도
를 보더라도 다른 형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작업자의 경험과 기
량에 독립적인 선체외판 형상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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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해야 하는 선체외판이 Figure 2와 같이 변곡선(롤 방향의 법선곡률이 ‘0’
인 점의 집합)이 있는 경우 가공도 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변곡선이 있는 경
우 선체외판의 양면을 순차적으로 굽혀 냉간 굽힘 가공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
나 선체외판의 가공을 위해 분할된 판이 변곡선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현재의 
방법(가공도를 이용한 형상의 판정)으로는 이를 정확하기 인지하기 어렵다. 따
라서 변곡선을 포함한 선체외판에 대해 가공방법의 향상을 위해 변곡선의 포함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국부 굽힘(변곡선(점))이 포함된 선체외판의 경우 국부적인 굽힘 형상에 적

합한 냉간 굽힘 가공방법은 아직 제안된 방법이 없다. 그리고 냉간 굽힘 가공
에 이용되는 굽힘 형상의 경우도 실린더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국부 
굽힘을 포함한 형상과 그 외의 형상을 갖는 선체외판의 냉간 굽힘 가공의 개선
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선체외판의 가공과 가공 후 생산 정보(마진 절단 정보)의 획득을 위해 선체

외판 완성도 평가를 수행한다. 완성도 평가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방법 자체의 
틀은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완성도 평가를 구성하는 단위 기술에 대한 개
선의 연구는 보고된 것이 없다. 완성도 평가 방법의 속도 향상을 위한 단위 기
술에 대한 개선 연구가 요구된다.  

 

 
Figure 2 S-plate ((a) Shading model, (b) Boundary model, (c) Inflection line) 

 
Figure 3의 파란색 파선으로 표시된 영역은 본 논문의 주요 관심 대상인 공

정을 나타낸 것이다. 적색 파선은 본 연구에 별도로 다루지 않고 서론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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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는 공정이다. SW1 은 선체외판 곡면의 전개와 관련된 연구이며 SW2 는 
선체외판의 가공 공정 분류와 관련한 연구를 의미한다. SW3는 1차 냉간 굽힘 
가공에 관한 연구이며 SW4 는 열간가공에 관한 연구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SW5는 선체외판의 가공 후 완성도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의미한다. 
 

 

Figure 3 Procedure Hull Forming in This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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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연구 
Figure 3 에서 정리한 내용과 관련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정리한다. 선체외판

가공의 일반적인 특성과 본 논문에서 다룰 세부 주제와 관련한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다. 

1.2.1 선체외판 가공 정보 

선체외판 가공 정보와 관련된 연구는 최근에 많은 진행이 있었다. Ryu[1]는 
가열선 정보의 생성 및 가열 정보를 계산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Shin et al.[2]은 
실제 조선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냉간 굽힘 가공 후 형상과 목적형상 사이에 가
열선 정보의 산출 방법을 연구했다. 그 결과 좀 더 실제에 가까운 선체외판 가
공 정보를 도출할 수 있었다. Park et al.[3]은 선체외판 가공이 한 번에 완료되
지 않고 반복 가열을 실시하여 최종 형상을 완성한다는 점을 감안해 열간가공 
후 형상에 대한 계측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열선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
했다. Park et al.[15]은 실제 가공 시 발생하는 변형의 유발을 좀 더 크게 하거
나 원하지 않은 변형을 방지하는 Dog 와 Wedge 의 적용 시 가열선 정보의 생
성 방법을 제안했다. Park et al.[31]은 삼각 가열을 통한 형상의 가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좌굴 변형과 성형에 필요한 변형이 작게 유발될 수는 상황에서 이
를 방지할 수 있는 가열 패턴을 제안했다. 

 

1.2.2 설계형상의 전개(SW1) 

곡면의 전개는 면 형태의 재료를 다루는 공업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섬유, 신발 등의 산업에서 일찍이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그러나 선체외판
의 가공을 위한 전개에 관한 연구는 적었다. 이는 철이 섬유 등의 재료에 비해 
늘어나는 정도가 크지 않고 변형을 유발하는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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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기에는 전개 과정을 거친 형상도 필요 이상의 마진을 추가했다. 선체외판
에 대한 가공경험이 축척 됨에 따라 설계와 생산이 서로 보유한 데이터를 갱신
하면서 전개 형상에 부여되는 마진의 크기도 줄어들었다. 정량적인 방법으로 
전개 형상을 얻는 연구는 Yu et al.[32]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들은 변형률의 총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방향으로 전개 형상을 연속적으로 변형시켜 변형률의 
총합이 최소인 전개형상을 얻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용된 물리량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 Ryu[13]는 초기 전개 형상과 설계 형상이 
주어지면 이들의 변형 관계를 그린-라그랑주(Green-Lagrange) 텐서로 정의했다. 
변형률 텐서를 통해 정의된 전개 형상의 변형률의 총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최적전개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전개 형상 전체를 이산화하여 이산화된 점을 
설계변수로 변형률의 총합을 목적함수로 정의했다. 그리고 정의한 문제를 계산
하기 위해 Sequential Quadratic Programming(SQP)를 이용했다. 

Figure 4 는 볼록형 곡면을 전개하고 전개 형상을 유한개의 사각형 요소로 
나타낸 것이다. 사각형 요소의 중앙에 표시된 화살표는 요소 중앙에서의 변형
률의 크기와 방향이다. 변형률의 분포 형상과 그 크기를 보면 전개 형상의 외
부에 가까운 부분이 변형률의 분포가 더 크고 내부는 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볼록형 형상을 갖는 선체외판은 그 
외곽을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성형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가공현장
에서는 볼록형 형상을 갖는 선체외판에 경우 전개 형상의 외부 경계 변을 가공
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Figure 5 은 안장형 곡면을 전개하고 전개 형상을 유한개의 사각형 요소로 
나타낸 것이다. 사각형 요소의 중앙에 표시된 화살표는 요소 중앙에서의 변형
률의 크기와 방향이다. 변형률의 분포 형상과 그 크기를 보면 전개 형상의 외
부에 가까운 부분이 변형률의 분포가 덜하고 내부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안장형 형상을 갖는 선체외판은 그 내부
를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성형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가공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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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장형 형상의 선체외판에 경우 전개 형상의 외부 경계 변에서 내부로 들어
가 열간가공을 실시한다. 

 

 
Figure 4 Plotting In-plane Strain Convex Surface(Ryu[13]) 

 

 
Figure 5 Plotting In-plane Strain Saddle Surface(Ryu[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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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가공 방법의 결정(SW2) 

선체외판에 맞는 가공 공정에 대한 분류는 선체외판의 가공 자동화를 달성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다. 또 작업자가 선체외판을 가공하는 경
우에도 필요하다. 현장 작업자는 선체외판을 가공할 때 세 가지 이상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첫 번째는 선체외판의 종류와 구부러진 정도(곡량)를 가공도와 
템플릿(목형)을 통해 추정하는 작업이다. 두 번째는 선체외판을 목적하는 형상
으로 성형하기 위해 가열해야 하는 영역(삼각 가열) 또는 선(선상 가열)을 철판
에 표시하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가열선에 필요한 열량을 결정하는 작업이다. 
선체외판의 곡량을 평가하는 것은 철판에 표시된 템플릿 라인에 템플릿을 위치
시켜 대략적인 곡량을 추정하여 가공 양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또 뒤틀림이 있
는 선체외판의 경우 여러 장의 낱개 템플릿을 겹쳐 뒤틀림 정도를 확인한다. 
선체외판 가공 작업자는 곡량과 뒤틀림 량의 판단 시 전개 형상, 설계 곡면의 
단면 프로파일 그리고 선체외판의 종류(Convex(내종곡), Saddle(외종곡))등을 
참고한다. 가공도에 표시된 선체외판의 종류는 가공 대상인 선체외판에서 가장 
지배적인 형상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하지만 선체외판의 형상은 전부 내종곡이
나 외종곡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지만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가공 대상인 선체외판에서 우세한 비율을 갖는 형상을 이용해 선체외판의 종류
를 표시한 것은 가공 시에 참고사항일 뿐 작업자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
다. 반면 선체외판을 구성하고 있는 곡률의 영역 정보는 작업자에게 선체외판 
가공 시에 선체외판에 각 영역에 맞는 가공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내종곡의 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Over Bending이나 외종곡의 곡 
펴짐(Park et al.[25])에 대한 예측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Kim et al.[23]은 선체외판의 가우스 곡률을 이용해서 선체외판을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분류된 결과는 1차는 평면형, 2차는 실린더형, 3차는 여
러 형태가 혼합된 것이다. 분류 방법으로는 신경망을 이용했고, 분류 시 입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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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체외판의 형상을 분할한 요소의 정보를 사용했다. 신경망의 학습을 위해 
분류 대상 선체외판을 몇 개의 절점으로 분할하고 각 절점에서 가우스 곡률의 
분포 비율을 이용했다.  
 

 

Figure 6 Functional Flow Block Diagram of Line Heating Process with 
Classification of Plates(Noh and Shin[61]) 

 
Noh and Shin[24]은 선체외판 가공 공정을 System Engineering(SE)의 분석

방법을 적용해 분석했고, 분석된 정보를 이용해 선체외판의 특성에 맞는 선체
외판 가공 공정의 분류 방법을 제안했다. SE 를 활용한 선체외판 가공 프로세
스의 분석은 선체외판 가공 공정을 기능별로 분석하는 Functional Flow Block 
Diagram(FFBD)를 통해 실시되었다. FFBD 의 분석 결과 Figure 6 와 같이 선
체외판 가공 전에 수행하는 작업은 생산설계의 범주로 실제 성형과정에 적용되
는 가공 공정은 생산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FFBD 분석은 선체외판 가공 자동
화 시스템의 개발 시 필요한 기술과 구축해야 하는 하드웨어를 미리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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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하고, 또 선체외판 가공 자동화 시스템의 구축 후 확장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지도의 역할을 한다. 또 시스템 확장 시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명세를 할 
수 있게 한다. 
생산설계의 항목으로 묶인 선체외판 가공 공정 분류를 위해 패턴인식 이론

을 적용했다. 이를 위해 선체외판을 구성하는 패턴을 네 가지로 정의했고, 정의
한 패턴을 얻기 위해 표준형상의 개념을 도입했다. 표준형상은 선체외판을 구
성하고 있는 특징적인 형상을 볼록형, 안장형, 실린더형, 평면형으로 구분한 것
이다. 표준형상을 얻는 과정은 선체외판을 분할하여 분할된 요소의 중앙에서 
계산된 가우스 곡률과 평균 곡률을 이용한다. 표준형상을 계산하여 얻은 값을 
네 개의 실수로 구성된 벡터로 변환하여 표준형상의 전체 개수를 정규화 했다. 
그리고 정규화된 표준형상 벡터를 최근접이웃법(Nearest Neighborhood Method)
을 사용해 선체외판 가공 공정의 조합에 할당하는 것으로 선체외판 가공 공정 
분류를 마무리했다. 

Kim[45]은 선체외판의 가공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선체외판을 분할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선체외판 곡면의 분할 시 분할된 선체외판의 변형
률 에너지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목적함수와 분할 기준선으로 변곡선을 
이용했다. 여기에서 사용한 변곡선은 법선곡률이 ‘0’인 점을 몇 개 샘플링 하여 
그 점들을 보간하여 얻었다. 

 

1.2.4 냉간 굽힘 가공(SW3) 

선체외판 곡면의 냉간 굽힘 가공에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Kim et 
al.[17] 은 피라미드 롤러의 선체외판 성형과정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선체외판의 곡률에 맞게 굽힘 양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Park[16] 은 선체외판이 가지고 있는 곡률에 대한 정보를 통계적인 처리 방법
을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굽힘 영역에 대한 결정 방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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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mposition Curves of Cylinder Surface 
 
Figure 7 은 실린더를 구성하는 Ruling(모선)과 Directrix(준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파선이 준선이고 실선이 모선이다. 
Yoon et al.[18] 은 실제 조선 생산현장에서 일차 냉간 굽힘 가공 후 2차 열

간가공을 진행하는 공정을 고려해 냉간 굽힘 가공에 필요한 생산정보를 얻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제안된 방법의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
저 롤 벤딩 축(모선)이 위치해야 할 방향을 결정한다. 모선의 방향을 법선벡터
로 하는 평면을 모선 방향으로 여러 개의 만든다. 그리고 만들어진 여러 개의 
평면을 이용해 주어진 선체외판 곡면과 교차선을 계산한다. 계산된 교차선 전
체를 근사하는 곡선을 실린더의 준선으로 사용해 전체 곡면을 근사는 실린더를 
정의했다. 그가 제안한 방법은 실린더의 모선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와 모선 방
향을 이용해 곡면의 전체를 근사하는 단면 곡선(준선)을 계산하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모선이 위치해야 하는 방향을 결정할 때 Gauss Image가 갖는 기하학
적인 특성을 이용해 모선 방향에 대한 후보 군을 결정했다. 이후 결정된 모선
의 후보 방향 중 곡면을 투영할 때 그 투영 면적의 크기가 가장 작게 나오는 
방향을 곡면을 근사하는 실린더의 모선 방향으로 정의했다.  
앞서 제안된 방법들을 변형률의 관점에서 보면 굽힘을 가하는 실린더의 위

치는 변형률이 가장 작게 나타나는 방향과 일치한다. 이는 실린더를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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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라 단순 곡면으로 만들어 이를 전개한 형상과 목적형상(실린더를 절반으로 
잘라 단순 곡면)의 면내 변형률을 표시하면 면내 변형률이 ‘0’인 방향과 실린더
의 모선 방향이 비슷한 방향을 보이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yu et al.[19]는 차분진화 기법을 적용해서 실린더형 곡면의 형상 변수를 결
정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제안된 방법은 선체외판을 전개 가능한 음 함수 곡면
으로 근사화하는 방법이다. 이때 사용한 음 함수 곡면의 차수는 2 차이다. 이를 
위해 음 함수 곡면식을 구성하는 변수를 가우스 곡률을 이용해 얻었다. 그리고 
음 함수를 구성하는 변수를 얻기 위해 차분진화 기법을 적용했다. 

 

1.2.5 열간가공(SW4) 

열간가공에 대한 연구는 1950 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초기 연구는 열에 의해 
철판이 변형하는 원인과 그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1990 년대에 들어서 그
동안 소개된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선 가열에 대한 자동화 연구가 시작
되었다. Ueda et al.[4,5]는 설계 형상, 고유 변형도, 가열 위치, 가열 시 발생하
는 변형에 대한 정보 그리고 고유 변형도의 방향 정보를 이용해 가열선 정보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Moshaiov and Latorre[6]는 열 분포에 따라 발생하
는 굽힘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Chang et al.[7]은 열탄 소성 해석을 통해 가
열 시 발생하는 변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Chang and Moon[8]은 가열선에 
대한 정보를 설계 형상과 가공 형상의 사이에서 계산되는 곡면(변위 차 곡면)
이 갖는 주 곡률의 극점을 통해 계산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Shin et al.[9]은 주 
변형률의 방향을 이용해 가열선을 결정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Shin and Ryu[44]
는 비선형 변형 기하를 이용해 가열선을 결정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러한 연
구에서 제안된 결과들은 반복 가열을 수반하는 실제 선체외판 성형가공 적용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Park et al.[3]은 가공 형상과 목적 형상 간의 정합 기법을 
적용해 가열선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Shin and Lee[10]는 철판의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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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잔류하는 변형과 열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이를 통해 열원 온도와 속도 
그리고 굽힘 변형 양 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Chang et al.[11]은 고유 변형도
를 이용한 삼각 가열 정보를 계산했고 Kim et al.[12]은 삼각 가열 형상을 결정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Figure 8 는 선상 가열의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열원에 의한 가열
부 팽창과 비 가열 부 저항 그리고 냉각에 의한 가열 부 수축으로 철판에 굽힘
변형이 발생한다. 선상가열의 경우 외종곡(Saddle) 형태의 선체외판 가공에 주
로 적용된다. 그리고 냉간 굽힘 가공을 실시한 반대 면에 선상 가열을 실시한
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냉간 굽힘 가공 시 성형된 형상이 다시 평평해지는 
곡 펴짐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선상 가열에 필요한 가열선의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중 

Shin et al.[9]이 제안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공 대상 형상(전개 형상이나 냉
간 굽힘 가공을 마무리한 형상)과 설계 형상 사이에 사상 관계를 설정한다. 가
공 대상 형상의 위에 균일한 간격을 갖는 예비 가열 시작점들을 계산한다. 임
의의 예비 가열선 시작점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계변형각(가열선을 
구성하는 점이 가열과 냉각을 통해 굽혀지는 최대 각 변형량)을 생성하는 범위 
내에 있는 예비 가열선 시작점들을 제거한다. 남은 예비 가열선 시작점을 이용
해 가열선을 계산한다. 계산된 가열선과 임계변형각 간의 관계를 보면 임계변
형각의 크기가 크면 가열선의 개수가 줄어들고 그 반대면 가열선의 개수가 증
가한다.  

Figure 9 은 삼각 가열의 원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열원에 의한 가열
부 팽창과 비 가열 부 저항 그리고 냉각에 의한 수축에 의해 철판에 굽힘 변형
과 수축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삼각 가열의 경우 내종곡(Convex) 형태의 선체
외판 가공에 주로 적용된다. 그리고 냉간 굽힘 가공을 실시한 면에 적용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냉간 굽힘 가공 시 성형된 형상이 더 굽혀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삼각가열은 굽힘 변형 보다는 수축에 의한 변형에 기반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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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면내 변형률의 분포 형태를 이용해 가열 형상을 얻는다. Kim et 
al.[12]은 삼각 가열 형상을 얻기 위해 냉간 굽힘 가공을 실시하는 방향과 수평 
한 변에 삼각가열 형상을 배치했다. 삼각 가열 형상의 시작점 위치를 얻기 위
해 가열 형상이 배치되는 변 위에 그 후보 점을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었다. 그
리고 임의의 가열 후보 점과 임계변형각을 형성하는 점 사이에 있는 후보 점은 
제거하고 남은 후보 점 위에 삼각 가열 형상을 배치했다. 

 

 

Figure 8 Mechanism of Line Heating(Ryu[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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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Mechanism of Triangle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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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선체외판 가공 후 완성도 평가(SW5) 

가공 후 생산정보 중 대표적인 것이 선체외판의 완성도 평가와 마진 절단선 
이다. 이들 생산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합 기법을 사용했다. 정합이란 두 가지
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하나는 여러 개의 점 군 혹은 곡면의 비슷한 부분을 
찾고 이를 합쳐 하나의 완전한 형상을 얻는 것과 두 형상 간의 유사성을 평가
하는 것이다. 선체외판 가공 후 생산정보 획득 시 적용되는 정합은 두 번째 개
념이다. 구체적으로 사각형 곡면의 형태로 주어진 형상 간의 유사성을 비교하
는 것이다. 두 곡면 간 유사성을 평가하는 정합은 비교하고자 하는 두 개의 곡
면 간의 대응점 찾는 것으로 시작된다. 대응점을 계산해서 공분산 행렬을 구성
하고 이를 변환하여 비교의 대상인 곡면을 강체 변환하게 할 수 있는 변환행렬
을 계산한다. 변환행렬을 이용해 비교 대상 곡면을 강체 변환하고, 다시 대응점
을 계산하여 목적함수(대응점 간의 거리 제곱의 합)의 값이 가장 작으면 정합
과정을 종료하고 아니면 앞의 과정을 반복한다.  

Lee and Shin[20]은 계측을 통해 얻은 곡면 데이터와 설계 곡면 간의 유사
성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정합 기법을 사용했다. 기본 정합만 사용했기 때문에 
선상 가열 후 생산단계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마진 절단선 정보의 확보
는 힘들었다. Kim et al.[21]은 사각형 곡면의 특정한 점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
자가 지정한 임의의 점을 여러 번 중첩하여 중첩된 점을 정합의 기준으로 하는 
완성도 평가 방법을 제안했다. Lee and Shin[20]과 Kim et al.[21]의 연구는 정
합 기법의 기본 개념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합 된 결과는 목적함수의 값이 가
장 작은 상태에서 종료된다. 때문에 두 개의 곡면이 서로 관통한 상태에서 정
합이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선체외판의 가공 후 가장 중요한 마진
면에 대한 절단 정보를 항상 설계 형상이 가공 형상의 중앙에 위치한 상태의 
정보로만 제공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항상 사면을 절단해야 하는 사면 마진의 
형태로 절단 정보가 얻어지게 된다. 반면 실제 현장에서는 선체외판을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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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곡면 중에서 곡률의 변화가 가장 큰 선수미 부분을 제외하면 사면 마진을 
부여한 상태에서 선체외판 가공을 실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마진을 부
여하더라도 각 변형을 고려해 철판의 한쪽 변이나 서로 인접한 두 개의 변에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현장에서는 다년간의 생산 경험을 통해 마진
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 선체외판이 있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  

Park[22]은 기본 정합 기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약 정합 기법을 도입
했다. 먼저 선체외판의 특성에 맞는 마진면 절단 정보를 얻기 위해 꼭짓점 정
합과 모서리 정합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항상 사면 마진에 대한 절단 정보로 
얻어지던 것을 이면 마진(가공 후 마진 절단선이 두 개인 상태)이나 삼면 마진
(가공 후 마진 절단선이 세 개인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서도 적용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정합 후 형상 간의 관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약 정합 후 처
리를 추가하여 서로 관통하지 않는 상태로 정합 결과가 출력되도록 했다. 그 
결과 선체외판 가공 후 마진의 절단 시 설계 곡면이 갖는 경계 곡선의 길이가 
항상 보존될 수 있었다. 경계곡선 길이는 선체외판의 조립단계에서 서로 접합
되는 부분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마진면 절단시 경계곡선의 길이를 보
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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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존 연구의 한계점 
앞의 관련 연구를 통해 정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 또는 개선이 필요한 내

용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논의하게 될 구체적인 연구주
제를 정리한다.  

 

1.3.1 가공 방법의 결정(SW2) 

기존에 제안된 방안들은 가공 공정 분류의 기준인 표준형상을 계산하기 전 
두 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표준형상의 판정 기준과 대상 선체외판의 분할 정도
(분할 해상도)이다.  
표준형상의 판정 기준은 표준형상으로 정의한 네 가지 형상을 가우스 곡률

과 평균 곡률을 이용해 어떻게 분류하는 가이다. 곡면 전체가 볼록형과 안장형
인 경우 비교적 쉽게 분류할 수 있다. 반면 실린더형의 경우 미분기하학적으로 
가우스 곡률과 평균 곡률이 각각 ‘0’과 ‘0’이 아닐 때로, 평면형의 경우 
가우스 곡률과 평균 곡률이 각각 ‘0’일 때로 정의된다. 엄밀하게 보면 분할
한 요소의 중앙에서 실린더형과 평면형 표준형상을 계산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정한 수준의 허용치를 설정하여 실린더형과 평면
형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표준형상에 대한 판정 시 
적용한 기준치와 그 필요성은 밝히지 않았다. 
분할 해상도는 선체외판을 몇 개의 요소로 분할하여 표준형상을 결정하는가

에 대한 정의이다. 사각형 곡면 경우 분류를 위해 Iso-Parametric(등 매개변수)
를 이용해 선체외판을 분할한다. 등 매개변수를 이용해 선체외판을 분할하는 
것은 곡면의 도메인을 동일한 크기로 분할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체외판의 곡
면 형상이 기하학적으로 동일한 크기의 요소로 분할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곡면 전체가 동일한 곡률을 갖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사각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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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판을 이루는 네 개의 경계곡선 중 마주 보는 두 경계 곡선의 Chord-
Length(현길이)의 차이가 크고 선체외판을 구성하고 있는 표준형상이 다양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선체외판의 분할 연구에서 사용한 변곡선은 보간을 통해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변곡선은 곡면상에 연속한 선/곡선의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단순
히 몇 개의 점들을 이용해 보간 하면 그 결과가 진동할 가능성이 있다. Figure 
10 은 주어진 곡선을 몇 개의 점을 이용해 보간하여 근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표현한 것이다. 적색 선이 원래의 곡선이고 파란색 파선이 샘플링한 점
을 보간하여 얻은 곡선이다. 흑색 점은 원 곡선을 샘플링하여 얻은 점이다. 

 

 

Figure 10 Comparison Original Curve(Solid Line) and Interpolation 
Curve(Dash Line) 

 

1.3.2 냉간 굽힘 가공(SW3) 

냉간 굽힘 가공(롤 벤딩 가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롤 벤딩 축의 위치와 
굽힘 형상이다. 기존 연구에서 롤 벤딩 축의 위치를 얻기 위해 선체외판의 형
상인 곡면을 기하학적으로 분석하여 얻은 방향을 이용했다. 그리고 굽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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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롤 벤딩 축의 방향으로 여러 개의 
평면을 만든다. 그리고 여러 개의 평면과 곡면 간의 교차를 통해 얻어진 여러 
개의 교차 곡선을 만든다. 생성된 교차 곡선을 근사하는 곡선을 만들고 이때 
만들어진 근사 곡선의 만곡점(곡률의 극값)을 이용해 굽힘 형상을 결정한다.  
기존 연구에서 굽힘 형상을 만드는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개의 단면 곡선을 하나의 곡선으로 근사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단면 곡선이 갖
는 특징(국부 굽힘)은 무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굽힘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
를 이용해 선체외판의 형상인 곡면(선체외판)을 가장 잘 나타내는 1 차 곡면의 
정보를 얻는 것이 S 곡(국부 굽힘)에 유효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S 곡이란 선
체외판 형상인 곡면이 갖는 법선곡률(Normal Curvature)를 기준으로 법선곡률
이 ‘0’인 선과 법선곡률의 극점을 포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변곡선은 선체
외판 곡면에서 법선곡률이 ‘0’인 점을 연결한 것이다. S 곡은 다른 선체외판
에 비해 냉간 굽힘 가공이 까다롭다. 이는 서로 다른 면을 순차적으로 굽혀 가
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양쪽 면을 순차적으로 굽혀야 할 때 굽힘 축의 
위치는 그 정확한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선체외판 가공을 전반적으
로 파악하고 있는 숙련공의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굽힘을 가하기 위해 
필요한 굽힘 형상도 그 연구 결과가 실린더 형상에 수준에 머물러있다. 그러나 
냉간 굽힘을 가하는 설계 형상은 매우 다양하다. 또 냉간 가공을 통해 굽혀지
는 굽힘 양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 굽힘 형상이 설계 형상에 
맞지 않는 경우 냉간 굽힘 가공을 통해 얻어진 성형 양의 부족한 부분을 전적
으로 열간가공을 통해 얻어야 한다. 따라서 실린더 형상 이외에 굽힘 형상이 
필요하다. 조선소의 생산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부의 경우는 열
간가공과 냉간 굽힘 가공의 인력을 서로 순환 배치하여 다양한 형상에 대한 가
공능력을 배가 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S 곡을 포함한 일반적 형상에서도 유효
한 냉간 굽힘 가공 정보의 도출이 필요하다. Table 1 는 기존 소개된 연구결과
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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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Previous Method for Cold Bending 

 Roll Position Roll Shape S-Plate 
Kim et al.[17] One (Extreme Curvature) Cylinder Not Applicable 
Park[16]  One Cylinder Not Applicable 
Yoon et al.[18]  One Cylinder Not Applicable 
Ryu et al.[19]  One Cylinder Not Applicable 

 

1.3.3 선체외판 가공 후 완성도 평가 (SW5) 

선체외판 곡면의 완성도 평가 방법은 많은 연구를 통해 그 방법이 제안되어 
왔다. 대부분의 완성도 평가 방법은 정합 방법을 이용하거나 이를 개선하여 완
성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용했다. 반면 정합 시 가장 큰 계산 시간을 요구
하는 대응점 계산 부분에 대한 개선 연구는 드물었다. 대응점 계산은 강체 변
환을 실시한 후 새로운 자세가 결정되면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합 
종료 후 정합 상태에 대한 평가를 위해 모든 점에 대한 대응점이 항상 계산되
어야 한다. 이는 모든 대응점 간의 거리의 평균이나 거리 제곱의 평균을 기준
으로 두 형상 간의 유사성을 평가할 때 평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점(두 형상 중 하나가 점 군으로 변환된 결과)에 대한 대응점을 항상 얻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반면 기존 연구는 대응점 계산에 관해 별도로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선체외판 가공 완성도 평가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정합 
기법의 성능 향상을 위한 대응점 계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2 는 기
존 소개된 연구결과를 비교한 표이다. 

 
Table 2 Comparison Previous Method for Complete Evaluation 

 Matching method Calculation method corresponding point 
Lee and Shin[20]  Basic matching Point Projection to surface 
Kim et al.[21]  Basic matching Point Projection to surface 
Park[22]  Constrain matching Point Projection to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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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반 기술 
기존 연구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반적인 기술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사용되는 기술과 연결된 개선 연구를 소개한다.  

1.4.1 형상 분석 

곡면의 형상 분석은 곡면이 갖는 곡률의 최대/최소점을 찾거나 임의의 관점
에서 곡면을 볼 때 나타나는 윤곽선을 계산하는 등에 다양한 것들이 있다. 
Elber[26]는 Symbolic Operation(상징 연산)을 응용하여 곡선/곡면과 관련한 다
양한 문제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다. 그 응용 사례로 곡면의 곡률 
곡면(곡면이 갖는 도메인 값과 곡률 값으로 구성된 곡면)을 상징 연산을 통해 
직접 얻었고, 곡률 곡면에서 등곡률선을 분할 방법을 통해 계산했다. Meakawa 
and Patrikalakis[27]는 상징 연산을 이용하여 생산을 위한 곡선/곡면의 형상 
분석(Shape Interrogation)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가우스 곡률의 등곡률선을 
찾기 위해 상징 연산으로 곡면의 곡률 곡면을 계산하고 Interval Projected 
Polyhedron(IPP:Sherbrooke and Patrikalakis[30])을 이용해 시작점을 계산하고, 
계산된 시작점을 이용해 상미분방정식(Runge-Kutta)을 풀이하여 등곡률선을 
얻었다. Nam[28]은 곡면의 형상분석에 대한 연구로 가우스 곡률을 계산하여 계
산된 값을 곡면으로 보간하여 곡률곡면을 얻었다. 그리고 평면과 곡률곡면의 
교차를 통해 등곡률선을 계산했다. 

 

1.4.2 기하 연산의 가속화 

대용량의 메시 혹은 곡면 모델 간의 충돌이나 최단거리 계산은 컴퓨터 그래
픽스, 물리엔진 등에서 매우 자주 요구되는 연산이다. 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방
법으로는 대용량의 모델에 대한 충돌이나 최단거리 계산은 한계가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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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내에 결과를 요구하고 한 번에 많은 모델 간의 계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 주어진 
모델을 여러 계층의 볼륨으로 재구성하고 구성된 볼륨 간 계산을 통해 모델의 
간섭 여부이나 최단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Bounding Volume 
Hierarchy(BVH)라 한다. BVH 는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많이 경감시켜주는 
이점이 있다. BVH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삼각형 메시 혹은 곡면을 여러 개의 
볼륨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반면 실제 모델을 여러 개의 볼륨으로 변환하면 그 
저장용량이 입력 모델에 수 배에서 수천 배를 능가하게 된다. 이는 완벽히 모
델을 포함하는 볼륨을 계산하기 위해 볼륨 계층 각각이 갖는 오차를 해당 계층
마다 저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BVH 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곡면 혹은 메시를 완전히 포함하는 볼륨을 최대한 작은 용량으로 얻어야 한다. 

 

1.4.3 열간가공을 제외한 선체외판 가공기술의 개선을 위한  

기하학적인 방법 

본 절 1 항과 2 항에서 정리한 기술을 이용해 기존에 제안된 방법들의 한계
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선체외판 가공 공정을 분류하는 단
계에서 1항에 소개된 형상 분석 방법의 일부를 적용한다. 냉간 굽힘 가공 방법
의 경우 3 절에서 언급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공 공정 분류와 동일하게 
형상 분석 방법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선체외판 가공 완성도 평가에서 사용
하는 대응점 계산의 성능 향상을 위해 기하 연산 가속화 기법을 적용하고 기존 
대응점 계산 방법과 비교한다. 

Figure 11 는 선체 외판 가공의 주요 공정 중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공정과 
3 절에서 정리한 주요 한계점을 개선할 때 사용할 대안을 표시한 것이다. 밑줄
로 표시한 것은 각각의 연구 주제를 다룰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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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Improvement for Hull Forming in This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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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기하학적인 문제를 계산하는 기법들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에 제안된 방법(열간가공을 제외한 가공기술)들의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
안에 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2 장과 3 장에서는 형상의 분석 식과 수식으로 
표현된 형상 분석 문제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그 수치적인 특성에 관해 논의
한다. 그리고 다변수 다항식의 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개선된 방법을 논의한다. 
최근에 소개된 곡선/곡면과 관련한 기하학적인 문제들을 계산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가속화 기법들을 소개한다. 나머지 4장 ~ 6장은 선체외판의 가공과 관련
한 기존 연구의 개선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 그리고 7 장은 결론으로 구성된다. 
Figure 12는 본 논문을 구성하는 각 장의 연결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Figure 12 Relationship each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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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면의 특성 및 기본 방정식 

 
2. 곡면의 특성 및 기본 방정식 

Figure 13는 기존 연구와 개선 연구에서 다루어질 전체 키워드를 정리한 것
이다. 그리고 이들 키워드들과 관련된 연구 내용들을 연결한 것이다. 본 장에서
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형상 분석 식과 기하 연산 방법을 정리한다.  

Figure 14은 Figure 13에 나열된 내용 중 본 장에서 다루어질 곡면의 특성 
분석 식 및 기본 방정식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굵
은 파선으로 표시된 영역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Figure 13 Diagram of Shape Interrogation and Calcul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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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Diagram of Basic Shape Interrogation and Calcul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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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곡면의 특성 분석 식 
매개변수 곡선/곡면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본 절

은 선체외판의 형상인 곡면이 갖는 미분기하학적인 특징을 계산할 수 있는 식
을 정리한다. 그리고 선체외판의 가공 시 응용되는 분야를 소개한다. 

 
2.1.1 Gauss Curvature 
가우스 곡률은 곡면의 볼록한 정보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선체외판의 가공

공정 분류 시 분류 기준의 하나로 이용한다.  
  =  = ( −)( − ) 																																																				(2.1.1) 
 
식(2.1.1)은 가우스 곡률을 나타내는 식이다. 가우스 곡률은 주 곡률의 곱으

로 표현할 수 있다. ,  는 주 곡률이다. ,,  은 곡면의 Second 
Fundamental Form 이고 , ,  은 곡면의 First Fundamental Form 이다. 분
모와 분자를 구성하는 식은 Appendix C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좀 더 자세
한 내용은 Patrikalakis and Meakawa[14] 를 참고하면 된다. 

 
2.1.2 Mean Curvature  
평균 곡률은 가우스 곡률이 ‘0’인 곡면의 전개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곡률이

다. 가우스 곡률이 ‘0’이고 평균 곡률이 ‘0’이 아닌 경우 전개 가능한 곡면이다. 
선체외판의 가공 공정 분류 시 그 기준의 하나로 이용한다.  

  = 12 ( + ) = 12 ( +  − 2)( −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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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1.2)는 평균 곡률를 나타내는 식이다. 평균 곡률은 주 곡률의 평균으로 
표현할 수 있다.  

 
2.1.3 Normal Curvature 
법선곡률은 곡면 위에 점 를 지나는 가상의 곡선 ()가 있을 때 점 에서 

곡률 벡터 을 계산하여 점 의 법선 에 를 정사영 시킨 후 다시 방향의 
성분을 계산한 것이다. 법선곡률은 선체외판의 변곡선을 포함하고 있는지 평가
하거나 가장 굽힘을 보이는 지점을 찾는데 사용된다.  

  = () + 2 + ()() + 2 + () 																																																				(2.1.3) 
 
식(2.1.3)은 법선곡률( )을 나타내는 식이다. , 는 법선곡률을 계산할 때 

필요한 도메인 상의 증 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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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하 연산 
본 절은 선체외판의 가공 시 사용되는 미분기하학적인 특성을 제외한 기하

연산을 다룬다. 곡면 또는 특정 형상이 주어진 경우 그들간의 특성을 찾는 방
법과 곡면 자체의 특성을 찾는 방법을 정리한다. 그리고 이들이 방법과 연결된 
선체외판의 가공 기술을 정리한다.  

 

2.2.1 형상 투영 방법 

형상의 특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형상을 특정 방향으로 
투영하여 생성되는 형상을 이용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기존에 소개된 냉간 
굽힘 가공 연구에서 굽힘 형상의 모선(축)의 방향을 결정할 때 투영 형상(기하
학적인 특성)을 이용해 모선 방향에 대한 후보 군을 결정했다. 결정된 후보 방
향들 중 곡면을 투영했을 때 그 투영된 면적이 가장 작은 방향을 냉간 굽힘 가
공을 위한 실린더 근사 시 모선 방향으로 이용했다. 이는 실린더를 회전 시키
다 특정한 방향에서 실린더를 보면 호 형상을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 이때 
실린더 모선의 방향과 호 형상을 보이는 방향은 서로 평행을 이룬다. 따라서 
실린더를 특정한 방향으로 회전시켜다 투영시켰을 때 얻어지게 되는 면적이 가
장 작은 경우 그 방향을 실린더의 모선과 동일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를 일반적인 형태로 갖는 선체외판에 적용하면 주어진 형상을 근사하는 실린더 
모선의 방향은 형상의 투영 면적이 최소가 되는 방향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현재까지 소개된 냉간 굽힘 가공 방법들은 곡면에 대한 기하학적인 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롤 벤딩 가공 시 필요한 정보들을 얻는 방법이 다수를 차지했
다. 이때 적용된 개념 중 하나가 Gauss Image 이라는 개념이다. Gauss Image
는 곡면의 법선 벡터를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x)로 만들어 고유치 해석
으로 분석한 결과를 롤 벤딩 가공 정보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Ga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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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를 적용한 결과만 소개되었고 이와 유사한 방법에 대한 비교 연구는 시
도된 적이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기존 연구들은 가공에 필요한 정
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 항은 Gauss Image 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주성분 분석법)의 정의와 그들이 갖는 기하학적인 성질을 정리한
다. 

 
2.2.1.1 PCA 

임의의 차원으로 주어진 데이터의 특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주어진 데이터를 근사하는 곡선/곡면을 계산할 수도 있고, 데이터의 평균과 그 
편차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맞는 좌표계를 생성하는 
방법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PCA(Jolliffe[43])는 임의의 차원으로 주어진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좌표계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임의의 개수의 차원을 갖는 데이터의 성향을 좌
표계의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PCA는 주어진 데이터의 공분산 행렬
을 계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계산된 공분산 행렬은 몇 가지 특성을 보인다. 
열과 행의 개수가 주어진 데이터를 갖는 차원 개수와 동일하고 정방행렬의 형
태를 보인다. 그리고 행렬의 대각 성분을 기준으로 행렬요소가 서로 대칭 한다. 
계산된 공분산 행렬은 고윳값과 고유벡터로 분해할 수 있다. 고유벡터는 주어
진 데이터의 성향을 표현하는 좌표계의 방향이 된다. 그리고 고윳값은 고유벡
터의 특정한 성질(분포 편차 등)을 나타낸다. 
  = {,  , … , }																																											(2.2.4)			 = ∑  																																																					(2.2.5)		 =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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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7)		 ∙  =  ∙ 																																																												(2.2.8)		 = { … }																																																						(2.2.9)		 = { … }																																																		(2.2.10)	
 

식(2.2.4)은 임의의 차원과 임의의 개수를 갖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는 데
이터 전체를 의미하고, , , … , 는 각각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식(2.2.5)는 
전체 데이터의 평균을 계산하는 식이다. 은 전체 데이터의 개수이고,  는 
전체 데이터의 평균을 의미한다. 식(2.2.6)은 전체 데이터를 식(2.2.5)에서 계산
된 전체 데이터의 평균으로 빼서 벡터화하는 식이다. 는 각 데이터를 평균
으로 뺀 벡터이다. 식(2.2.7)는   전체를 하나의 행렬로 만들고 만들어진 행
렬과 그 전치행렬을 곱해 공분산 행렬 을 계산하는 식이다. 	행렬의 행과 
열의 개수는 각각 데이터와 차원의 개수이다. 식(2.2.8)은 을 고윳값과 고유
벡터로 분해하는 식이다. 식(2.2.9)와 식(2.2.10)의 와 는 각각 행렬	의 고
윳값과 고유벡터를 나타낸다. 이 고유벡터 의 차원은 의 차원과 동일하다.  

Figure 15 는 2 차원에서 주어진 데이터에 대한 PCA 의 수행한 결과와 그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나타낸다. (a)는 주어진 임의의 데이터이고 (b)
는 PCA 를 통해 주어진 데이터의 분포 특성에 맞는 좌표계를 계산한 것이다. 
(c)는 2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좌표계를 이용해 주어진 데이터를 완전
히 포함하는 경계 상자를 생성한 것이고, (d)는 데이터에 맞는 좌표계를 통해 
얻어진 포함 상자를 생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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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2D Data PCA 
((a) Given Data, (b) Body Fixed Axis by PCA,  

(c) Bounding Box, (d) AABB(Axis Aligned Bounding Box) Axis from PCA) 
 

짝을 이루는 고윳값과 고유벡터를 주어진 데이터의 분포와 비교해 보면 다
음과 같은 성질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고윳값이 가장 큰 고유벡터의 방향을 
기준 축으로 정하고 주어진 데이터를 기준 축에 맞게 정렬한다. 정렬된 데이터
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고윳값이 가장 작
은 고유벡터의 방향을 기준 축으로 정하고 주어진 데이터를 기준 축에 맞게 정
렬한 후 정렬된 데이터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 차원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고 그 이상의 차원에서도 동
일하다.  
삼차원 공간에서 임의의 점 군이 주어지는 경우 PCA 를 통해 얻어진 고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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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 고유벡터가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고윳값이 가장 큰 고유벡터를 이
용해 평면을 구성하고 구성된 평면에 주어진 점 군을 투영하여 투영된 점을 포
함하는 최소 포함 상자의 면적을 계산하면 가장 작다. 이와 동일하게 고윳값이 
가장 작은 고유벡터를 이용해 평면에 투영된 점을 포함하는 최소 포함 상자의 
면적을 계산하게 되면 가장 큰 면적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Figure 15 
(d)의 점 군을 포함하는 직육면체 두 변의 길이를 보면 한 변은 그 길이가 길
고 다른 것은 짧은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2.1.2 Gauss Image 

Gauss Image 는 Gauss mapping(가우스 변환)을 통해서 얻어지는 상이다. 
임의 목적 곡면 S 위의 점 P 를 잡고, 그 점에서 곡면에 수직인 단위 법선벡터 
N 을 계산한다. 모든 N 의 출발점을 원점에 위치시키면, N 의 끝점은 단위 구 
위에 존재하게 된다. 이때 단위 구 위에 생성되는 상을 Gauss Image 라 하고, 
이러한 변환을 가우스 변환이라 한다. 임의 차원을 갖는 법선 벡터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3차원 곡면이 전개 가능할 때 Gauss Image는 단위 구 위에 점이나 원호로 
나타난다. 평면은 Gauss Image 가 점이고 실린더는 원호이다. 반면 형상의 전
개가 불가능한 임의 곡면들은 Gauss Image 가 단위 구 위의 곡면으로 나타난
다. 

 

 

Figure 16 Cylinder Surface 



제 2 장 곡면의 특성 및 기본 방정식 
 

 36

 

 
Figure 17 Gauss Image of Cylinder Surface with Unit Sphere 

((a)Arbitrary View, (b) Front View, (c) Top View, (d) Side View) 
 

Figure 16는 실린더형 곡면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17는 실린더형 곡면을 
가우스 변환을 통해 단위 구 위에 점으로 표시한 것이다. (a)는 임의 방향에서 
본 형상이고 (b), (c), (d)는 각각 정면(Front), 위(Top), 측면(Side)에서 본 형상
이다. 이때 점의 형상은 작은 육면체 모양으로 표시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Gauss Image를 정면에서 보면 하나의 호(Arc) 형태로 단위 구 위에 표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본 형상은 파선 형태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개변수 곡면으로 표현된 형상의 경우 바로 Gauss Image 를 계산할 수 없

다. 그러므로 곡면을 대표할 수 있는 n 개의 점을 선택해야 한다. 곡면의 이산
화(Discretization)를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Gauss Image 의 계산 결과
는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곡면에 대한 이산화를 별도로 논의하지 않
는다. 곡면의 이산화를 위해 매개변수 곡면이 갖는 도메인을 균일 분할하는 방
법을 적용했다. 이때 선택되는 법선벡터는 곡면의 이산화한 통해 생성된 요소
의 중앙점의 법선벡터이다. 그리고 각 요소의 면적과 곡면의 전체 면적의 비를 
각 법선벡터의 가중치로 고려했다. 가중치를 고려한 것은 선택된 법선벡터들이 
곡면을 이산화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게 되므로 곡면의 특성을 완벽하게 표현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대한 곡면이 갖는 기하적인 특성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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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기 위해 각 법선벡터의 변환에 가중치(Weight)를 부여한다. 이러한 가우스 
변환을 가중치 가우스 변환(Weighted Gauss mapping)이라고 한다. 

  = {, , … , }																																																																	(2.2.11)	
  =  ∗ 																																																																													(2.2.12)	
  ∙  =  ∙ 																																																																			(2.2.13)	
  = { … }																																																												(2.2.14)	
  = { … }																																																												(2.2.15)	

 

식(2.2.11)은 곡면의 표면에서 계산된 개의 법선벡터이다. 는 법선벡터 전
체를 의미하고, , , … , 는 곡면이 이산화되어 생성된 요소의 중앙점에서 
계산된 각각의 법선벡터를 의미한다. 식(2.2.12)는 전체를 하나의 행렬로 만들
고 만들어진 행렬과 그 전치행렬()을 곱하여 공분산 행렬 을 계산하는 식
이다. 	행렬의 행과 열의 개수는 3 이다. 식(2.2.13)는 을 고윳값과 고유
벡터로 분해하는 식이다. 식(2.2.14)와 식(2.2.15)의 와 는 각각 행렬	의 
고윳값과 고유벡터를 나타낸다. 이 고유벡터 의 차원은 의 차원과 동일하
다. 
앞에서 정리한 계산 과정을 확장하면 임의의 차원 함수가 법선벡터를 계산

할 수 있다면 임의 차원의 Gauss Image도 얻을 수 있다. PCA와 동일하게 고
윳값과 쌍을 구성하는 고유벡터의 방향을 주어진 곡면과 비교하면 고윳값이 가
장 큰 고유벡터의 방향은 곡면의 투영 면적이 가장 큰 방향이고, 고윳값이 가
장 작은 고유벡터의 방향은 곡면의 투영 면적이 가장 작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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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점과 곡면의 대응점 계산(점과 곡면의 투영) 

두 개의 곡면이 주어지면 두 곡면 상의 점에서 서로 최단거리(대응점)를 계
산하는 것은 기하 연산에 자주 이용된다. 최단거리의 조건을 만족하는 대응점 
계산은 목적함수의 차수가 2 차인 식을 통해 진행된다. 그러나 미분 연속한 두 
곡면 사이에서 바로 대응점을 찾는 것은 긴 계산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점 군으로 변환하여 점 군과 곡면 간의 대응점을 계산한다. 

    = ((, ) − )																																																																(2.2.16) 	
2 ∂(, ) ((, ) − ) = 02 ∂(, ) ((, ) − ) = 0																																																												(2.2.17) 

    = (() − )																																																																				(2.2.18) 	2 () (() − ) = 0																																																																							(2.2.19) 
 

(0,0) −  = distance1(1,0) −  = distance2(0,1) −  = distance3(1,1) −  = distance4 																																																																		(2.2.20)	
 

식(2.2.16)은 매개변수 곡면식 (, )가 주어지고 임의의 점 가 주어진 경
우 대응점을 찾는 조건식이다. 곡면상의 임의의 점과 의 거리의 제곱이 최소
가 될 때 곡면상의 임의의 점이 와 가장 가까운 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식
(2.2.17)은 식(2.2.16)을 계산하기 위한 형태로 변환한 식이다. 식(2.2.17)을 만
족해야 식(2.2.16)에 만족하는 곡면상의 점을 얻을 수 있다. (,) , (,) 는 곡
면식을 매개변수의 방향으로 각각 1 차 편 미분한 식이다. 식(2.2.18)은 곡면을 
구성하는 경계 곡선과 주어진 점 간의 가장 가까운 점을 계산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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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개변수 곡선식을 의미한다. 식(2.2.19)는 식(2.2.18)을 1 차 미분한 식
이다. 식(2.2.19)의 () 는 매개변수 곡선을 1 차 미분한 식이다. 식(2.2.20)은 사
각형 곡면인 경우 곡면의 코너점과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식이다.  
앞에 정의한 식을 이용한 대응점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식(2.2.17)를 적용한

다. 그리고 대응점이 계산되지 않으면 식(2.2.19)를 사각형 곡면의 경계 곡선에 
적용하여 대응점을 얻는다. 만약 식(2.2.19)를 만족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식
(2.2.20)를 적용하여 계산된 거리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점을 대응점으로 한
다.  
식(2.2.16)~식(2.2.20)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를 하나의 식으로 변환

하여 풀이하는 방법과 특정점을 이용해 가장 근접한 해를 찾는 방법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상징 연산(대수식 간의 연산을 통해 새로운 식
을 유도하는 연산)을 이용한 방법이다. 이는 곡면의 도메인(주어진 점과 곡면의 
최근 접점의 매개변수의 좌표의 범위)과 목적함수의 조합으로 구성된 식을 이
용한 방법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얻어진 식에서 실제 해를 계산하기 위해서
는 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잉여 영역을 제거해야 한다. 이는 도메인의 분할 
과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반면 도메인의 분할 과정은 긴 계산 시간을 요구
한다. 따라서 모든 점에 대한 대응점을 계산하는 시간은 매우 길어진다. 반면 
곡면의 전체 도메인을 대상으로 계산을 진행하므로 매우 안정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전체 도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적당한 초기 점(실제 해

와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계산하여 이를 시작점으로 실제 해를 찾는 수
치적 방법이다. 따라서 초기 해의 품질에 따라 계산 결과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상적인 위치에 초기 해를 입력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수렴하지만 
잘못된 위치를 입력하면 수렴 속도가 급격히 느려지거나 잘못된 해를 출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 해의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적
용할 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곡면을 몇 개의 점으로 표현하고 대응점을 찾고
자 하는 점과 곡면을 근사한 점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곡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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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갖는 도메인 상의 값을 초기해로 이용한다. 하지만 초기해가 주어져 대응
점을 찾기 위해 수치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곡면상의 임의의 점에 대응점
을 출력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 이후 
활용에 의미 있는 값(대응점)을 제공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가 얻어지지 않으면 곡면을 구성하는 곡면의 경계 곡선 그리
고 곡면의 코너점과 주어진 점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그 거리가 가장 짧은 점
을 대응점으로 이용한다.  
정리하면 식(2.2.16)~식(2.2.20)을 안정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긴 계산 시

간이 필요하다. 그 신속성을 고려한 계산 방법의 경우 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Figure 18 Corresponding Points of Typical Surface by Projection Method 
((a) Convex, (b) Saddle, (c) Plane, (d) 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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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lculation Time for Point Projection to Surface 

 
Point Projection to Surface (Millisecond) 

Number of 
Points Convert Corresponding 

Points 
Convex 121 21 363 
Saddle 121 12 795 
Plane 121 17 127 
Cylinder 121 15 614 

 
Figure 18은 점과 곡면의 투영을 이용해 전형적인 형상의 곡면에 대한 대응

점을 계산한 결과이다. 점과 곡면 간의 투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한 
쪽 곡면은 121개의 점 군으로 변환했다. 

Table 3 는 Figure 18 에서 얻어진 대응점의 계산 시간과 대응점을 얻기 위
해 곡면을 점 군으로 변환한 시간을 동시에 비교한 것이다. 대응점을 계산하기 
위해 곡면을 점 군으로 변환하는 단계의 계산 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실제 대응점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소요되는 계산 시간은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점과 곡면 간의 대응점 계산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다른 방
법을 통해 다시 계산하는지의 여부에 따른 결과이다.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
는 것은 안장형 곡면과 실린더형 곡면의 경우 대응점을 점과 곡면의 투영에서 
바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그 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적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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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가공 정보 개선 위한 곡면의 특성 및 기본
방정식 

 
3. 가공 정보 개선 연구를 위한 곡면의 특성 및 

방정식

Figure 19 은 본 장에서 정리할 형상 분석 및 기하 연산과 관련한 내용이다. 
파선으로 표시된 영역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본 장에서는 2장에서 정
리한 수식과 연결된 내용 그리고 이에 추가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Figure 19 Diagram of Additional Shape Interrogation and Calcul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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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곡면의 특성 분석 식 
2 장에 다루어진 내용 이외에 추가된 특성 분석 식을 정의한다. 그리고 그들

과 연결된 선체외판 가공 기술을 언급한다. 

3.1.1 윤곽선 

특정 방향으로 형상을 볼 때 보이는 외곽선을 윤곽선이라 한다. 윤곽선을 수
식으로 표현하면 형상 표면의 법선벡터와 형상을 보는 방향벡터의 스칼라 곱이 
‘0’인 형태로 표현된다.  	  =  ∗  																																																																								(3.1.1)		  ∙  = 0																																																																									(3.1.2)	

 

식(3.1.1)은 곡면의 법선 벡터를 나타내는 식이다. 식(3.1.1)에서 사용한 ,	는 매개변수 곡면식을 각각의 매개변수 방향으로 한 번씩 편 미분한 식이
다. 식(3.1.2)의 는 곡면을 보는 임의 방향의 벡터를 의미하고 임의 방향과 
곡면의 법선 벡터의 스칼라 곱이 ‘0’이 될 때를 판별하는 식이다. 식(3.1.2)의 는 형상 투영 방법을 통해 얻어진 벡터를 이용하면 되고 는 상징 연산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식(3.1.2)의  ∙ 은 상징 연상을 통해 얻은 에 를 분
배 법칙으로 스칼라 곱하여 얻을 수 있다. 식(3.1.2)는 식이 한 개이고 변수가 
두 개인 형태이다. 식(3.1.1)~식(3.1.2)는 Grandine[35]을 참조했다. 냉간 굽힘 
가공 시 모선의 방향으로 윤곽선을 이용할 수 있다. 

 

3.1.2 법선곡률의 간소화 

법선곡률이 ‘0’인 점을 변곡점이라 한다. 식(2.1.3)을 구성하는  , 는 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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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률 식을 구성하는 변수이다. 그리고 이들 값을 통해 법선곡률을 계산하기 위
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 () + 2 + ()() + 2 + () 																																													(2.1.3) 
 
식(2.1.3)의 분모가 항상 ‘0’이 아니라 가정하고, 그 값이 ‘0’라 하면 식(3.1.4)

를 얻을 수 있다. 식(3.1.4)를 전개하면 식(3.1.5)를 얻을 수 있다. 식(3.1.5)를 
구성하는 변수는 단위 법선 벡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식(3.1.5)이 ‘0’이 되
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스칼라 곱의 값이다. 따라서 곡면의 경우 법선 벡터의 
크기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다시 식(3.1.7)을 얻을 수 있다.  ,	이 주어지

면 변곡선을 얻을 수 있다.  
 () + 2 + () = 0																																																											(3.1.4)	
 ((, ) ∙ )	() + 2((, ) ∙ ) + ((, ) ∙ )	() = 0																		(3.1.5)	
 ((, ) ∙ ( ∗ ))	() + 2((, ) ∙ ( ∗ )) + ((, ) ∙ ( ∗ ))	()= 0																																																																																																																																	(3.1.6)	
 ,, 은 곡면의 Second Fundamental Form 이고 , ,  은 곡면의 First 

Fundamental Form이다. 냉간 굽힘 가공 정보의 개선 시 사용된다. 자세한 내
용은 Appendix C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Patrikalakis 
and Meakawa[14]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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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교차곡선의 극점 

곡면과 특정 방향의 평면을 이용해 교차선을 계산하면 선/곡선을 얻을 수 있
다. 식(3.1.7)은 앞에서 설명한 교차선을 얻는 식이다. 는 평면의 법선 벡터, 는 평면의 원점 (, )는 곡면의 식을 의미한다.  

 (, ) = 	 ∙ ((, ) − )	 = 0																																													(3.1.7)	
 

 식(3.1.7)을 곡면이 갖는 도메인의 방향(, )으로 각각 1 차 편 미분하면 아래
의 식(3.1.8)와 식(3.1.9)을 얻을 수 있다. 
 (, ) = 	 ∙  = 0																																																							(3.1.8)	

 (, ) = 	 ∙  = 0																																																							(3.1.9)	
 
식(3.1.8)~식(3.1.9)이 의미하는 것은 식(3.1.7)로 계산되는 교차선의 극점이다. 

즉 평면과 곡면의 교차 선이 갖는 만곡점을 얻을 수 있다.  , 는 매개변수 
곡면을 각각의 매개변수 방향으로 한번 편 미분한 식을 나타낸다. 자세한 내용
은 Appendix C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Hosaka[46]을 
참고하면 된다. 

 

3.1.4 주 곡률 

주 곡률은 곡면의 형상을 지배하는 두 개의 곡률을 의미한다. 대부분에 곡률
은 주 곡률이 조합하여 유도된 형태를 보인다.  

 ( − )̃ − ( +  − 2)̃ +  − = 0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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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1.10)의 ̃는 곡면의 주 곡률을 표현하는 식이다. ,,  은 곡면의 

Second Fundamental Form이고 , ,  은 곡면의 First Fundamental Form이
다. 냉간 굽힘 가공 정보의 개선 시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Appendix C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Patrikalakis and Meakawa[14]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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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하 연산 
2 장과 3 장에서 소개된 곡면의 특성 분석 식은 대부분 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곡면의 대응점 계산 등을 위해서는 곡면 간의 
기하학적인 성질을 분석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절은 곡면의 특성 
식을 계산하는 방법과 대응점을 계산하는 새로운 방법을 논의한다. 

 

3.2.1 등곡률선 

등곡률선은 특정 곡률 값이 주어진 경우 곡면상에서 이 특정 값 갖는 점을 
연결한 선/곡선을 의미한다. 선체외판의 형상인 곡면의 가우스 곡률을 기준으로 
안장형과 볼록형 영역을 분리할 때 기준이 되는 선이 그 예이다. 선체외판에 
대한 분할 작업 시 사용하는 변곡선(법선곡률이 ‘0’인 점을 연결한 선/곡선)도 
등곡률선의 하나이다. Figure 20는 등곡률선의 하나인 변곡선을 계산한 예제이
다.  

 

 
Figure 20 Example Iso-Curvature Line(Inflection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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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다변수 다항식의 계산 

기하학적인 성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크게 분류하면 추적기법, 근
사 기법 그리고 대수식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리고 이들 계산 방
법은 식과 변수의 개수 혹은 전산기가 갖는 실수 연산 오차 등을 처리하는 방
법에 따라 다시 분류할 수 있다. 본 항은 기하학적인 성질의 계산과 관련해 기
존에 소개된 방법들에 대한 비교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응용하고
자 하는 문제의 특성에 만족하는 방법을 찾는다. 
기하적인 계산은 그 계산을 진행하는 공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기하 공간에서 식을 계산하는 방법과, 주어진 문제를 비선형 방정식으로 
전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전환된 비선형 방정식의 해는 곡선/곡면의 도
메인 값이다. 전자는 기하 공간(3 차원 공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면 
후자는 기하학적인 형상(매개변수 곡선/곡면)이 갖는 도메인 공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기하학적인 공간에서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중 대

표적인 문제 두 가지는 기하학적으로 특이한 경우와 위상학적으로 동일하지 않
지만 정의된 계산 공차에 의해 수치적으로 동일하게 처리되는 경우이다. 전자
는 기하 공간 상에서 계산을 수행하는 중간에 계산이 중단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이상황을 적절히 판단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이상황이 실제로 문제가 있어 발생하는지 아니면 형상 자체의 특성에 
기인해 발생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두 곡면 간의 교선 계산 시 Figure 21 과 같은 looping(교선의 다음 점을 탐

색해야 하지만 다음 점을 찾지 못하고 두 개의 점 사이에서 무한히 왕복하는 
경우)과 straying 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두 곡면이 거의 평행에 가깝게 만나는 
경우 계산 과정이 매우 불안정해지거나 계산이 중단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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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Singular Case Surface Intersection by Tracing Method 
 
후자의 경우를 평면상 두 곡선의 관계를 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평면상

에 곡선이 두 개 주어진 경우 위상학적으로 두 곡선이 만나지 않지만 정해진 
계산 공차가 떨어진 두 곡선 간의 거리보다 큰 경우 두 곡선이 특정한 점에서 
만나는 것으로 계산 결과를 출력한다. 따라서 계산에 적용하는 계산 공차의 크
기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기하학적인 문제를 도메인 공간에서 계산하는 경우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들

이 해결된다. 이는 기하학적인 문제를 대수 문제로 변환하고 해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다시 기하학적인 정보(점, 선, 면)로 변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하학
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해를 찾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반면 또 다른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계산의 효율성 문제와 전산기

가 갖는 실수 연산 오차이다. 전자는 대수식을 계산하는 과정이 대부분 필요 
없는 도메인 영역을 제거하는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 대수식의 
크기(변수의 개수 및 식 차수)가 커지면 필요 없는 영역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따라서 필요 없는 도메인 영역을 제거하는 부분에 효율
화가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산기가 실수를 표현할 때 
실수의 전체 구간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는 대수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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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작은 경우(차수가 낮고 변수의 개수가 적은 경우) 그 영향이 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수식의 크기가 크고 중복되는 해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 영향이 
커진다. 특히 불필요한 도메인 영역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계속 수치적인 정확
도가 덜 확보된 실수들 간에 연산이 진행되게 되면 분명히 해가 있는 문제이지
만 해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기하학적인 특성을 계산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변수가 식의 개수보다 한 

개에서 두 개 더 많다. 특수한 경우 식과 변수의 개수가 동일할 수도 있다. 변
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한 개 많은 경우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써 추적기법
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추적기법은 초기 점(시작점)이 주어진 경우 찾고자 하는 
값이 초기 점을 미분한 접선 벡터 방향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해를 찾는 방법
이다. 추적기법을 통해 계산된 해는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된 형태를 보인다. 반
면 추적하는 해의 형태가 곡선일 때 중간에 예외 점(변곡점 혹은 만곡점)이 포
함된 경우 잘못된 계산 결과를 출력할 수도 있다. 심한 경우 추적 연산 자체가 
멈춰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추적기법을 적용하기 전에 찾고자 하는 해의 위상
학적인 특성을 먼저 파악하여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추적기법
의 적용 시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예외 상황의 대표적 예(Figure 22)를 보면 
한 점에서 두 개 이상의 선으로 분기되는 경우가 있다.  

 

 

Figure 22 Multi Branching by On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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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기법을 통해 곡면의 기하학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최소 한 개의 

주어진 점을 기준으로 찾고자 하는 모든 점을 계산한다. 추적 기법은 시간에 
대한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다양한 기하 문제에 적용된다. 반면 사용자
가 정의한 공차에 계산 결과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계산 과정 중 발산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기하 문제 중 
곡면 간의 교선을 추적하는 문제의 경우, 상용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는 두 곡면이 점이나 선으로 접하는 경우에는 만족할 만한 성능을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기하 문제의 계산 시 효율성과 수치적인 안정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Ko[36]) 
형상 분석을 위해 정의한 식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방법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정리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이용할 계산 
방법을 결정한다. 

 
3.2.2.1 상미분방정식 

Meakawa and Patrikalakis[27]는 곡면의 가공 및 분석을 위해 곡면이 갖는 
기하학적인 특성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제안된 방법의 절차는 찾고자 
하는 곡률의 최대/최소점(곡률식의 1 차 미분 값이 ‘0’인 점)를 먼저 계산한다. 
이를 위해 그들은 찾고자 하는 곡률의 최대/최소점을 나타내는 식을 곡면의 상
징 연산을 통해 얻었다. 그들이 얻은 식의 형태는 식과 변수의 개수가 동일하
다. 
그들은 그 식을 IPP를 이용하여 계산했다. 계산된 해는 곡면의 곡률의 최대

/최소점의 갖는 매개변수 상의 값이다. 앞에서 계산된 매개변수 상의 값을 이용
해 곡면을 분할하고, 분할된 곡면의 경계 곡선에서 계산하고자 하는 등곡률선
의 시작점을 계산하여 추적기법을 적용해 동일한 곡률을 갖는 선(등곡률선)을 
얻었다. 곡률의 최대/최소점을 계산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적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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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 시 처리가 어려운 예외 점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 ) = 																																																																(3.2.1) 
 (), () = ()																																																								(3.2.2) 
 ̇ + ̇ = 0																																																											(3.2.3) 
 ̇ =  ,												̇ = −																																																		(3.2.4) 
  = ± 1 +  																																																												(3.2.5) 
 

곡면의 곡률이 주어진 경우 동일한 곡률을 연결한 등곡률선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식(3.2.1)과 같다. (, )는 곡면의 곡률을 계산하는 식을 나타낸다. 
는 계산하고자 하는 곡률을 나타낸다. , 는 계산하고자 하는 등곡률선의 매개
변수이다. 식(3.2.2)는 식(3.2.1)에서 보인 것 같이 곡면상의 곡률을 나타내는 식
을 구성하는 매개변수 , 에 새로운 매개변수 를 도입해 변형시킨 것이다. ()는 곡면의 등곡률선을 표현한 것이다. (), ()는 각각 곡률식의 매개변수
인 , 에 변수 를 도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식(3.2.3)의 ()는 가 변화해도 항상 동일한 값을 갖기 때문에 그 미분 값은 항상 ‘0’이 
된다. 그리고 ̇, ̇는 (), ()가 (), ()에 의해 표현되기 때문에	(), ()를 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얻게 되는 식이다. ̇, ̇는 (), ()를 
각각 에 대해 미분한 것이다. , 는 (), ()를 각각 , 에 대해 편 미
분한 것이다. 식(3.2.4)는 식(3.2.1)을 계산하기 위해 , 의 증 분을 계산하는 
식이다. ̇는 ‘0’이 아닌 실수 를 에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은 ‘0’이 아닌 
실수 −를 에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식(3.2.5)는 를 계산하는 식이다.  

Meakawa and Patrikalakis[27]와 Hosaka[46]는 상미분방정식을 풀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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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인 Range-Kutta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정의하는 Step Size의 크기에 따라 
계산 결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질을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상미분방정
식을 이용한 추적기법의 수치적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Interval 
Arithmetic(3.2.2.5 에서 설명함)을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Interval 
Arithmetic 을 이용한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찾고자 하는 해의 추적 시 해가 
존재할만한 영역을 미리 계산한다. 이후 계산된 영역의 정보를 이용해 정확한 
해를 계산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확한 해는 임의의 두 개의 실수 사이에 항
상 계산하고자 하는 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Figure 23는 곡면에서 동일한 가
우스 곡률을 갖는 등곡률선을 추적한 예이다. 적색 선이 가우스 곡률선 이다.  

 

 
Figure 23 Gauss Curvature Line by Tracing Based Range-Kutta Method 

 

3.2.2.2 차분대수식(Differential Algebraic Equation) 

Grandine[35]은 해의 형태가 선(곡선) 일 때 해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안했
다. 제안된 방법은 해의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제약 조건이 주어지면 전체 해
의 형상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는 Differential Algebraic Equation(DAE)을 
기반으로 한다. 그 응용 사례로 곡면 간 교선 계산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소개
했다.  
DAE 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Meakawa and Patrikalakis[27]가 이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시작점과 끝점 등의 관련 정보를 실제 해를 계산 전에 미리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계산하고자 하는 해는 그 형상에 변곡점이나 곡률의 최대/최소점
(극점)이 없어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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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2.6) 
 () = 																																																																															 () ∙ () = 																																																												(3.2.7) 
 ()() = 																																																																							 () ∙ () = 																																																										(3.2.8) 
 () () + ((), (), ) = 																																																			 () ∙ () = 																																																			(3.2.9) 
  () = ()()  ((), (), ) 																												(3.2.10) 
 

() =  ()()
 																																										(3.2.11) 

 

 (0)()
 = 																																										(3.2.12)	

   ()()
  = 0																																																							

   ()()
  ⋅   ()()

  = 0																																
 (1)()
 = 																																																												i = 1, ⋯ ,( − 1) + 2																																																									

 

식(3.2.6)은 함숫값이 ‘0’인 경우 그 해인 곡선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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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다. ()은 해를 나타내는 식을 1 차 미분한 것이다. 는 해 곡선(해의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한 선/곡선)을 계산하는 매개변수이다. 함수의 해가 갖는 
1 차 미분의 절댓값은 상수이다. 식(3.2.7)은 식(3.2.6)의 가정을 통해 계산되는 
해 곡선의 1 차 미분치와 2 차 미분치를 내적 한 식이다. 1 차 미분치가 상수이
기 때문에 2 차 미분치도 ‘0’이 된다. 따라서 내적 한 결과도 ‘0’이 된다. 식
(3.2.8)과 식(3.2.9)는 시작점과 끝점이 주어진 경우 해 곡선의 2 차 미분인  ()를 외연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목적함수(해를 찾고자 하는 함
수)의 야코비안 값(())이 ‘0’이라는 가정이 추가된다. ()는 상수이기 때
문에 ‘0’과 상수를 곱한 결과 또한 ‘0’이 된다. 식(3.2.9) 또한 동일하다. 식
(3.2.10)은 식(3.2.9)를 행렬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 (), )는 목적함수
의 2 차 미분식이다. 식(3.2.11)은 해 곡선을 표현하는 식을 나타낸 것이다. ()는 해 곡선이다. 식(3.2.12)는 식(3.2.6)을 해 곡선이 계산되어 입력되는 형
태로 정리한 것이다. ( − 1) + 2는 해 곡선을 표현하는 B-spline 의 조정점의 
개수를 나타내고 ,  은 해 곡선의 시작점과 끝점을 각각 나타낸다.  ∑ ()()  = 0는 목적함수에 해 곡선이 입력된 형태를 나타낸다. 
는 해 곡선을 구성하는 조정점의 좌표를 나타낸다. (), (),  ()는 각각 
B-spline기저함수와 그 식의 1차, 2차 미분 함수를 나타낸다. 차분대수식은 식
의 계산을 위해 적용한 가정이 적절치 않은 경우 잘못된 해 곡선을 계산할 수
도 있다. 
 

3.2.2.3 근사기법 

근사 기법은 계산하고자 하는 값 전체를 근사하여 해를 얻는 방법이다. 근사
기법의 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형상에서 얻고자 하는 값을 계산한다. 이
후 계산된 값을 이용해 계산하고자 하는 값을 근사하는 함수를 만든다. 근사함
수의 형태는 삼차원 좌표 공간에 표현된다. 각각의 축이 나타내는 정보는 x, y 
축은 곡면의 도메인 값을 z 축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을 나타낸다. 근사 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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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게 되면 주어진 형상과 관계없이 해를 계산할 수 있다.  
근사 기법을 통해 계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곡면의 등곡률선이 있다. 

계산할 곡률의 종류가 정해지면 근사함수를 계산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근사 함수(곡률 곡면)는 곡면의 형태를 띤다. 그리고 x, y 축의 값은 곡면
의 도메인 값을, z 축은 곡률 값을 나타낸다. 곡률 곡면(근사 함수)과 특정 방향
의 평면을 교차하면 동일한 곡률 값을 갖는 등곡률선을 얻게 된다. 이와 동일
한 방법을 통해 곡면의 다양한 특성을 계산할 수 있다.  
근사 기법은 곡면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값을 표현하는 근사 함수를 얻는 계

산 과정의 정확도에 따라 실제 곡면이 갖는 값의 분포를 표현하지 못할 수 도 
있다. 그리고 계산된 값을 이용해 곡면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값의 분포 형태
가 왜곡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곡면의 형태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 또는 그 정성
적인 특성을 확인할 때에 적합하다. 도메인을 구성하는 변수의 개수가 2 개 이
상이 경우 계산하고자 하는 값을 표현하는 함수를 얻는 과정은 복잡해진다. 그
리고 근사 형상에서 원하는 값을 찾는 과정 또한 복잡해진다. 따라서 이런 경
우 그 적용이 어렵다. 

Nam[28]은 곡면의 형상 분석에 대한 연구로 가우스 곡률의 등곡률선을 근
사 기법을 통해 얻었다.  

 
3.2.2.4 분할기반 방법 

매개변수 곡선/곡면은 대수식이다. 따라서 이들 식들 간의 사 측 연산과 벡
터 연산(Symbolic Operation:상징 연산)이 가능하다. 매개변수 곡선/곡면을 상
징 연산을 통해 다른 형태의 식으로 만들면 새로운 방법으로 곡선/곡면의 특성
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은 계산 방법은 있으나 계산 방법의 안
정성 부족으로 계산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식과 변수의 개수가 동일한 조건의 계산 방법: 변수와 식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계산하는 방법은 분할 기반 계산 방법의 연구 초기에 소개되었다. 매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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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곡선/곡면의 형태가 Bezier(Bernstein Polynomial:매개변수를 혼합하는 함수)
를 사용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상징 연산 결과는 Nonparametric 
Bezier(NPB)이다. 이는 해를 계산하고자 하는 식의 계형을 표현하는 조정점과 
그 조정점에 해당하는 도메인 상의 점으로 구성된다. 이와 유사하게 매개변수 
곡선/곡면을 나타내는 식의 형태가 B-spline 인 경우 Nonparametric B-
Spline(NPBS)의 형태가 된다.  
정리하면 매개변수 곡선/곡면의 형태에 따라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할 문제의 

형태는 Bezier 혹은 B-Spline형태의 대수식이 된다. Bezier/ B-Spline형태의 대
수식은 도메인과 함수의 계형을 대표하는 값들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계형을 
대표하는 값은 Bernstein Polynomial 나 B-spline Basis(매개변수를 혼합하는 
함수)를 이용해 대수식의 값을 계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계형 값(조
정점)이 갖는 부호에 따라 주어진 도메인에 해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Figure 24(b)는 NPB 의 조정 다각형과 함수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함숫값이 ‘0’이 되는 점을 찾는 과정은 도메인 값과 함숫값을 포함하는 대수식
의 조정 다각형을 분할을 통해 진행된다. Bezier/B-spline 의 경우 곡선/곡면상
의 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하학적인 분할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NPB/NPBS 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NPB/NPBS 의 분할 후 분할된 조
정점의 부호를 확인해 해를 포함하지 않는 영역을 점진적으로 제거하여 최종해
를 찾는다.  

Sherbrooke and Patrikalakis[30]는 NPB의 Convex Hull과 도메인 축이 교
차하는 점을 계산하여 계산된 점의 도메인 값을 이용해 NPB 를 분할했다. 분
할된 NPB 의 조정점이 갖는 부호가 모두 양이거나 음인 경우를 찾아내 이를 
제거하고 나머지 도메인은 계속 저장했다. 앞에서 설명한 과정을 도메인의 크
기가 허용치에 만족할 때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분할이 중단되면 해를 포함하
는 도메인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이 방법을 Projected Polyhedron(PP)으로 
명명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Newton-Raphson(NR) 기법을 이용해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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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실제 해를 계산했다. Figure 24 은 PP 방법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a)~(c)는 NPB를 포함하는 Convex Hull을 만들고 Convex Hull과 해를 잠재
적으로 포함하는 도메인 축 간에 교점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d)는 교점을 기준
으로 NPB 를 분할하고 분할된 NPB 가 가진 부호를 검사하여 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잉여 영역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그들이 제안한 방법은 식과 변수의 
개수가 항상 동일한 문제에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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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Step of Projected Polyhedron  
((a) Function Graph, (b) Control Point of Nonparametric Bezier,  

(c) Intersection Domain Axis and Convex Hull of Nonparametric Bezier,  
(d) Divide Intersection Point of Domain Axis and Discard Redundancy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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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는 일반적인 실수 연산을 기반을 두어 진행된다. 일반적인 실수 연산의 
경우 전산기가 소수점 자리 전체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 연산 오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식을 계속 분할하여 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찾는 
동안 계속 오차가 누적된다. 그 결과 찾고자 하는 해를 찾지 못하거나 해의 수
치적인 정확도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즉 해를 찾기 위해 도메인을 분할하는 연
산이 잦아지면 그에 따라 실수 연산이 잦아지게 되고 계산하고자 하는 해의 정
확도는 계속 떨어지게 된다. 특히 Figure 25같이 한 개의 해가 여러 번 중복되
는 경우 이러한 특징이 명확해진다. 해가 여러 번 중복되는 경우는 도메인 축
과 NPB 의 교차점은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또 교차점을 찾아 분할하더라도 
분할 시 실수 연산 오차로 분명히 해가 있으나 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기도 
한다. 

 

 

Figure 25 Nonparametric Bezier Curve Contact Tangentially at the Origin 
(Patrikalakis and Meakawa[14]) 

 
Meakawa[38]는 그의 연구에서 PP 를 실수 연산을 기반을 두어 진행할 경

우 분명히 해가 존재하나 전산기가 갖는 실수 연산 오차로 인해 해를 찾지 못
하는 경우를 보였다. 그리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연산 기법
(Interval Arithmetic)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PP 알고리즘을 IPP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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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문제(1, 2-Manifold): 상징 연산을 통해 변환된 
식과 변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IPP 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 즉 찾고자 하는 해의 형태가 선/면의 
형태인 경우 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요구된다. Seong[29]은 식
의 개수보다 변수가 한 개에서 두 개 많은 특수한 형태의 해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상징 연산을 통해 변환된 기하학적인 문제(1, 2-
Manifold)들이 음 함수라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계산하기 위해 음 함수
를 가시화하는 방법인 Matching Cube(MC)와 Dual Contouring(DC)를 비교하
는 연구를 진행했다.  

MC 는 음 함수가 주어진 경우 해를 포함하는 도메인 공간(3 차원 공간)을 
하나의 경계 상자로 만든다. 초기 경계 상자를 8 개의 작은 경계상자로 분할한
다. 분할된 경계 상자를 구성하는 8 개의 꼭짓점을 가시화하고자 하는 음 함수
에 각각 대입하여 그 값을 계산한다. 계산된 값이 전부 음수이거나 양수인 경
우를 경계 상자를 제거하고 양수와 음수가 섞여있는 것만 남긴다. 이러한 과정
을 계속 진행하다 분할된 상자가 계산 전에 설정한 경계 상자의 최소 크기에 
만족하면 분할을 멈춘다. 그리고 남은 경계 상자를 구성하는 모서리와 점 정보
를 이용해 음 함수와 경계상자가 교차하는 형상을 계산한다. 이후 계산된 교차 
정보를 삼각형으로 변환하여 계산하고자 하는 음 함수의 선/면을 연결한다. 경
우에 따라 계산의 효율성과 저장공간의 절약을 위해 음 함수의 해인 선/면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계 상자는 좀 더 촘촘하게 분할하기도 한다. Figure 
26는 계산된 음 함숫값의 부호에 따라 표시한 것이다. Figure 27는 MC를 이
용한 가시화 시 나타날 수 있는 경계 상자 내의 해가 갖는 다양한 위상학적인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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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Condition of Implicit Function Solution  
(Blue is Function Inner Domain, Black is Function Solution and Red is 

Function Outer Domain) 
 

 
Figure 27 Various Case of Marching Method for Evaluation of Implicit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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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는 앞에서 언급한 방법(MC)과 비슷하게 사용자가 정의한 경계 상자를 

최소 크기까지 분할한다. 분할 후 남은 경계 상자를 이용해 음 함수의 수학적
인 해와 위상학적인 해를 차례로 계산한다. DC 은 분할된 경계 상자의 중앙점
을 기준으로 서로 가까운 경계 상자의 실제 해를 연결하여 음 함수의 해를 생
성한다. 두 가시화 방법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MC 는 경계 상자와 음 함수의 
교차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해 해의 선/면 정보를 계산한다. 따라서 DC 는 
MC 에 비해 날카로운 형상을 갖는 음 함수의 가시화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
러나 많은 연구를 통해 날카로운 형상까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보고되고 있
다.  

MC 와 DC 의 해 계산 과정을 비교하면 수학적인 해를 계산하는 단계와 위
상학적인 해(수학적인 해를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완전한 해를 계산하는 단계)
를 계산하는 단계로 나누어진다.  

MC 는 음 함수를 포함하는 경계 상자를 미리 지정한 크기까지 분할한다. 그 
후 최종적으로 얻어진 작은 경계 상자의 내부에서 수학적인 해와 이들을 연결
하는 위상학적인 해를 동시에 얻는다. 따라서 서로 인접한 경계 상자 간의 위
상정보를 계산할 필요가 없다. 반면 DC 는 분할된 경계 상자의 수학적인 해를 
계산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위상학적인 해를 경계 상자들 간의 인접관계를 따져 
계산한다. 따라서 수학적인 해를 계산하는 것에 있어 DC 는 그 계산의 양이 적
고 MC는 많다. 그리고 위상학적인 해의 계산 양은 그 반대이다. 
그런데 특수한 형태를 갖는 음 함수를 가시화할 때는 그 적용에 있어 제약

이 있다. 음 함수를 구성하는 변수가 3 개 이상인 경우(Hyper-Space) 면, 모서
리 그리고 꼭짓점 간의 관계는 복잡해진다. 또 일반적인 음 함수의 차수인 2차
보다 높은 차수를 갖는 경우는 경계 상자의 꼭짓점 정보만 이용해 해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계 상자의 위상 정보를 기반으로 
특수한 음 함수의 해 정보를 계산하는 방법은 그 계산상의 효율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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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자세히 보면 MC 는 음 함수의 해인 선/면의 정보를 포함하는 경계 상자
의 모서리 정보를 모두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음 함수와 모서리의 교
차점을 계산해야 한다. 다시 교차점을 선/면 정보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 개의 경계 상자에서 음 함수 가시화할 때 많은 계산 시간이 필요하
다. 반면 해 정보의 포함 유무만 확인 후 경계 상자 내부의 한 점만 계산하고 
경계 상자의 이웃 정보를 이용해 음 함수의 위상학적인 해를 계산하는 경우는 
계산 시간이 절약된다. 또 식을 구성하는 변수의 개수가 많아져도 동일한 방법
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므로 3 차 이상의 고차원(변수의 개수)에 존재하는 
음 함수에 대한 가시화는 DC 가 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Seong 
[29]이 다변수 다항식(음 함수)의 계산에 DC 를 적용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은 
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특수한 조건일 때이다. Figure 28 는 음 함수 곡선
의 가시화를 통해 두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a)는 MC 를 이용한 결과이고 (b)
는 DC를 이용한 결과이다. 

 

 

Figure 28 Example of Evaluation for Implicit Curve 
((a) Matching Cube, (b) Dual Conto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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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Seong[29]은 음 함수 식을 가시화하는 방법을 이
용해 기하학적인 문제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1-Manifold 는 변수
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하나 더 많은 형태이다. 1-Manifold 일 때 해를 찾는 
과정은 해가 포함된 초기 도메인을 주어진 크기까지 분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분할하는 중간에 분할된 영역을 구성하는 변수가 전부 양수이거나 음수인 경우
를 제외하고 음수와 양수가 섞여 있는 영역을 저장하고 계속 분할한다. 이후 
분할된 영역의 중앙점을 계산하고 이점을 시작점으로 NR 법을 이용해 실제 해
를 계산하고 저장한다. 저장된 실제 해와 그를 포함하는 도메인 정보를 이용해 
전체 해의 위상학적인 구조를 결정한다. 가시화 측면에서 음 함수 곡선과 동일
하다.  

2-Manifold 는 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두 개 더 많은 형태이다. 해를 
포함하는 도메인을 분할하여 분할된 도메인의 크기가 기준에 만족하면 분할을 
중단한다. 분할하는 중간에 분할된 영역에 얻어진 식을 구성하는 변수가 전부 
양수이거나 음수인 경우를 제거하고, 음수와 양수가 섞여 있는 도메인을 저장
하여 계속 분할한다. 이후 분할된 하위 도메인의 중앙점을 계산하고 이점을 시
작점으로 NR 법을 이용해 실제 해를 계산하고 저장한다. 저장된 실제 해와 그
를 포함하는 도메인 정보를 이용해 전체 해의 위상학적인 구조를 결정한다. 가
시화 측면에서 음 함수 곡면과 동일하다 할 수 있다.  

Figure 29 에서 실선으로 그려진 사각형은 해를 포함하는 영역을 나타내고 
파선으로 표현된 선은 실제 해를 DC 의 성질을 이용해 연결한 것이다. 해를 포
함하는 도메인(해를 포함하는 영역)이 서로 인접하는 경우 도메인의 실제 해를 
연결하는 선을 얻을 수 있다. Figure 30에서 실선으로 표현된 정육면체는 해를 
포함하는 영역을 나타내고 점선으로 표현된 삼각형은 실제 해를 DC 의 성질을 
이용해 연결한 것이다. 해를 포함하는 도메인(해를 포함하는 영역)이 서로 인접
하는 경우 도메인의 실제 해를 연결하는 면(삼각형)을 얻을 수 있다. 아래에 정
리된 Algorithm 1 은 Seong[29]이 제안한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Algorith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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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능과 수치적인 정확도를 좌우하는 것은 전체의 도메인에서 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영역을 제거하는 부분과 해를 포함하고 있는 도메인에서 실제 해를 
계산하는 부분이다. 

 

 
Figure 29 Concept of Dual Contouring 1-Manifold 

 

 
Figure 30 Concept of Dual Contouring 2-Mani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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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gorithm 1 
 
 
 
 
 
 
 
 
 
 
 
 
 
 
 
 
 
 
 
 
 
 
 
 

 
 

입력: 
 ℱ,  = 1,⋯ ,  − ,  = 1,2 식의 개수가  − 이고 변수가 임 
 , 분할종료 오차(대수식을 분할 때 하위도메인의 최종 크기) 
출력: 
 ℳ, ℱ의 근사하는 -manifold 임 
Begin 

1. 식을 주어진 오차의 크기가 만족할 때까지 분할한다.  

2. 분할된 셀이 갖는 실제 해를 Newton-Raphson방법을 적용해서 계산
한다. 

3. 분할된 하위 셀의 인접관계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셀과 비정상적인 
셀을 구분하여 저장한다. 

4. 하위 셀이 정상적인 연결관계에 있는 경우 선/삼각형으로 연결한다.  

5. 이전 계산 단계 발견된 셀의 연결관계가 비정상적인 경우를 셀을 
다시 연결한다. 

6. 비정상적인 셀과 정상적인 셀의 연결관계를 찾고 현재 셀의 바로 
전 분할단계의 셀로 되돌아가 셀의 실제 해를 계산한다. 

7. 6에서 계산된 셀의 연결관계와 실제 해를 이용해 인접한 셀과 선/
삼각형을 계산한다. 이때 사용된 비정상 셀의 정보를 지운다. 

8. 최종 해인 폴리곤이나 삼각망을 출력한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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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 계산방법의 비교 

상미분방정식을 이용한 추적 기법은 해를 구성하는 주요점(만곡점과 변곡점 
등)과 시작점을 계산의 시작 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추적 단계에
서 이용하는 Step Size를 미리 정의하거나 계산 시 추적하는 형상에 맞게 얻어
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입력되는 정보 즉 계산에 필요한 정보의 정확
도에 따라 추적 결과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추적을 통해 해를 찾기 때문에 처
리하지 못하는 예외 상황을 만날 경우 추적 연산이 멈출 수 있다. 
차분대수식(DAE)을 이용한 방법은 해의 형태가 선일 때 시작점과 끝점 사

이를 연결하는 해를 가정을 통해 얻는다. 따라서 가정에 위배되는 조건을 찾아
서 제거하고 가정을 만족시키는 작업이 요구된다. 만약 가정에 위배되는 조건
이 포함된 영역에서 해를 계산하게 되면 해가 원하지 않는 형태를 보이게 된다.  
근사 기법은 매개변수 곡면의 도메인 값과 계산하고자 하는 값을 하나의 곡

면으로 만든다. 생성된 곡면과 평면의 교차를 통해 계산하고자 하는 점의 매개
변수를 얻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를 찾는 곡면의 근사 품질에 따라 계산되는 
해의 정확도가 달라진다.  
분할 기반 방법은 해의 유일성을 갖는 도메인을 확인하여 해의 유일성이 확

인된 도메인에서만 해를 계산하므로 추적기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추적기법의 경우 전체 해를 계산하기 위해 초기점과 몇 가지 
제약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분할 기반 방법은 해를 포함하고 있는 도메인 
간의 위상학적인 관계만을 따져 전체 해의 연결 관계를 계산하기 때문에 초기
점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해를 구성하는 각각의 점을 계산하는 과정
과 계산된 점을 이용해 전체 해의 위상학적인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 다르기 때
문에 추적기법의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상황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즉 
추적기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산의 발산이나 연산의 멈춤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해를 포함하는 도메인 영역과 함숫값을 하나의 대수식(Bezier/B-spline)

으로 전환하여 이를 수치적인 안정성을 보이는 분할 기법을 기반으로 해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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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다. 또 변수의 개수가 3 보다 큰 문제(Hyper-Space)에서도 1,2-manifold 인 
경우에는 동일한 개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치적인 추적 기법을 통해 얻을 수 없는 면 형태의 해를 계산할 수 있다. 

기존의 추적기법과 차분대수식(DAE)의 경우, 선형태의 해는 계산할 수 있지만 
면 형태의 해는 계산할 수 없다.  
수학적으로 변수와 식의 개수가 동일한 문제를 계산하면 그 해가 점의 형태

로 얻어진다. 그런데 기하학적으로 주어진 문제가 동일한 형태의 면이나 선인 
경우 해의 형태가 점이 아닌 면이나 선의 형태로 계산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 
DC는 매우 안정적으로 해를 계산할 수 있다. 
반면 상징 연산을 통해 전체 문제를 대수식으로 변환하여 해를 찾는 과정의 

대부분은 해가 포함되지 않은 잉여 영역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수치적 추적기법
에 비해 계산 시간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 상징 연산의 특성상 변수의 개
수에 따라 식의 크기가 매우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컴퓨터 성능의 지속적인 향
상과 다양한 계산 가속화 기법의 연구로 인해 현재는 충분히 다양한 문제에 적
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할 기반 방법을 통해 형상 분석 
식을 계산한다. Table 4 는 다변수 다항식의 계산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비교 
기준은 정확도, 초기조건, 안정성 그리고 해의 종류이다. 

 
Table 4 Comparison Calculation Method for Multivariate Polynomial  

 Accuracy  Initial condition Stability Solution type 

ODE Variable One point 
(Start point) Unstable Polygon 

DAE Variable 
Two point 

(Start point, End 
point) 

Unstable Curve 

Approximation Low Approximation 
surface Stable Polygon 

Subdivision Solver High No requirement Stable Polygon/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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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 Symbolic Operation(상징 연산) 

Bezier/B-spline 으로 표현된 곡선/곡면은 대수적인 연산을 진행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연산은 나누기 연산을 제외한(+, -, scalar product( ∙ ), vector 
product(∗)) 것이다. Bezier/B-spline 곡선/곡면 간의 대수적인 연산을 상징연산
이라 한다. Elber[26]는 상징 연산을 응용해 곡선/곡면과 관련한 다양한 기하 
문제를 계산할 수 방법을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방법은 개별 문제를 대수적인 
수식으로 치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응용으로 곡면의 곡률 곡면
(곡면이 갖는 도메인 변수를 미지수로 하고 그 곡률을 상수로 하는 음 함수 곡
면)을 상징연산을 통해 얻어, 곡률곡면에서 등곡률선을 분할 방법을 통해 계산
했다. 계산된 등곡률선을 활용해 5축 공작기계에 최적화된 툴 경로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상징 연산은 곡선/곡면, 곡선/곡선, 또는 곡면/곡면 간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

리고 최종 결과가 Bezier/B-spline 인 형태를 갖는 식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상
징 연산은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동일한 도메인을 갖는 곡선/곡면 간
에 성립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는 곡선/곡면 간에 성립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상징 연산을 완료한 이후 최종식이 갖는 변수의 개수(차원)가 

변하지 않지만 최종식이 갖는 차수(degree)가 커지게 된다. 또 상징 연산만으로 
식의 전체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보조 변수를 도입하여 식을 표현하게 된다. 
보조 변수를 도입하여 식을 정의하는 경우 식의 차원과 차수의 개수가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상징 연산을 완료한 이후 최종식이 갖는 변수의 개수(차원)가 

변하고 최종식이 갖는 차수(degree)도 매우 커지게 된다. 그 결과 문제를 계산
하기 위해 필요한 대수식의 크기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전자와 동일하
게 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보조 변수를 도입하여 식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
다. 
앞에서 정리한 상징 연산의 특징 중 차원이 증가하면 식의 크기가 기하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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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Elber and Grandine[34]은 
Expression Tree 기법을 제안했다. 그들은 대수식을 계산하여 하나의 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없애다. 그리고 식 자체를 표현하는 트리를 구성하여 차원이 증
가하더라도 식의 크기가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본 연구에
서는 B-Spline상징연상에 대한 소개는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B-spline의 상징 
연산 방법은 Pigel and Tiller[33]를 참고하면 된다. 

 

Bezier Symbolic Operation 

Bezier 상징 연산은 Bezier 곡선/곡면이 주어지는 경우 이들 간의 대수적인 
연산을 의미한다. 상징 연산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동일한 곡
선/곡면에서 파생된 곡선/곡면 간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 다른 도
메인을 갖는 곡선/곡면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 =()(±)()



 																							(3.2.13) 
 

식(3.2.13)는 Bezier 곡선 간에 상징 연산 중 (+/-) 연산으로 동일한 도메인을 
갖는 곡선의 경우 연산 결과가 곡선의 형태로 계산된다. 

 ()(±)() = ()
 (±)()

 																										(3.2.14)	
																												= ,()()



 (±),()()



 	

																												= ,()()



 																																																					 

 , = ,(±), 	 	for	 = 0,⋯ , 	 = 0,⋯ ,    (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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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2.14)는 서로 다른 Bezier 곡선 간의 상징 연산을 나타내며 식(3.2.15)
는 최종 결과가 Bezier 곡면으로 계산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식(3.2.14)가 가능한 이유는 Bezier 곡선을 구성하는 Bernstein Polynomial 이 
갖는 Partition of unity라는 성질 때문이다. 그 결과 , = ,	, = 로 각각 
변환 되고 식(3.2.14)와 같은 새로운 Bezier 곡면으로 계산된다. 식(3.2.15)는 ,를 계산하는 식이다. 정리하면 서로 다른 Bezier 곡선 간의 상징 연산은 
Bernstein Polynomial가 갖는 Partition of Unity성질을 이용한다. Appendix A
에 Partition of Unity성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t)t =  ( − )()
 																																														(3.2.16) 

 

  =  = () + (1 − ) =  		 ,  =  + 1																																								(3.2.17) 
 

식(3.2.16)은 곡선을 미분하는 연산이고 그 결과 새로운 형태의 Bezier 곡선
이 생성된다. 식(3.2.17)은 Bezier 곡선에 차수 올림 연산이다. 는 차수를 올
리기 전 Bezier 곡선의 조정점이고 는 차수를 올린 후 Bezier 곡선의 조정점
이다. 
 ()(∙ | ∗)() =  

 ()																																										(3.2.18) 
 

 =  (∙ | ∗)     −  +   (,)
 (,) 																																		(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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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3.2.18)은 상징 연산의 벡터 연산(Scalar Product와 Vector Product)를 정
의한 것이다. 식(3.2.19)는 벡터 연산의 결과로 생성되는 Bezier 곡선의 새로운 
조정점을 계산하는 식이다. 도메인이 다른 곡선의 벡터 연산의 경우는 곡선에 
새로운 도메인을 추가하여 동일한 도메인을 갖는 곡면으로 변환한다. 그리고 
변환된 곡면들은 변수의 개수에 맞게 벡터 연산을 진행하면 된다. 
 (, )(±)(, ) = ,(±),()



 ()																			(3.2.20) 

 

식(3.2.20)은 동일한 도메인을 갖는 곡면 간의 (+/−)연산이다.  
 

(, )(±)(, ) =,()



 ()(±),()




 ()			(3.2.21)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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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2) 

 ,,, = ,,,(±),,, 	for	 = 0,⋯ , 	 = 0,⋯ ,	r = 0,⋯ , 		 = 0,⋯ , 								(3.2.23) 
 

식(3.2.21)은 서로 다른 Bezier 곡면 간에 연산을 나타내고 식(3.2.22) 최종 
결과가 Bezier Hyper Surface(초곡면: 변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곡면)로 계산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식(3.2.22)이 가능한 이유는 구성하는 
Bezier 곡면을 구성하는 Bernstein Polynomial이 갖는 Partition of Unity라는 
성질에 의해 가능하다. 식(3.2.22)의 결과로 ,,, = , , 	,,, = ,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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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되고 이를 통해 식(3.2.23)의 ,,,를 계산할 수 있다. 
 (, ) =   , − ,()



 ()																																											

	(, ) = , − ,()



 ()																													(3.2.24) 

 

 , = ,, = (), + (1 − ),, = , 		 ,  =  + 1																																	(3.2.25) 
 

 , = ,, = (), + (1 − ),, = , 		 ,  =  + 1																															(3.2.26) 
 

식(3.2.24)는 곡면을 미분하는 연산이고 그 결과 새로운 형태의 Bezier 곡면
이 생성된다. 식(3.2.25)~식(3.2.26)은 Bezier 곡면에 차수 올림 연산이다. 는 
차수를 올리기 전 Bezier 곡면의 조정점이고 는 차수를 올린 후 Bezier 곡면
의 조정점이다. 
 

(, )(∙ | ∗)(, ) =  ,()



 ()																																														(3.2.27) 

 

, =   ,(∙ | ∗) (,)
 (,)

 (,)
 (,) ,     −  +      −  +   							(3.2.28) 

 

식(3.2.27)은 상징 연산의 벡터 연산을 정의한 것이고 동일한 도메인을 갖는
곡면에서 파생되는 곡면 사이에 적용할 수 있다. 식(3.2.28)은 벡터 연산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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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성되는 곡면의 조정점을 계산하는 식이다. 도메인이 다른 곡면에 벡터 연
산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곡면에 새로운 도메인을 추가하여 동일한 도메인을 
갖는 곡면으로 변환한다. 그리고 변환된 곡면들은 변수의 개수에 맞게 벡터 연
산을 진행하면 된다.  

 
3.2.2.7 분할기반 계산 방법의 개선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변수가 식의 개수 보다 한 개 많은 경우를 1-
Manifold 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eong[29]이 제안한 1-Manifold 조건의 계산 
방법에 대한 개선을 논의한다. 상징 연산을 통해 얻어진 대수식은 일반적인 경
우 실수 연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실수 연산은 전산기
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연산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다
루는 형상 분석은 곡선/곡면 식이 주어진 경우 이들 간의 상징 연산을 통해 특
수한 형태(NPB/NPBS)의 대수식을 얻고 이를 분할하는 방법으로 실제 해를 찾
는다. 그런데 일반적인 실수 연산의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치에 경우 미리 컴
파일러에 지정된 자릿수에서 반올림이 된다. 이는 실수 연산이 진행되는 모든 
단계에서 수치 표현이 온전하지 못해 발생하는 반올림 오차를 계속 축적하면서 
실수 연산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Patrikalakis and Meakawa[14]는 일반적
인 실수 연산이 갖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유리수 연산(Rational Arithmetic)
과 인터벌 연산(Interval Arithmetic)을 비교했다. 그리고 분할을 이용해 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영역을 제거하는 부분도 계산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 따
라서 잉여영역을 제거하는 부분에 대한 가속화도 필요하다. 

 

실수 연산 오차를 고려한 연산 기법 

실수 연산 오차를 고려하기 위해 실수 연산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
아보고 이를 비교해 실수 연산 오차를 고려한 연산 기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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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al Arithmetic 은 유리수 간의 연산을 의미한다. 모든 실수는 유리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전산기가 실수를 표시할 때 갖게 되는 반올림 오
차를 연산과정에서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연산의 최종 
결과를 계산하여 다시 실수 형태로 바꾸게 되면 원하는 최종 해를 얻을 수 있
다. 일반적인 실수의 연산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지만 실제 그 연산 과정은 다
소 차이가 있다. 

  																																																																(3.2.29)	:   	:    

  +  =  + =  ∗  +  ∗  ∗  																										(3.2.30) 
  −  =  − =  ∗  −  ∗  ∗  																										(3.2.31) 
  ∗  =  ∗  =  ∗  ∗  																																														(3.2.32) 
  =  =  ∗  ∗  																																																							(3.2.33) 
  =   	 	 	 	 ∗  =  ∗ 										(3.2.34) 

 
식(3.2.29)은 실수를 Rational Number로 변환할 때의 이를 구성하는 분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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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를 나타낸다. 식(3.2.30)은 Rational Number 간의 ‘+’연산을 나타낸다. 
식(3.2.31)은 Rational Number 간의 ‘ - ’ 연산을 나타낸다. 식(3.2.32)는 
Rational Number 간의 ‘*’연산을 나타낸다. 식(3.2.33)은 Rational Number
간의 ‘/’연산을 나타낸다. 식(3.2.34)은 두 개의 Rational number 가 주어진 
경우 이들이 동일하지 비교하는 연산을 나타낸다.  
주어진 실수의 소수점 자리의 길이가 길어지면 전체의 소수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분모/분자의 크기가 커진다. 이는 소수점 자리가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
인 경우에 매우 확실히 알 수 있다. 실수를 정의하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분자와 분모를 구성하는 정수의 조합을 계속 찾아서 나누기를 진행하고, 
주어진 실수와의 차이로 계산된 값의 절댓값이 정해진 오차보다 작은 경우 이
를 주어진 실수의 Rational Number로 정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오차의 
크기에 따라 표현될 수 있는 정확도는 달라진다. 그런데 이 방법은 근본적으로 
분자와 분모를 구성하는 숫자의 크기를 예측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Table 5 Expression by Denominator and Numerator for Rational Number 

 Low precision                        ->                  High precision 
0.750000000 1 / 1 3 / 4    
0.518518000 1 / 1 1 / 2 14 / 27   
0.905405400 1 / 1 9 / 10 67 / 74   
0.142857143 0 / 1 1 / 7    
3.141592654 3 / 1 22 / 7 22 / 7 355/113  
2.718281828  19 / 7 193 / 71 1457/ 536 25946/9545 
-0.423310825 0 / 1 -3 / 7 -11 / 26 -69 / 163 -1253/2960 

 
Table 5은 임의의 실수가 주어진 경우 이를 Rational Number로 변환한 결

과를 정리한 것이다. 분자/분모를 표현하는 수의 길이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연산의 진행과정에서 전산기가 표현할 수 있는 수의 한계를 넘어서면 연산이 
멈출 수 있음을 암시한다. 

Interval Arithmetic 은 Interval Number 로 표현된 숫자 간의 연산을 의미
한다. 일반적인 실수의 연산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지만 실제 그 연산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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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차이가 있다. 
 [, ]																																																									(3.2.35)	:  	 	 	 	:  	 	 	  

  +  = [ +,  +]																																					3.2.36) 
  −  = [ −,  −]																																		(3.2.37) 
  ∗  = [min( ∗ ,  ∗ ,  ∗ ,  ∗ ),max( ∗ ,  ∗ ,  ∗ , ∗ )]																																																																																																												(3.2.38) 
  = [min(/, /, /, /),max(/, /, /, /)]																																																																																																													(3.2.39)	 	0 ∉ [, ] 

 
식(3.2.35)은 Interval Number를 정의하는 것이다. Interval Number는 전산

기가 실수를 반올림할 때의 상한과 하한으로 구성된다. Ru, Rl 는 각각 주어진 
실수가 전산기에 의해 반올림 될 수 있는 상한 수와 하한 수를 나타낸다. 식
(3.2.36)은 Interval Number 의 합을 나타낸다. 식(3.2.37)은 Interval Number
의 차를 나타낸다. 식(3.2.38)는 Interval Number 의 곱을 나타낸다. 식(3.2.36)
과 식(3.2.37)은 그 형태가 동일하나 곱하기 연산은 그 형태가 다르다. 상한과 
하한으로 구성된 두 개의 실수 간의 곱을 먼저 계산하고 계산된 결과의 최솟값
과 최댓값을 Interval Number 의 하한과 상한으로 정의한다. 식(3.2.39)는 
Interval Number 의 곱과 비슷한 형태를 띤다. 그러나 나누기 연산의 특성상 
분모가 ‘0’일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나누기 연산의 분모가 
되는 Interval Number 는 상한과 하한 둘 다 ‘0’이 아닌 실수여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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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최종 결과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의 나누기 연산에서 발생한 숫자의 최솟
값과 최댓값이 각각 Interval Number의 상한과 하한으로 정의된다. 
앞에서 정리한 방법은 Interval Number 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 연산 방법 

정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계산하고자 실수가 주어졌을 때 이를 적절한 형태의 
Interval Number로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다. Patrikalakis and Meakawa[14]는 
그들의 연구에서 실수를 적당한 형태의 Interval Number 로 바꾸는 방법에 대
해 소개하고 그 변환에 대한 방법을 공개했다. 입력된 실수의 가수부와 지수부
를 분리하여 지수부에서 일정한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2 의 n 제곱 형태로 
표현하여 다시 2 의 역수를 곱해서 전산기가 갖는 반올림 오차의 값을 계산하
는 방법이다. 이는 하드웨어와 운영 체계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double round1(double d) 

{ 

 double man, round; 

 int expt; 

 

 man = frexp(d, &expt); 

 round = ldexp(0.5, expt-52); 

 return round; 

} 

 
앞의 함수는 임의의 실수가 주어진 경우 실수를 전산기가 임의의 소수점 자

리에서 반올림할 때 임의의 수와 반올림된 수 사이에 오차를 출력하는 함수이
다. 함수에 계산된 결과를 입력된 실수에 더하거나 빼주어 주어진 실수를 포함
하는 Interval Number를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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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xpression by Upper and Lower Boundary for Interval Number 

Original number Interval Lower Interval Upper 
0.75 0.74999999999999989 0.75000000000000011 
0.51851800000000 0.51851799999999992 0.51851800000000015 
0.90540540000000003 0.90540539999999992 0.90540540000000014 
0.14285714299999999 0.14285714299999996 0.14285714300000002 
3.14159265400000010 3.1415926539999997 3.14159265400000050 
2.7182818279999998 2.7182818279999994 2.7182818280000003 

 
Table 6 는 임의 실수가 Interval number 로 변환된 결과를 보인다. 상한/하

한(Upper/Lower)이 반올림된 실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Interval 
Arithmetic 도 중 발생한 수치를 전산기가 표현하지 못해 발생하는 에러는 없
다. 

Rational Arithmetic과 Interval Arithmetic은 실수 연산 오차를 고려할 수 
있는 연산 체계이다. Rational Arithmetic은 실수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분자와 
분모를 나타내는 수의 자릿수가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
다. 반면 Interval Arithmetic은 실수를 표현할 때 필요한 자릿수가 표현한계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terval Arithmetic 를 이용해 실수 연산 
오차를 고려했다. 

 

계산의 가속화 

병렬 계산 기법은 계산이 가능한 유닛들이 전체 계산을 나누어 진행하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산기를 한 개 사용하는 경우 그 내부의 구성 부
품이 제공하는 기능만 이용해 병렬 연산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런 경우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Central Processing Unit(CPU) 병렬이다. CPU 병렬은 CPU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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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산 코어를 사용해 전체 계산을 분할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코어의 개수로 나눈 만큼 계산 시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로 OpenMP가 있다. CPU 병렬은 기존에 개발된 라
이브러리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분할된 각각의 작업에서 기존 방법을 그
대로 사용할 수 있다.  

Graphic Processing Unit(GPU) 병렬은 그래픽 카드에 설치된 GPU 을 사용
해 병렬 연산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GPU 의 경우 부동소수점에 대
한 정확도가 CPU 의 그것에 비해 성능이 떨어졌지만 현재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그리고 CPU 가 갖는 코어의 개수보다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GPU 의 개수가 더 많다. 반면 기존에 구축한 알고리즘을 GPU 의 처리 
방식에 맞게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는 기존에 구축된 지
원 라이브러리를 바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라이브러리
로 OpenCL, CUDA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병렬 처리 기법으로 CPU 병렬을 이

용한다.  
 

 

Figure 31 Sample Code for OpenMP 
((a) Traditional Code, (b) CPU Paralle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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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는 OpenMP 를 이용한 코드와 일반 코드를 비교한 것이다. (a)는 
일반 코드이고 (b)는 OpenMP 를 이용해 병렬화한 코드이다. (a)는 CPU 의 개
수와 관계없이 한 번만 “Hello world”라는 결과를 출력한다. 반면 CPU를 구
성하는 코어의 개수에 따라 (b)에서 출력되는 결과는 달라진다. i5 가 장착된 
전산기의 경우 네 개의 코어가 CPU 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b)를 컴파일하
며 “Hello world”라는 결과가 네 번 출력된다. i7의 경우는 여덟 개의 코어가 
CPU 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b)를 컴파일하며 “Hello world”라는 결과가 
여덟 번 출력된다. 
 

계산과정의 분석 및 개선 

Seong[29]이 제안한 1-Manifold 조건의 풀이 방법은 미리 정해진 조건에 만
족할 때까지 Bezier/B-spline 형태의 대수식을 분할한다. 그리고 분할 과정에서 
얻은 도메인의 중앙점을 초기해(시작점)로 하여 다변수 다항식에 대한 NR 기
법을 적용하여 실제 해를 계산한다. 앞에 정리한 일련의 과정 중 Bezier/B-
spline 형태의 대수식의 도메인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전산기가 실수를 특정 소
수점 자리 이하에서 반올림하게 된다. 그 결과 실제 대수식을 표현하는 실수가 
의도한 값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는 분할 횟수에 비례하여 점점 커지게 된
다. 왜냐하면 Bezier/B-spline 형태의 대수식을 분할하는 de-Casteljau 기법이
나 Cox-de-boor 기법은 실수의 곱과 나누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수식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는 실수 연산과
정에서 발생하는 반올림 오차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분할 과정을 통
해 도메인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면 분할에 소요되는 시간도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계산 방법에서 이용하는 실수 연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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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하여 Interval Arithmetic을 적용했다. 그리고 분할 과정과 실제 해를 찾는 
단계의 가속화를 위해 병렬 기법을 적용했다. 먼저 실수 연산이 갖는 
Rounding Off Error 는 주어진 모델(매개변수 곡선/곡면)이 대수 연산 등의 과
정을 거치는 동안 발생하는 오차와 변환된 식을 분할하여 실제 해를 계산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오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주어진 모델을 구
성하는 조정점을 실수 형태가 아닌 Interval Number 로 표현하면 보완이 가능
하다. 즉 상징 연산의 과정을 실수 연산에서 인터벌 연산으로 변경하면 된다. 
후자의 경우는 기존의 분할 과정에서 사용되는 실수 연산을 전자와 동일하게 
인터벌 연산으로 변경하면 된다. 반면 잉여 영역에 대한 판별 과정은 이전의 
그것과는 조금 달라진다. 

 

 
Figure 32 Interval Nonparametric Bezier(Degree 3) 

((a)Blue (interval),(b) Red (real)) 
 
Interval Number를 이용해 정의된 NPB를 그림으로 정의하면 Figure 32과 

같다. (a) 부분에 경우 Interval Number를 구성하는 Lower, Upper가 모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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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역에 있다. 반면 (b) 부분은 Interval Number를 구성하는 Lower는 음수
를 Upper 는 양수를 보인다. 즉 Interval Number 로 구성된 NPB/NPBS 의 경
우 해를 포함하는 도메인의 판정 시 상한과 하한의 부호를 동시에 검사해야 한
다.  
병렬 연산의 경우 Figure 32 의 형태로 주어진 식을 분할(de-Casteljau/Cox-

de-boor) 하는 과정을 각각에 코어로 분배하여 계산을 진행하면 분할하는 과정
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반면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시
점이 동일할 경우 컴파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원인은 병렬처리의 특성
상 서로 다른 계산 유닛에서 하나의 저장공간에 동시 접근하여 저장하는 연산
을 시도할 수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코어의 개수만큼 미리 
정의된 저장공간에 계산 결과를 저장하는 방법을 적용했다. 

Figure 33 은 본 연구에서 개선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분할 과정을 통해 
얻어진 최종 도메인은 Interval Newton-Raphson(INR)을 통해 도메인 내부의 
실제 해 중 하나를 계산한다. Figure 34은 INR의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a)는 
해가 존재한 범위인 도메인(a, b)과 현재해(Current Solution)가 있다면 INR 을 
적용해 새로운 현재해를 얻을 수 있다. 동시에 (a)에서 주어진 도메인의 크기
(b)와 같이 줄어든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실제 해로 수렴한 값을 얻을 수 
있다. (c)~(e)는 실제 해를 찾는 나머지 세부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방
법은 일반적인 NR에 비해 해를 찾는 과정에서 계산의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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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Upgrade Concept of 1-Manifol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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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Concept of Interval Newton-Raph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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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영역 분할 

영역 분할은 등곡률선을 기준으로 곡면상의 영역(도메인)을 나누는 것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는 Preusser[41]가 제안한 방법을 이용했다. Figure 35 은 
Preusser[41]가 제안한 방법의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2 차원 평면에서 면을 이
루는 점이 화살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두 개의 방향으로 정렬된 점으
로 이루어진 곡선이 주어지면 곡선을 구성하는 점의 정렬된 방향 중 한쪽 방향
으로 점을 저장하면 저장된 점에 의해 새로운 영역을 얻을 수 있다. 동일하게 
곡선의 나머지 한쪽 방향을 따라 점을 저장하면 저장된 점에 의해 새로운 영역
을 얻을 수 있다.  

 

 
Figure 35 Split Domain into Two Subdomain 

 
 
 
 
 



제 3 장 가공 정보 개선 위한 곡면의 특성 및 기본방정식 
 

 88

3.2.4 투영 방법의 비교 

PCA 와 Gauss Image 는 각각 점(데이터) 군과 벡터 군으로 이루어진 데이
터의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PCA 는 점만 주어지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Gauss Image 은 법선벡터를 계산할 수 있는 형상 정보가 있어야 적용 가능하
다. 먼저 두 방법의 수식을 보면 입력을 제외한 나머지 연산과정은 동일하다. 
PCA 의 경우 임의 차원 데이터의 평균을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모든 데이터
를 뺀 값을 이용하고 Gauss Image 는 법선벡터를 얻을 수 있는 형상에서 계산
된 법선벡터의 정보를 이용한다. 앞에서 언급한 데이터의 차원을 3차원에 한정
하면 PCA 와 Gauss Image 에 입력되는 정보는 모두 방향벡터 형태의 데이터
로 볼 수 있다. 입력 정보를 3 차원 상의 곡면에서 얻어진 데이터로 한정하고 
그 형상을 비교하면 볼록형 곡면과 안장형 곡면의 데이터는 어느 정도 동일함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두 형상의 무게 중심을 계산하고 이를 중심으로 형상
을 표현하는 점 군을 벡터화한 형상과 주어진 형상의 표면에서 얻어진 법선벡
터를 원점을 기준으로 모은 형상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반면 실린더형 곡면이 
갖는 입력 데이터는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실린더형 곡면이 갖는 형상 
특성 때문이다.  

 

 
Figure 36 View Point of Cylinder 

((a)Arbitrary view, (b) Front view, (c) Side view, (d) Top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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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Shape of PCA and Gauss Image Input for Cylinder 
((a) Gauss Image input front view, (b) Gauss Image input side view,  

(c) PCA input front view, (d) PCA input side view) 
 
Figure 36는 실린더 곡면을 보는 방향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다. (a)와 (b)는 

임의 관점과 정면에서 각각 본 것이고 (c)와 (d)는 측면과 위에 각각 본 것이
다. Figure 37 는 실린더 곡면에 Gauss Image 와 PCA 를 계산하기 위한 입력 
데이터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Gauss Image 의 입력 데이터를 
정면과 측면에서 각각 본 것이고 (c)와 (d)는 PCA 의 입력 데이터를 정면과 
측면에서 각각 본 것이다. 여기에서 정면과 측면은 Figure 36과 동일한 방향이
다. Figure 37를 통해 Gauss Image는 입력 형상이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PCA 에 입력 형상은 보는 방향에 따른 영향을 덜 받
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두 
방법 모두 형상이 갖는 특성에 따라 계산 결과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실린더 형상이 갖는 준선과 모선의 방향으로 임의로 
늘리거나 줄여도 Gauss Image 가 출력하는 고유벡터의 방향은 항상 동일하지
만 PCA은 모선과 준선의 비율에 따라 다른 결과를 줄 수 있다. 
이번에는 각 방법을 적용하여 얻게 되는 고유벡터의 방향이 갖는 특성을 비

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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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Projection Shape of PCA and Gauss Image Input for Convex 
((a) Convex Shape , (b) Projection Shape of PCA,  

(c) Projection Shape of Gauss Image) 
 

 
Figure 39 Projection Shape of PCA and Gauss Image Input for Saddle  

((a) Saddle Shape , (b) Projection Shape of PCA,  
(c) Projection shape of Gauss Image) 

 

 
Figure 40 Projection Shape of PCA and Gauss Image Input for Cylinder 

((a) Cylinder Shape, (b) Projection Shape of PCA,  
(c) Projection Shape of Gaus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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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Projection Shape of PCA and Gauss Image Input for Plane 
((a) Plane Shape , (b) Projection Shape of PCA,  

(c) Projection shape of Gauss Image) 
 

Figure 38 은 볼록형 형상에 대한 투영 형상을 계산한 것이다. (a)는 볼록형 
형상을 임의 시각에서 본 것이고, (b)는 PCA를 통해 얻어진 고유 벡터를 이용
해 투영 형상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c)는 Gauss Image 을 통해 얻어진 고유 
벡터를 이용해 투영 형상을 얻은 것이다. Figure 39은 Figure 38과 같은 구성
을 따르며 안장형 형상에 대한 결과이다. Figure 40은 Figure 38과 같은 구성
을 따르며 실린더형 형상에 대한 결과이다. Figure 41은 Figure 38과 같은 구
성을 따르며 평면형 형상에 대한 결과이다. 볼록형 형상(Figure 38)에 대한 투
영 면적을 PCA와 Gauss Image를 비교하면 동일하게 2.25mm2으로 계산된다. 
안장형 형상에 PCA 와 Gauss Image 를 통해 얻어진 투영 형상의 면적을 비교
하면 동일하게 3mm2으로 계산된다. 실린더형 형상에 PCA 와 Gauss Image 를 
통해 얻어진 투영 형상의 면적을 비교하면 동일하게 각각 3mm2과 0 mm2으로 
계산된다. 마지막으로 평면형의 경우 PCA 는 선의 형상이 Gauss Image 는 계
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전형적인 형상이고 가로세로 또는 다른 방

향의 비가 일정한 형상의 계산 결과는 PCA 나 Gauss Image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두 경우 모두 입력되는 정보가 거의 동일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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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기인한다. 반면 앞의 계산 예인 실린더 형상처럼 입력 데이터의 형상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그 계산 결과가 서로 비슷하지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Figure 42 Projection Shape of PCA and Gauss Image Input for Hull Plate1 

((a) Hull Plate1 , (b) Projection Shape of PCA,  
(c) Projection shape of Gauss Image) 

 

 
Figure 43 Projection Shape of PCA and Gauss Image Input for Hull Plate2 

((a) Hull Plate2, (b) Projection shape of PCA,  
(c) Projection shape of Gauss Image) 

 

 
Figure 44 Projection Shape of PCA and Gauss Image Input for Hull Plate3 

((a) Hull Plate3, (b) Projection Shape of PCA,  
(c) Projection Shape of Gaus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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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Figure 44 는 실제 선체외판 가공이 실시된 데이터이다. 모든 구

성은 Figure 38과 동일하다. Figure 42 (b)는 (a)를 PCA를 통해 얻어진 방향
벡터를 이용해 투영한 형상이고 그 면적은 48,671.4mm2 이다. (c)는 Gauss 
Image 로 얻어진 방향벡터를 이용해 투영한 형상이고 그 면적은 46,997.8mm2 

이다.  
Figure 43 은 앞에서 논의한 방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얻은 PCA 방향의 

투영 면적은 53,359.9mm2 이고 Gauss Image 방향의 투영 면적은 
30,197.4mm2 이다. Figure 44는 앞에서 설명한 예제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얻
은 PCA방향의 투영 면적은 200,302mm2 이고 Gauss Image 방향의 투영 면적
은 88,666.2mm2 이다. 투영 면적의 크기를 기준으로 Gauss Image 와 PCA 를 
비교하면 Gauss Image 가 좀 더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전형적인 형
상이고 모든 축 방향으로 점의 분포가 균일한 경우 입력 데이터가 비슷하게 계
산되므로 투영 면적의 크기가 동일하게 계산된다. Figure 40 의 계산 결과에 
Gauss Image 를 통해 실린더를 보면 보는 방향과 모선의 방향이 평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이용해 실린더의 투영 면적을 얻으면 가장 
작은 크기를 보인다. 따라서 Gauss Image 을 통해 얻은 투영 방향이 선체외판
에 대한 냉간 굽힘 가공 정보(모선의 방향)로 더 적합하다 할 수 있다. Table 7
은 두 방법을 통해 얻은 투영 면적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7 Comparison Projection Area of PCA and Gauss Image 

 PCA(mm2) Gauss Image(mm2) PCA/ Gauss Image(%) 
Convex 2.25 2.25 1.00 
Saddle 3.00 3.00 1.00 
Cylinder 3.00 0.00  
Plane 0.00 0.00  
Shape1 48,671.40 46,997.80 1.03 
Shape2 53,359.90 30,197.40 1.76 
Shape3 200,302.00 88,666.20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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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기하연산의 가속화(곡면) 

Kim[39]은 Coons patch 의 성질을 이용해 자유형상 곡면을 포함하는 최소 
포함 볼륨을 얻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가 제안한 최소 포함 볼륨의 생성은 3단
계로 구성된다. 각 단계에서 현재의 모델에서 근사 모델로 변환 될 때 계산되
는 근사오차를 계산한다. 오차의 크기가 사용자가 지정한 오차보다 작으면 근
사를 멈추고 그보다 크면 곡면을 분할하여 다시 근사를 진행한다. 이는 기존에 
제안된 연구들이 볼륨을 얻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매우 큰 저장공간을 아주 작
게 한다. 또 사용자가 정의한 오차의 크기에 만족하게 모델이 근사 된다. 그 결
과 각 단계마다 사용자가 지정한 오차와 모델의 변환 단계에 발생하는 오차의 
합으로 원 모델과 근사 모델 간의 오차가 정의될 수 있다. 그 결과 근사 모델
과 사용자가 지정한 오차 그리고 변환 오차의 합으로 입력 모델을 완전히 포함
하는 근사 모델(볼륨)을 만들 수 있다.  
평면 곡선에 대한 기하 연산 가속화에 관심이 있다면 Appendix D를 참조하

면 된다. 
 

3.2.5.1 매개변수 곡면을 Coons patch(Transfinite 곡면)으로 근사 

사각형 도메인을 갖는 매개변수 곡면은 네 개의 경계곡선을 갖는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꼭짓점이 연결된 네 개의 경계 곡선이 주어지면 이를 이용해 매
개변수 곡면(Coons patch)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각형 도메인을 갖는 
곡면과 그 곡면의 경계 곡선을 이용해 얻은 곡면은 경계 곡선 부위의 형상을 
제외한 내부 형상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각형 도메인을 갖는 
곡면의 경우 경계 곡선만 이용해 Coons patch로 재구성하며 여러 장점을 갖게 
된다. Transfinite 곡면은 경계 곡선이 주어진 경우 그 내부의 형상을 경계 곡
선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곡면이다. 

Kim[39]은 Coons patch 가 Transfinite 곡면이라는 점을 착안해 임의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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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주어진 사각형 매개변수 곡면을 주어진 오차(E1)에 만족할 때까지 이진 
분할 후 Coons patch 로 변환했다. 이때 분할된 곡면과 이를 근사하는 Coons 
patch 간의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 근사 된 Coons patch 를 Bezier/B-spline 형
태로 다시 변환하여 경계 곡선을 제외한 곡면의 내부 조정점이 갖는 거리를 비
교했다. 이때 두 조정점 사이에 거리가 근사오차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 ) = (1 − ) ∗ (0, ) +  ∗ (1, ) + (1 − ) ∗ (, 0) +  ∗ (, 1) − 	(1 − ) ∗ (1 − )∗ (0,0) + (1 − ) ∗  ∗ (0,1) + u ∗ (1 − ) ∗ (1,0) +  ∗ ∗ (1,1)																																																																																																																																(3.2.40) 	(, ) − (, ) = , − , = 0 ≤  ≤ , 0 ≤  ≤  																																									(3.2.41) 
 

식(3.2.40)은 임의의 형상의 사각형 곡면을 구성하는 네 변의 곡선이 주어진 
경우 이를 Coons patch((, ))로 재구성하는 식이다. (0, ), (1, ), (, 0), (, 1) 은 사각형 곡면의 네 변을 구성하는 경계 곡선
이다. 식(3.2.41)은 곡면이 Coons patch 로 변환될 때 오차를 계산하는 식이다. (, ) 는 Coons patch 를 나타내고 (, ) 근사 전 곡면을 나타내고 ,, ,
는 각각 Coons patch와 근사 전 곡면의 조정점을 나타낸다. 

 
3.2.5.2 Coons patch를 선 직면으로 근사 

3.2.5.1 에서 얻어진 Coons patch 는 Transfinite 곡면으로 경계 곡선의 형상
을 이용해 내부의 형상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Coons patch 는 경계 곡선의 
데이터로부터 다시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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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Boundary Curve Approximation Error for Rule Surface  
((a) 0 Subdivision level error (b) 1 Subdivision level error) 

 
Figure 45은 롤 곡면의 경계 곡선을 근사할 때 계산할 수 있는 오차를 표시

한 것이다. 롤 곡면은 두 개의 경계 곡선을 선형 보간하여 곡면을 생성하는 방
법이다. 이를 확장해보면 롤 곡면을 선 직면으로 근사할 때의 오차는 롤 곡면
의 양단을 직선으로 근사할 때의 오차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롤 곡면을 선 
직면으로 변환할 때의 오차는 선형 보간의 성질에 의해 양쪽 경계 곡선이 직선
으로 변환될 때 발생하는 최대 오차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경계 곡선의 근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로 롤 곡면을 선 직면으로 근사할 때의 전체 오차를 표현
할 수 있다. 즉 Coons patch 를 선 직면으로 근사하는 것은 네 개의 경계 곡선
이 교차하는 코너점을 이용해 선 직면을 만드는 것이고 또 Coons patch 의 계
산 과정에서 빼는 평면을 한 번 더 빼 주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 ) = 		 (1 − ) ∗ (1 − ) ∗ (0,0) + (1 − ) ∗  ∗ (0,1) + u ∗ (1 − ) ∗ (1,0) +  ∗ ∗ (1,1)																																																																																																																												(3.2.42) 
 (, ) = 		 (1 − ) ∗ (0, ) +  ∗ (1, )																																											(3.2.43) 
 (, ) = (1 − ) ∗ (, 0) +  ∗ (, 1)																																												(3.2.44) 
  (, ) = (, ) − 	(, )																																												(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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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3.2.46) 
 (, ) − (, ) =  (, ) +  (, )																																	(3.2.47) 

 

식(3.2.42)은 1차 곡면 식을 나타내고 식(3.2.43)은 Coons patch를 구성하는 
롤 곡면 중   방향의 곡면을 식(3.2.44)는   방향을 나타낸다. 식(3.2.45)는  

방향 롤 곡면과 식(3.2.43)의 선 직면이 갖는 오차를 계산하는 식이고 식(3.2.46)
은  방향 롤 곡면과 식(3.2.44)의 선 직면이 갖는 오차를 계산하는 식이다. 식
(3.2.47)은 최종적으로 선 직면과 Coons patch 간의 오차를 계산하는 식이다. 
식(3.2.47)에서 오차를 계산하는 과정을 보면 두 개의 롤 곡면과 선 직면의 오
차를 나타내는 식의 합으로 Coons patch 를 선 직면으로 근사할 때의 오차를 
계산할 수 있다. 즉 롤 곡면을 선 직면으로 근사하는 과정에서 롤 곡면과 선 
직면 사이의 오차는 롤 곡면의 양단을 구성하는 곡선과 직선 사이의 오차로 계
산할 수 있다. 그리고 양단에서 계산되는 오차는 일차 보간을 통해 롤 곡면 전
체에서 계산 가능하다. 이를 좀 더 단순화시켜 보면 롤 곡면과 선 직면 사이의 
오차 중 롤 곡면을 구성하는 양단의 곡선에서 계산되는 가장 큰 오차를 롤 곡
면 근사에 대한 대표 오차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Coons patch 를 선 직면으로 
근사할 때 발생하는 오차는 불리언 합(Boolean Sum) 성질에 의해 두 개의 롤 
곡면이 선 직면을 근사할 때 발생하는 오차의 합(E2)으로 나타낼 수 있다. 

 
3.2.5.3 선 직면을 사면체로 근사 

두 개의 Convex 형상 사이의 기하 연산(최단 거리 및 간섭 여부)은 많은 연
구를 통해 보고되어 왔다. 3 차원 상의 볼륨을 갖는 최소 단위는 사면체이다. 
그리고 사면체는 Convex 형상이다. 따라서 볼륨 간의 기하 연산을 통해 곡면 
간의 기하 연산의 가속화를 의도한다면 최종적으로 Convex 형상을 얻어야 한
다. 3.2.5.2 의 근사 과정을 통해 얻은 선 직면은 기본적으로 네 개의 꼭짓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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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따라서 바로 3 차원 상의 Convex 형상(사면체)으로 변환할 수 있
다. 
 	(, ) = (1 − )(1 − ) + (1 − ) + (1 − ) + 0 ≤ ,  ≤ 1 																		(3.2.48) 

 (, ) = (1 −  − ) ∗  +  ∗  +  ∗  	0 ≤ , , (1 −  − ) ≤ 1 																																					(3.2.49) 
 (, ) − (, ) = ( + −−)																																								(3.2.50) 

 

식(3.2.48)는 선 직면(일차 곡면)을 나타낸 것이다. 식(3.2.49)는 식(3.2.48)을 
근사하는 사면체를 구성하는 삼각형을 상대 좌표개념을 이용해 곡면으로 표현
한 식이다. 식(3.2.50)은 일차 곡면과 삼각형 사이의 변위를 계산하는 식이다. 
식(3.2.50)은 식(3.2.48)과 식(3.2.49)의 도메인 특성에 따라  = 0.5,  = 0.5일 
때 가장 큰 변위를 보인다. 이 변위의 절대 크기는 ‖ +  −  − ‖/4이
고 선 직면과 사면체의 Hausdorff Distance(HD)(E3)이다. 

 
3.2.5.4 볼륨 생성 

3.2.5.1~3.2.5.3 에서 설명한 근사오차의 총합(Coons patch error(E1) + 
Bilinear patch error(E2) + Tetrahedron error(E3))과 최종 형상인 사면체를 이
용해 주어진 곡면을 완전히 포함하는 볼륨을 만들 수 있다. 사면체 형상 위에 
근사오차의 총합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지나게 하면 곡면을 완전히 포함하는 
볼륨을 얻을 수 있다. 볼륨을 이용한 기하 연산 가속화 과정에서 Coons patch 
를 좀 더 잘게 분할하는 계산이 자주 요구된다. 이는 보다 정확한 최소 거리의 
계산 때문이다. 이때 분할된 사면체가 갖는 오차의 총합 중 Coons patch 를 선 
직면으로 바꿀 때 발생하는 오차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Coons 
patch 를 여러 개의 선 직면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최대 오차를 다시 계산하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 Kim[39]은 곡면을 



제 3 장 가공 정보 개선 위한 곡면의 특성 및 기본방정식 
 

  99

Coons patch 로 변환할 때 계산되는 오차와 Coons patch 를 선 직면으로 바꿀 
때 오차의 관계를 제시하면서 전자의 오차가 약간 크다고 밝혔다. 그리고 
Coons patch를 선 직면으로 바꿀 때 최대 오차 즉 Coons patch 전체를 하나의 
선 직면으로 바꿀 때 경계 곡선에서 계산되는 오차는 분할 단계를 한 단계 올
릴 때마다 약 1/4 에 가깝게 줄어듦을 보였다. 이를 통해 Coons patch 를 여러 
개의 선 직면으로 변환할 때 정의하는 오차를 최대 오차의 1/4 씩 줄여가며 계
산해도 볼륨과 근사오차의 총합이 곡면을 충분히 포함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Figure 46 는 앞에서 설명한 BVH 생성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자유형상 곡
면과 사용자가 지정한 근사오차를 기준으로 자유형상 곡면을 Coons patch 로 
변환한다. 그리고 Coons patch 의 경계 곡선을 이등분하여 일 회 분할 시 네 
개의 일차 곡면을 만든다. 일차 곡면을 만들기 위해 Coons patch 를 n 회 분할
하면 전체 일차 곡면의 개수는 4n으로 얻어진다. 이때의 근사오차는 Figure 45
에 나온 것과 같이 계산하고 각 분할 단계에서 계산된 최대 오차만 저장하고 
분할 횟수만 고려해 계산한다. 선 직면을 사면체로 변환할 때는 선 직면의 꼭
짓점 네 개를 이용하고 이때 발생하는 근사오차는 주어진 식(3.2.50)을 이용해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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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Flowchart for Construction of B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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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BVH를 이용한 기하연산 

BVH 를 구성하면 최종적으로 여러 개의 사면체와 근사오차를 얻게 된다. 
사면체는 Convex 형상이므로 Convex 형상 간에 기하 연산을 통해 곡면의 기하 
연산 결과를 추정할 수 있다. 또 Convex 형상 간의 연산을 통해 정확한 연산
이 필요 없는 부분을 미리 제거할 수 있다.  

GJK(Gilbert et al.[40]) 알고리즘은 Convex 형상으로 정의된 두 개의 물체 
간의 간섭이나 최단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Figure 47 는 GJK 알고리즘의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Figure 48은 Figure 47에서 정리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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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Algorithm of GJK (Gilbert et al. [40]) 
 

 
Figure 48 Procedure of GJK  

((a)Given Data, (b) Initial Setting, (c) Calculate Minimum Norm,  
(d) Find Point V, (e) Find Minimum Distanc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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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Procedure of Finding Corresponding Point each Tetrahedron with 

Approximation Error 
((a) Correspond point of two tetrahedrons,  

(b) Construction of tetrahedron swept sphere which radius from total 
approximation error,  

(c) Find true correspond point) 
 

 
Figure 50 Distance Type of Correspond Point 
((a) Minimum distance (b) Collision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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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VH 로 얻은 여러 개의 사면체 간에 대응점은 GJK 알고리즘을 적용해 얻

는다. 그리고 자유 곡면을 근사하는 과정에서 얻은 근사오차를 이용해 사면체
의 표면에 오차 크기(Coons patch error(E1) + Bilinear patch error(E2) + 
Tetrahedron error(E3)) 만큼의 반지름을 갖는 가상의 구들을 생성해 사면체의 
표면을 완전히 덮는다. 그러면 Figure 49 의 (c)와 같은 형상을 얻을 수 있다. 
이때 대응점을 잇는 직선을 만들고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 사면체가 갖는 근사
오차만큼 직선을 이동한다. 그러면 그 지점이 여러 개의 사면체로 변환된 자유
형상 곡면의 대응점이 된다. Figure 50는 GJK 알고리즘을 적용해 대응점 계산 
후 대응점의 종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점(P1)과 점(P2) 간의 거
리(d)가 점(P1)의 근사오차(r1)와 점(P2)의 근사오차(r2) 합보다 크면 대응점은 
최단거리상에 있고 그보다 작다면 간섭한다. GJK 알고리즘에 관한 자세한 내
용은 Gilbert et al.[40]를 참고하면 된다. 

Figure 51 는 BVH 와 GJK 를 이용해 전형적인 형상의 곡면에 대한 대응점
을 계산한 것이다. Table 8은 Figure 51에서 BVH를 통해 변환된 사면체의 개
수, 대응점의 계산시간 그리고 대응점을 얻기 위한 데이터의 변환 시간을 동시
에 비교한 것이다. 대응점을 계산하기 위해 곡면을 사면체로 변환하는 시간은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실제 대응점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소요되는 계산 시간
은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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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Calculation for Corresponding Points of Typical Surface by BVH and 

GJK 
((a) Convex, (b) Saddle, (c) Plane, (d) Cylinder) 

 
Table 8 Calculation Time for GJK 

 
BVH+GJK(ms) 

Volume 
(Tetrahedron) Convert Corresponding 

Points 
Convex 64 26 10 
Saddle 64 33 10 
Plane 64 27 8 
Cylinder 64 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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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가공방법의 분류 

 
4. 가공 방법의 분류

Figure 52 는 본 장에서 논할 주제를 위해 사용한 내용이다. 크게 기존 연구
와 개선을 위해 사용한 방법 그리고 추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란색 영
역으로 표시된 키워드들이 본 장에서 사용될 키워드들이다. 

 

 
Figure 52 Diagram of Relational Keywords for This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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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선체외판 가공 공정의 분류 
선체외판의 가공 시 작업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는 가공도이다. 가공도는 선

체외판의 전개형상과 설계형상의 Offset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작업자는 전
개형상과 Offset데이터를 참고하여 현재 가공하는 선체외판의 형상을 파악한다. 
그러나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선체외판을 인지하는 결과가 달라진다. 그에 
따라 가공에 필요한 열간가공 방법 또한 달라진다. 본 절은 앞에서 지적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4.1.1 기존 방법의 문제점 분석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표준형상의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
로 곡면을 여러 개의 요소로 분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분할 해상도와 표준형상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 없이 임의의 분할 해상도
로 곡면을 분할하여 표준형상 간의 비율을 얻었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선체외
판 가공 공정을 분류했다. 곡면을 다양한 분할 해상도에서 분할하여 표준형상
을 계산하고 분할 해상도와 표준형상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선체외판 형상의 분할을 기반으로 한 표준형상 계산 방법의 문제점을 확
인하고 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Figure 53 은 기존에 제안된 방법으로 표준형상을 계산한 예제이다. 표준형
상의 계산을 위해 곡면의 도메인을 10 등분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대 35 등분하
여 표준형상을 계산했다. ‘X’는 안장형 곡률, ‘O’는 볼록형 곡률, ‘□’는 실린더형 
곡률 그리고 ‘△’는 평면형 곡률을 각각 나타낸다. Figure 53에 계산된 각 분할 
해상도의 표준형상은 Table 10에 정리되어 있다. 
분할 해상도와 표준형상의 관계를 예상하면 저해상도 분할에서 고해상도 분

할로 갈수록 표준형상 간의 비율이 차츰 고정되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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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물론 곡면 전체가 볼록형, 실린더형, 안장형, 평면형으로만 구성된 
경우 분할 해상도와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표준
형상을 계산하는 선체외판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분할해상도에 따른 표준형상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표준형상으로 

구성된 곡면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곡면의 경계 곡선 중 마주 보는 두 경계 
곡선의 현길이(Chord-Length)가 큰 차이를 보이는 곡면을 이용해 다양한 분할 
해상도에서 표준형상을 계산하고 그들 간의 비율을 비교한다.  

 

 

Figure 53 Calculating the standard shape in various resolutions Example 
((a) Divided resolution 10, (b) Divided resolution 15, (c) Divided resolution 20,  

(d) Divided resolution 25, (e) Divided resolution 30, (f) Divided resolution 35) 

 
Table 9 Determine Criteria for Standard Shape 

Curvature Saddle Convex Cylinder Flat 
Gaussian(G) G<-1e-4 G>1e-4 |G|<1e-4 |G|<1e-4 
Mean(H) H ≠ 0.0 H ≠ 0.0 |H|>1e-4 |H|<1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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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표준형상 개념을 이용한 선체외판 가공

공정 분류 연구에서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표준형상을 판정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형상에 대한 판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Table 9를 보면 안장형은 가우스 곡률이 “-0.0001”보다 작고 평균 곡률이 ‘0’
이 아닐 때로, 볼록형은 가우스 곡률이 “0.0001”보다 크고 평균 곡률이 ‘0’이 
아닐 때로 각각 정의했다. 실린더형은 가우스 곡률의 절댓값이 “0.0001”보다 
작고 평균 곡률의 절댓값이 “0.0001”보다 클 때로, 평면형은 가우스 곡률의 
절댓값이 “0.0001”보다 작고 평균 곡률의 절댓값이 “0.0001”보다 작을 때
로 각각 정의했다. 앞에서 정의한 판정 기준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준이고, 
생산 현장마다 그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표준형상에 대한 판정 
기준은 현장의 특성에 맞게 바꿀 수 있다. 
비교 데이터 1(Figure 54)을 다양한 분할 해상도를 이용해 표준형상을 계산

하고 각각의 표준형상의 개수를 Table 10에서 정리했다. 이때 사용한 표준형상
의 판정 기준은 Table 9이다. Table 10을 보면 분할 해상도가 10일 때는 실린
더형 형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점차 분할 해상도를 높일수록 실린더형 형상의 
개수가 늘어난다. 그러나 분할 해상도를 30 으로 표준형상을 계산하면 이전 분
할 해상도에서 계산된 실린더형 형상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 데이터 2(Figure 55)도 동일한 방법으로 표준형상의 개수를 계산했다. 

Table 11 을 보면 분할 해상도에 관계없이 표준형상의 종류는 일정하게 유지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분할 해상도를 높여가면서 표준형상을 계산하
면 그 개수가 분할 해상도에 비례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표
준형상의 개수를 정규화(해당 형상의 개수에서 전체 표준형상의 개수로 나눔) 
하여 그 비율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분할 해상도의 변화에 따라 계속 표준형상 
간의 비율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예제를 통해 분할 해상도를 변화시켜가며 표준형상의 변화를 비교한 결



제 4 장 가공방법의 분류 
 

 110

과 고해상도 분할 후 표준형상을 계산하는 것이 항상 수렴된 결과를 보이지 않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고 분할 해상도를 사용하더라도 형상에 맞는 고 분
할 해상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분할 해상도와 관계없이 표준형상
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Figure 54 Comparison Data1 
 

Table 10 Standard Shape for Subdivision Level(Data 1) 
Subdivision 

Level Saddle Convex Cylinder Flat 

10 50 71 0 0 
15 104 150 2 0 
20 180 258 3 0 
25 273 393 10 0 
30 395 560 6 0 
35 523 753 20 0 

 

 

Figure 55 Comparison Dat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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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tandard Shape for Subdivision Level(Data 2) 
Subdivision 

Level Saddle Convex Cylinder Flat 

10 2 118 1 0 
15 4 250 2 0 
20 9 430 2 0 
25 12 658 6 0 
30 18 936 7 0 
35 24 1262 10 0 

 

4.1.2 기존 방법의 개선 

본 연구에서는 선체외판을 분할하여 분할된 요소의 중앙에서 계산된 표준형
상을 대체하기 위해 표준형상을 표현하는 각각의 곡률이 선체외판의 형상인 곡
면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계산한다. 표준형상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 곡
률 간의 경계선을 계산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그리고 곡률의 경계선으로 영역
화된 표준형상의 면적에 대한 계산방법을 논의한다. 

 
4.1.2.1 등곡률선의 계산 

본 절에서 사용하는 등곡률선의 의미는 동일한 가우스 곡률을 갖는 곡면상
의 선을 의미한다. 경우 따라 등곡률선은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 곡률 간의 경
계선이기도 하다. 곡률 간의 경계선을 계산하기 위해 3 장에서 소개한 상징 연
산과 개선된 1-Manifold 계산 방법을 사용한다. 2 장의 식(2.1.1)는 가우스 곡률
을 표현하는 식이다. 분자를 구성하는 ,은 분수의 형태로 표현된 식이다. 그
리고 분모는 분수의 형태가 아니다. 이러한 형태는 가우스 곡률을 상징 연산으
로 변환해 곡률이 ‘0’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등곡률선을 바로 계산하는 것은 어
렵다. 이는 분자를 구성하는 ,을 계산하기 위해서 나누기 연산이 필요하지만 
상징 연산은 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Table 9에서 정의한 형태의 표준형
상을 얻기 위해서는 가우스 곡률이 ‘0’인 경우 이외에 등곡률선을 계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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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Appendix C 에 정리한 새로운 형태 가우스 곡률 식에 계산하고자 
하는 곡률을 대입하면 이를 상징 연산을 통해 바로 하나의 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그리고 변환된 식은 3 장에서 논의한 개선된 1-Manifold 계산 방법을 통
해 계산할 수 있다.  

 
4.1.2.2 곡률영역의 분할과 면적 계산 

4.1.2.1 를 통해 계산된 등곡률선을 이용해 선체외판의 형상인 곡면을 분할
할 수 있다. 3 장에서 소개한 방법으로 곡면의 도메인을 분할한다. 
선체외판 형상인 곡면이 갖는 도메인이 여러 개의 영역으로 분할되면 각 영

역에 대한 면적을 계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할된 곡면의 면적을 계산하
기 위해 도메인을 여러 개의 작은 삼각형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적용했다. 구체
적인 분할 방법은 2 차원 Delaunay Triangulation 이다. 삼각형으로 분할하는 
과정은 분할된 도메인 영역의 경계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경계정보
를 구성하는 정보(Figure 56(a))를 이용해 초기 삼각형(Figure 56(b))을 만든다. 
초기 삼각형의 크기를 계산하고 기준이 되는 크기보다 크면 다시 분할(Figure 
56(c)) 하여 만족된 크기가 될 때까지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  

 

 

Figure 56 Procedure of Delaunay Triangulation 
((a) Split domain, (b) Initial Triangulation, (c) Subdivision Tri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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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을 분할하는 삼각형의 꼭짓점 정보를 이용해 곡면상에서 그에 해당하
는 점을 계산한다. 계산된 점을 이용해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하고 전체 삼각형
의 면적은 분할된 삼각형 면적의 합을 통해 얻는다.  

 

 
Figure 57 Analysis for Curvature Region(Data1) 

 

 

Figure 58 Analysis for Curvature Region(Data2) 
 
Figure 57 과 Figure 58 는 비교 데이터 1 과 2 를 사용해 곡률의 영역을 계

산한 것이다. 표준형상의 영역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한 판정 기준은 Table 9이
다. 앞에서 설명한 과정을 적용해 표준형상 영역을 계산했고 적색은 볼록형 영
역, 파란색은 안장형 영역, 녹색은 실린더형 영역으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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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가공 공정 분류 방법의 개선 

본 연구는 Noh and Shin[24]이 제안한 가공 공정 분류 절차를 주목했다. 그
들은 시스템의 관점에서 가공 공정을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는 Kim et 
al.[23]이 제안한 절차와 같이 단순한 표준형상의 비율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전체 선체외판 가공 공정을 고려해 분류 절차를 제안한 것이다. 따라서 Noh 
and Shin[24]이 제안한 방법은 분류 절차에 대한 합리적 논리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표준형상의 영역을 계산하는 것을 제외한 나
머지 분류 절차는 Noh and Shin[24]이 제안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 Figure 
59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선체외판 가공 공정 분류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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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9 Propose Process for Fabrication Process of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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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개선된 방법의 적용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각형 선체외판의 가공 공정 분류는 표준형상들 간의 
개수 비 대신 선체외판을 구성하는 표준형상의 면적을 계산하여 이들 간의 비
율을 분류에 활용했다. 표준형상 영역의 면적 비율을 이용해 가공공정을 분류
할 경우 표준형상의 하나로 정의된 평면형을 계산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Figure 57 과 같이 실린더형 영역과 평면형 영역으로 분류된 것의 영역 자체가 
매우 좁은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평면형을 제외한 
표준형상의 영역을 먼저 계산하고, 이후 얻어진 볼록형 영역, 안장형 영역 그리
고 기준치(Table 9) 내의 실린더형 영역으로 가공 공정에 대한 분류를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가공 공정에 선체외판을 할당하는 단계에서 가공의 여부를 결정한
다. 이때 표준형상 영역이 전부 실린더형 영역인 경우 실린더형 영역이 갖는 
평균 곡률을 계산하여 Table 9 의 기준에 만족하는 평면형 영역이면 가공이 필
요하지 않은 선체외판으로 분류했다.  
제안한 방법의 검토를 위해 전형적인 형태의 곡면과 다양한 곡률로 구성된 

곡면의 가공 공정 분류를 진행했다. 
 

 

Figure 60 Four Typical Surface 
((a)Saddle (b)Convex (c) Plane (d)Cy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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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 Classification Result for Typical Surface 
((a) Roll Bending and Line Heating (b) Roll Bending and Triangle Heating  

(c) No Forming Task (d) Roll Bending) 
 

 
Figure 62 An Example Plate of Roll Bending, Line Heating and Triangle 

Heating 
((a) Shading Model (b) Region of Curvature Model) 

 

 
Figure 63 An Example Plate of Roll Bending, Line Heating and Triangle 

Heating 
((a) Shading Model (b) Region of Curvatu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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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0은 곡면 전체가 표준형상인 곡면이고 Figure 61는 표준형상 곡면
에 대한 가공 공정 분류 결과이다. 안장형과 볼록형 선체외판의 경우 매우 쉽
게 가공 공정을 분류할 수 있었다. 반면 실린더형과 평면형의 경우 표준형상 
영역을 계산한 이후 평면형 형상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더 필요로 한다.  

Figure 62 은 다양한 표준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할당된 가공 공정
은 선체외판 전체에 분포하는 표준형상의 영역 정보를 이용해 가공방법을 적용
시킬 수 있다. Figure 63 은 기존의 방법대로 선체외판을 분류할 경우 내종곡
(볼록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면적으로 계산된 표준형상 영역 정보를 
통해 약간의 외종곡(안장형)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턴 오버(가공 
중간에 판의 뒤 면을 가공하기 위해 판을 뒤집는 것) 후 가공해야 하는 영역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선체외판 가공 공정 분류에 사용한 표준형상의 계산 방법이 갖는 문제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곡면의 표준형상 영역을 직접 계산했
다. 이를 통해 기존 표준형상의 개수 비를 기준으로 한 선체외판 가공 공정 분
류 시 발생할 수 있는 분류 결과의 오류 가능성을 없애고 분류 결과의 신뢰성
을 높였다. 또 표준형상 영역을 정량적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작업자가 선체외
판을 가공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Table 12는 기존에 제
안된 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특성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Table 12 Comparison Result of Classification Algorithm of Rectangle Curved 

Hull Plates for Plate Fabrication 
 Input Standard of Determination 

Previous Method Unstable 
(ratio for number of standard shape) Non-mention 

Proposal Method Stable 
(ratio for area of standard shap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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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곡판의 판정 
선체외판을 가공하는 작업자는 선체외판 가공도를 참고하여 가공하고자 하

는 선체외판의 형상을 판단한다. 이때 변곡선(점)의 포함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는 변곡선(점)이 포함된 경우 그에 적합한 가공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공 공정 분류와 동일하게 변곡선(점)에 대한 포함 유무의 판
단은 가공도의 있는 정보만으로 힘들다. 본 연구는 선체외판 설계 형상의 정보
를 이용해 선체외판이 변곡선(점)을 포함하고 있는지 계산한다. 이를 통해 선체
외판 성형 가공 시 가공성(가공의 쉬운 정도)을 확인한다. 

 

4.2.1 법선곡률 식의 분석 및 단순화 

식(3.1.6)이 ‘0’인 상태를 계산하기 위해서  , 	이 주어져야 한다. 선체외판은

가공의 특성상 냉간 굽힘 방향을 기준으로 변곡선을 얻는다. 즉 변곡선 방향의 평면정

보를 이용해  , 	를 계산할 수 있다. 냉간 굽힘 가공의 방향을 얻는 방법은 형상의 

투영 방향을 이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auss Image 가 갖는 투영방향 중 그 투

영면적이 가장 작은 방향을 이용해  ,	를 계산했다.  

 

4.2.2 변곡선 계산의 구현 

4.2.1 에서 얻어진  , 	와 식(3.1.6)을 상징 연산을 이용해 하나의 식으로 
유도 한다. 유도된 식은 변수가 두 개이고 식이 한 개인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
의 식은 일반적으로 선/곡선 형태의 해를 갖는다. 주어진 형상이 Bezier 곡면일 
경우 Bezier 상징 연산을 이용해 변환하면 변수가 두 개인 NPB 형태의 음 함
수를 얻을 수 있다. B-spline의 경우 Decomposition 하면 여러 개의 Bezier 곡
면을 얻을 수 있다. 그 뒤 앞에서 설명한 Bezier 상징 연산을 적용하면 N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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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음 함수를 여러 개 얻을 수 있다. 앞의 과정을 통해 정의된 음 함수를 
본 연구에서 개선한 1-Manifold 계산 방법을 이용해 계산하면 변곡선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제안한 방법이 변곡선을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명확하

게 변곡선의 형상을 갖는 곡면 세 개에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Figure 64은 그 
형상이 파도와 비슷하다. 그리고 사선을 기준으로 두 개의 영역을 나누면 한쪽
은 아래로 굽혀져 있고 다른 한쪽은 위로 굽혀져 있다. Figure 64 의 (c)를 보
면 세 개의 변곡선이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65 은 그 형상이 두 
개의 실린더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연결한 것이다. 그리고 가운데 선을 기준으
로 두 개의 영역을 나누면 한쪽은 아래로 굽혀져 있고 다른 한쪽은 위로 굽혀
져 있다. Figure 65의 (c)를 보면 한 개의 변곡선이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Figure 66 는 그 형상이 두 개의 콘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연결한 것이다. 
그리고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두 개의 영역을 나누면 한쪽은 아래로 굽혀져 있
고 다른 한쪽은 위로 굽혀져 있다. Figure 66 의 (c)를 보면 한 개의 변곡선이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변곡선을 포함하고 있는 단순 곡면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이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64 Inflection Line Including Surface1 
((a) Shading Model, (b) Boundary Model(Blue),  

(c) Inflection Line of Model(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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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 Inflection Line Including Surface2 
((a) Shading Model, (b) Boundary Model(Blue),  

(c) Inflection Line of Model(Green)) 
 

 
Figure 66 Inflection Line Including Surface3 

((a) Shading Model, (b) Boundary Model(Blue),  
(c) Inflection Line of Model(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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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계산 결과의 고찰 

변곡선 계산 방법을 이용해 실제 선체외판 곡면의 변곡선을 계산한다. 이를 
통해 분할된 선체외판 곡면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변곡선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 분할된 선체외판 곡면의 분할 적합성을 확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할 적합성은 분할된 선체외판의 성형 가공 시 작업의 효율성과 생
산성을 의미한다. 다양한 기준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판단 기준은 계
산된 변곡선이 곡면의 중앙을 관통 여부와 변곡선의 개수이다.  
변곡선이 곡면을 관통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한 것은 변곡선을 중심으로 

냉간 굽힘 가공 축이 배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곡선의 위치에 따라 롤 벤
딩 작업 시 굽혀져야 하는 부분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그래서 변곡선의 관통 
여부를 작업의 용이성 측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선택했다. 변곡선의 개수는 
변곡선을 기준으로 롤 벤딩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 횟수의 기준이 된다. 따라
서 분할된 곡면의 가공 생산성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선택했다.  

Figure 67 은 판의 경계부분에 약간의 변곡선이 보인다. 성형 가공 시 무시
할 만한 변곡선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분할된 선체외판의 성형 작업 효율성
이 높다고 볼 수 있다. Figure 68 도 판의 경계부분에서 약간의 변곡선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분할된 선체외판의 성형 작업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Figure 69은 변곡선이 거의 판을 관통한다. 그리고 변곡선에 의해 분리되는 영
역의 면적이 넓다. 따라서 성형 가공의 방법에 따라 까다로운 선체외판이 될 
수 있다.  
계산된 변곡선의 위치를 이용해 분할된 선체외판 곡면에 대한 품질을 비교

했다. 그러나 변곡선을 중심으로 한쪽 면이 갖는 법선 곡률의 크기가 매우 작
다면 변곡선이 위치한 영역과 그 개수로 가공 효율성을 비교한 것은 의미가 없
을 수도 있다.  
실제 가공에 사용된 선체외판 정보를 이용해 변곡선에 대한 유무를 계산하



제 4 장 가공방법의 분류 
 

  123

고 그 결과를 보였다. 또 몇 가지 평가 기준을 적용해 분할된 선체외판의 냉간 
굽힘 가공 시 가공의 용이성과 생산성을 비교해 보았다. Table 13는 기존 방법, 
현장의 방법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방법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Figure 67 Hull Plate1 
((a) Shading Model, (b) Boundary Model(Blue),  

(c) Inflection Line of Model(Green)) 
 

 

Figure 68 Hull Plate2 
((a) Shading Model, (b) Boundary Model(Blue),  

(c) Inflection Line of Model(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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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9 Hull Plate3 
((a) Shading Model, (b) Boundary Model(Blue),  

(c) Inflection Line of Model(Green)) 
 

Table 13 Comparison of Calculation Algorithm for Inflection Line 
 Inflection line Consideration of workability 

Kim[45]  Interpolation inflection point 
(including interpolation error) Workability by strain energy 

Ship yard Qualitatively checking for workability Qualitatively checking for workability 
Proposal 
method Direct calculation Number and location of inflection line for 

workability 

 
  



 

  125

제 5 장 
 

냉간 굽힘 가공 정보 생성 

 
5. 냉간 굽힘 가공 정보 생성 

Figure 70 는 본 장에서 논의할 주제와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관련 식과 계
산 방법 그리고 기존 연구의 개선을 위해 사용할 추가 내용이다. 파란색 영역
에 위치한 키워드들이다. 

 

 

Figure 70 Diagram of Relational Keywords for Chapter 5 
 

Figure 71 는 기존에 제안된 방법으로 냉간 굽힘 가공 정보를 계산한 결과이
다. 주 굽힘 축은 롤 벤딩 시 기준이 되는 선이다. 보조 굽힘 축은 주 굽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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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형상을 굽혀 냉간 굽힘 가공을 하는 선이다. 먼저 기존 방법으로 주 
굽힘 축을 계산하면 국부 굽힘(변곡선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면을 굽혀야 하는 
경우)이 있는 선체외판의 경우도 주 굽힘 축이 한 개만 계산된다. 그리고 주 
굽힘 축과 보조 굽힘 축은 항상 평행한 위치에 배치된다. 항상 평행한 위치에 
보조 굽힘 선이 있는 것은 굽힘 형상이 실린더로 고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Figure 71 Cold Bending Information of Previou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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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냉간 굽힘 가공 축의 위치 생성 
냉간 굽힘 가공 시 필요한 가공 정보는 어느 방향의 어느 위치로 롤 벤딩 

축을 위치시키는 가와 어떤 형상으로 얼마나 굽힘을 가할지이다. 현재까지 제
안된 방법들은 롤 벤딩 형상을 실린더 형태로 가정했다. 그리고 국부 굽힘(변
곡점(선))이 있는 선체외판(S-plate)에 대한 연구는 미미했다. 본 절은 냉간 굽
힘 가공 시 굽힘 축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5.1.1 냉간 굽힘 축의 위치 

지붕을 잇는 재료인 Slate(슬레이트)의 형상(Figure 72)을 특정한 방향에서 
보면 연속적인 물결무늬(Moire)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정면에서 보면 물결무늬 
형상이고 위에서 보면 평면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바의 형태이다. 슬레이트를 
보는 방향 중 투영된 면적이 가장 큰 방향과 가장 작은 방향에 둘 다 수직하는 
방향에서 슬레이트를 보면 슬레이트를 형성하는 물결무늬의 정점을 연결한 선
을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슬레이트를 특정한 방향에서 보면 가장 많이 굽혀진 
점을 연결하는 선을 볼 수 있다. 
 

 

Figure 72 Shape of Slate 



제 5 장 냉간 굽힘 가공 정보 생성 
 

 128

 

형상은 보는 방향에 따라 그 형상만이 가진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형상을 보
는 방향은 매우 다양하다. 슬레이트의 예에서 보인 것과 같은 조건으로 형상을 
보는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은 수학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Gauss Image는 법선
벡터를 계산할 수 있는 형상이 갖는 기하학적인 특징을 이용해 형상에 맞는 물
체 고정 좌표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Gauss Image 를 얻는 방법은 2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미분기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형상의 극점을 롤 벤딩의 기준으로 이용

할 수도 있다. 형상의 극점은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곡면이 일정 방향으로 굽혀진 것(극점)을 계산할 때는 평면과 
곡면의 교차 선의 극점을 이용한다. 그 이유는 곡률의 극점은 그 극점을 계산
하는 식을 유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유도된 식이 의도한 결과를 가
져다준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인 교
차 선의 극점을 이용한다. 

 

5.1.2 교차곡선의 극점의 계산 방법 

식(3.1.8)~식(3.1.9)은 평면과 곡면의 교차 곡선에 극점을 계산하는 식이다.  
 

 
Figure 73 S-Plate  

((a) Model Surface, (b) Model Surface Boundary Line,  
(c) Inflection Line of Model Surface, (d) Stationary Point of Model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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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3 은 (a)변곡선(법곡률이 ‘0’인 선)과 법선곡률의 극점(선)을 동시에 
포함하는 곡면이다. 특정 방향에서 그 형상을 보면 곡면이 ‘S’형태를 보인다. (b)
는 주어진 곡면의 경계 곡선을 나타내는 것이다. (c)는 주어진 곡면의 변곡선을 
나타낸다. (d) 평면과 곡면의 교차 곡선에 극점을 나타낸다. Figure 73 을 보면 
변곡선은 ‘S’형상의 중간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 평면과 곡면의 교차 곡선에 극
점은 ‘S’형상에서 가장 많이 굽혀지는 지점에서 가리키고 있다.  
실린더는 평면의 중앙을 실린더의 곡률과 동일한 형상으로 굽히면 원하는 

형태의 냉간 굽힘 형상을 얻게 된다. 굽힘이 가해지는 평면의 가운데 부분은 
실린더와 평면의 교차 곡선에 극점과 동일하다. ‘S’형태로 보이는 곡면의 경우도 
평면과 곡면의 교차 곡선에 극점들을 각각 롤 벤딩으로 굽히게 되면 주어진 곡
면을 일차 냉간 굽힘 가공한 형상을 얻을 수 있다. 식(3.1.8)~식(3.1.9)는 평면
과 곡면의 교차 곡선의 극점을 표현한 식이다. 식(3.1.8)~식(3.1.9)는 상징 연산
을 통해 각각 하나의 식으로 유도된다. 유도된 식은 음 함수 형태를 띤다. 3 장
에서 설명한 개선된 1-Manifold 조건의 계산 방법을 이용해 평면과 곡면의 교
차 곡선에 극점을 얻을 수 있다.  
 

5.1.3 윤곽선의 계산 방법 

식(3.1.2)는 윤곽선을 정의한 식이다. 식(3.1.2)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윤곽선
을 만드는 방향 벡터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방향 벡터를 얻기 위해 
Gauss Image를 이용한다. Gauss Image는 3장에서 PCA와 정량적인 비교를 
통해 그 투영 형상이 갖는 성질이 더 좋다는 것을 밝혔다. 윤곽선의 식도 상징 
연산을 통해 하나의 식으로 유도된다. 유도된 식의 형태는 변수가 두 개이고 
식이 하나이다. 그리고 유도된 식은 음 함수 형태를 띤다. 변환된 식(3.1.2)은 3
장에서 개선한 1-Manifold 계산 방법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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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선 계산을 위해서 사용한 Gauss Image는 곡면의 이산화를 통해 계산된
다. 그리고 이산화된 요소의 중앙점의 단위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Gauss 
Image 를 계산한다. 즉 임의의 단위 법선 벡터 하나가 곡면의 특정 영역을 대
표하게 된다. 그 결과 이산화 시 사용하는 점의 개수에 따라 Gauss Image 의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곡면을 매개변수 형태의 식으로 표현하면 형상과 
도메인으로 구성된다. 이때 도메인을 이용해 곡면상의 점을 계산하면 매우 편
리하다. 반면 계산된 점들 사이의 거리나 그 점들로 계산된 요소의 면적은 곡
면의 기하적인 좌표에 의해 결정된다. 그 결과 곡면의 도메인 상에서는 균일한 
간격과 면적을 갖는 점이나 요소가 기하적인 형상에서는 균일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법선벡터가 대표하는 영역에 면적 비율을 단위 법선벡
터에 곱하여 Gauss Image을 계산한다. 이를 가중치 가우스 변환이라 한다. 그
러나 형상의 복잡도 큰 선체외판의 경우 변곡선의 유무에 따라 그 결과가 차이
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특정 형상이 연속적인 식의 형태로 주어진 경우 이러
한 한계점을 감안하여 Gauss Image 를 이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체외판에 
대한 랜딩(Landing:선체외판 분할 작업)을 진행하면 여러 개의 단순곡(곡면전
체가 동일한 가우스 곡률을 갖는 선체외판)으로 분할된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
급한 한계점은 Gauss Image 을 얻을 때 많은 점을 이용하게 된다면 크게 문제
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변곡판(변곡선을 포함한 선체외판)의 경우 이산
화 결과가 Gauss Image 의 계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
기 힘들다. 이는 변곡선을 기준으로 주 곡률의 방향이 변하여 Gauss Image 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법선 벡터의 방향도 변하기 때문이다.  

 

5.1.4 교차곡선의 극점과 윤곽선의 비교 

기본 형상인 볼록형, 안장형, 그리고 실린더형 곡면과 임의 형상의 테스트 
곡면에 앞에서 유도한 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비교한다. 



제 5 장 냉간 굽힘 가공 정보 생성 
 

  131

 

 

Figure 74 Comparison Extreme Point Intersection Curve and Silhouette Line 
for Convex Surface  

((a) Arbitrary view point(shading model),  
(b) Extreme Point Intersection Curve u-direction(boundary model),  
(c) Extreme Point Intersection Curve v-direction(boundary model), 

(d) Eilhouette line direction by Gauss Image(boundary model)) 
 

 

Figure 75 Comparison Extreme Point Intersection Curve and Silhouette Line 
for Saddle Surface  

((a) Arbitrary view point(shading model),  
(b) Extreme Point Intersection Curve u-direction(boundary model),  
(c) Extreme Point Intersection Curve v-direction(boundary model), 

(d) Silhouette line direction by Gauss Image(boundar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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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6 Comparison Extreme Point Intersection Curve and Silhouette Line 

for Cylinder Surface  
((a) Arbitrary view point(shading model),  

(b) Extreme Point Intersection Curve u-direction(boundary model),  
(c) Extreme Point Intersection Curve v-direction(boundary model), 

(d) Silhouette line direction by Gauss Image(boundary model)) 
 

Figure 74에서 사용한 볼록형 곡면은 마주하는 곡면의 경계 변이 서로 닮은 
형태를 보인다. 이는 곡면의 내부 형상이 전부 경계 곡선에 의해 좌우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곡면의 경우 평면과 곡면의 교차 곡선의 
극점을 연결한 선/곡선은 곡면의 경계 곡선과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평면과 곡면의 교차 곡선의 극점을 계산한 결과 (b), (c)와 윤곽선을 이용해 

곡면에서 가장 굽힘을 보이는 지점을 계산한 결과(d)는 큰 차이가 없다. 반면 
평면과 곡면의 교차 곡선의 극점 식을 통해 얻은 두 개의 결과 중 어떤 것을 
굽힘 가공에 적용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실린더의 경우를 예로 들면 그 형
상에 대한 투영 면적이 가장 작은 방향이 실린더의 모선 방향과 동일하다. 이
를 일반적인 곡면에 적용해 보면 평면과 곡면의 교차 곡선의 극점에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선분의 방향 중 투영 면적이 최소인 방향에 평행한 극점의 방향을 
굽힘 가공 시 롤 벤딩의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곡면 상에 있는 점
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부 곡선의 형태를 보이므로 앞에서 논의한 방법
을 통한 방향 결정은 그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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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5에서 사용한 안장형 곡면은 곡면의 변이 서로 닮은 형태를 보인다. 
이런 경우 법선 곡률의 극점을 계산한 결과 (b), (c)와 윤곽선을 이용해 곡면에
서 가장 굽힘을 보이는 지점을 계산한 결과(d)는 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앞에
서 지적한 것과 같이 평면과 곡면의 교차곡선의 극점은 어떤 것을 롤 벤딩에 
이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Figure 76 에서 사용한 실린더형 곡면은 마주 보는 경계 변이 서로 닮은 형
태를 보인다. 그리고 한쪽 방향은 서로 직선의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평면과 
곡면의 교차 곡선의 극점이 두 개 방향 모두 계산되기는 어렵다. 평면과 곡면
의 교차 곡선의 극점을 계산한 결과 (b)와 윤곽선을 이용해 곡면에서 가장 굽
힘을 보이는 지점을 계산한 결과(d)는 그 차이가 없다. 반면 주 곡률의 방향이 
한 방향만 존재하므로 최종 굽힘 방향에 대한 결정은 필요 없다.  
 

 
Figure 77 Comparison Extreme Point Intersection Curve and Silhouette Line 

for Test Surface  
((a) Arbitrary view point(shading model),  

(b) Extreme Point Intersection Curve u-direction(boundary model),  
(c) Extreme Point Intersection Curve v-direction(boundary model), 

(d) Silhouette line direction by Gauss Image(boundary model)) 
 

Figure 77은 앞에서 보인 예와 달리 서로 마주 보는 경계 곡선의 형상이 서
로 비슷하지 않다. 계산된 평면과 곡면의 교차 곡선의 극점은 형상의 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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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반영하지 않는다. 반면 윤곽선의 경우 비교적 형상의 추세를 잘 반영한다. 
즉 윤곽선이 형상의 특성과 관계없이 형상의 추세를 잘 반영하는 굽힘 축 위치
를 계산한다. 앞의 예제를 통해 정리된 각 방법의 특성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수치적인(기하적인) 오차: 평면과 곡면의 교차 곡선 극점은 곡면식 자체를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윤곽선의 경우 윤곽선의 기준이 되는 방향을 얻는 과정에서 샘플링 에러가 발
생할 수 있다. 이는 Gauss Image을 얻는 과정에서 연속된 식을 이산화하는 과
정에서 발생한다.  
매개변수화의 의존성: 평면과 곡면의 교차 곡선의 극점은 식을 유도하는 과

정에서 식의 매개변수 방향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을 적용한다. 때문에 곡면
을 생성할 때 조정점과 도메인 사이의 관계에 따라 계산된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곡면의 경계 곡선으로 곡면 내부의 형상을 전부 
결정되는 경우 평면과 곡면의 교차 곡선 극점의 계산 결과는 매우 좋은 계산 
결과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안 좋은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윤곽
선은 법선 곡률의 극점이 보이는 이러한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곡면을 
보는 방향과 법선벡터의 스칼라 곱이 ‘0’인 지점만 계산하기 때문이다. 
방향성: 평면과 곡면의 교차곡선 극점에 경우 앞에서 유도된 식은 두 가지 

이다. 평면과 곡면의 교차곡선의 극점을 사용해 곡면에서 가장 굽힘을 보이는 
후보 지점들은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어떤 것을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게 된다. 반면 윤곽선은 기본적으로 방향성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국부 굽힘: 평면과 곡면의 교차곡선 극점이나 윤곽선은 곡면이 국부적인 굽

힘을 보일 때 그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수학적을 정의
된 식을 근간으로 굽힘 축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즉 굽힘 형상을 찾기 위해 형
상을 변환하는 과정(근사)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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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는 앞에서 정리한 각 방법의 특징을 정리한 표이다. 이를 토대로 
냉간 굽힘 가공에 적합한 가공 정보를 얻는 것은 윤곽선을 이용한 방법임을 확
인할 수 있다. 
 

Table 14 Comparison Previous Method, Extreme Normal Curvature and 
Silhouette Line 

 
Numerical 

error Parameterization Directional Local bending 
(Inflection line) 

Previous method Non Independent Determined Impossible 

Extreme point of 
normal curvature Non Dependent To choose Possible 

Proposal  
method 

Possible in 
calculation of 

projection 
direction 

Independent Determined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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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냉간 굽힘 형상 
선체외판은 그 형상에 따라서 굽힘 형상이 다르다. 횡곡(냉간 굽힘 방향)의 

형상을 얻는 롤 벤딩 가공은 경우에 따라 실린더(Figure 78(a))나 콘(Figure 
78(b))이 굽힘 형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전형적인 형태의 선체외판과 변곡판(변곡선을 포함하는 선체외

판)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롤 벤딩 굽힘 형상의 결정 방법을 논의한다. 이
를 위해 앞에서 얻어진 롤 벤딩 축 정보와 롤 벤딩 축을 구성하는 점의 미분 
기하적인 성질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선체외판에 적합한 롤 형상 정보를 얻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Figure 78 Shape of Roll Bending 

((a) Cylinder, (b) Cone) 
 

5.2.1 주 곡률을 이용한 굽힘 형상 

Gauss Image 을 통해 얻어진 고유벡터를 윤곽선 계산에 이용하면 롤 벤딩 
가공 시 롤 축의 위치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롤이 어떤 형상으로 얼마나 
많이 철판을 굽혀야 하는지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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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 양은 선체외판의 형상과 가공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완전히 결
정하기는 힘들다. 실제 냉간 굽힘 가공 현장에서는 가공을 작업자가 적당하다
고 판단되는 시점에 멈추고 성형된 양을 측정하고 추가 가공의 유무를 결정한
다. 반면 롤 형상에 대한 결정은 다른 문제이다. 선체외판을 냉간 굽힘 가공하
는 형상이 잘 맞지 않을 때 나머지 부족한 성형 양을 전적으로 열간가공 통해 
보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롤 벤딩은 기구학적인 특성상 실린더와 콘 형태 이외의 형상은 가공하기 힘

들다. 현재까지 제안된 방법들은 실린더 형상을 기본으로 했다. 반면 콘 형태의 
롤 형상은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 

 

 
Figure 79 Various View Point of S-plate Surface with Roll Bending Axis  
((a) View point of maximum projection surface area(boundary model),  

(b) View point of middle projection surface area(boundary model) , 
(c) View point of minimum projection surface area(boundary model)) 

 

Figure 79 은 변곡선이 있는 변곡판이다. 그 형상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
는 두 개의 콘 곡면을 연결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실린더 형태의 롤 형상을 이
용한 냉간가공 만으로 얻을 수 있는 성형량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형상에 
맞는 콘 형태의 롤 형상 정보가 필요하다. 앞 절에서 윤곽선이 냉간 굽힘 가공 
때 롤 벤딩 축의 위치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므로 윤곽선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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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굽힘 형상 정보가 필요하다. 굽힘 형상의 정의를 위해 실린더나 콘의 반
지름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윤곽선을 구성하는 곡면상의 점에서 곡률을 계산했다. 곡률은 원

의 반지름과 역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곡면상의 점에서 곡률을 계산하면 그 
지점을 성형하는데 필요한 실린더나 콘의 반지름을 계산할 수 있다. 곡면의 곡
률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 곡률(식(3.1.10))을 
이용했다. 이는 주 곡률이 곡면상의 점에서 다른 곡률을 계산할 때 그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점에서 특정 방향으로 굽혀져 있을 때 그 방향도 계
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윤곽선을 구성하는 각각의 점에
서 계산된 주 곡률의 역수를 이용해 굽힘 형상을 결정하는 반지름 정보를 얻었
다.  
정리하면 윤곽선 정보를 통해 롤 축의 위치 정보를 계산할 수 있고 이를 구

성하는 점이 갖는 주 곡률을 이용해 롤 축 위에 위치해야 하는 롤 형상을 결정
할 수 있다.  
롤 형상을 얻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윤곽선을 구성하는 점의 주 곡률을 계

산하여 저장한다. 이때 윤곽선을 구성하는 점들은 그들이 가지는 곡면의 도메
인 상의 값을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 주 곡률을 계산하고 절댓
값을 비교해 그 크기가 큰 주 곡률을 저장한다. 절대 값의 크기가 큰 것을 저
장하는 것은 롤 벤딩을 통해 성형되는 횡곡의 곡률이 열간가공을 통해 성형되
는 종곡의 곡률보다 크기 때문이다. 저장된 주 곡률의 역수를 이용해 그 점에
서의 굽힘 원을 계산할 수 있다. 주 곡률의 곡률 반지름을 이용하여 실린더나 
콘의 형상을 결정하기 위해서 윤곽선 위에서 계산되는 곡률의 추세는 증가의 
형태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했다. 곡률 반지름을 정렬하여 가장 큰 것과 작은 
것을 이용해 실린더 반지름이나 콘의 상하부 반지름을 계산한다.  

Figure 80 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롤 형상 결정 방법의 과정을 정리한 것이
다. Table 15 는 기존 방법과 본 연구 통해 제안된 방법을 비교한 것이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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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방법에서 롤 벤딩 축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은 교체가 가능하다. 이는 롤 벤
딩 축이 갖는 주 곡률을 이용해 롤 형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Figure 80 Flow Chart of Proposed Method for Determination Roll Shape 
 

Table 15 Comparison Previous Method and Proposal Method for Roll Shape 

 Roll shape Local bending Roll direction 

Previous method Independent of shape Impossible 
(Shape approximation) Exchange impossible 

Proposal method Dependent of shape 
(Cylinder or Cone) 

Possible 
(Direct shape analysis) Interchang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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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적용 사례 및 결과 고찰 
제안된 방법을 이용해 전형적인 형상의 선체외판(볼록형, 안장형, 실린더형)

에 대한 롤 형상을 결정한다.  
 

 
Figure 81 Cylinder Surface and Roll Shape Curvature Circle 

((a) Cylinder surface, (b) Roll shape curvature circle) 
 

 

Figure 82 Convex Surface and Roll Shape Curvature Circle 
((a) Convex surface, (b) Roll shape curvature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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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3 Saddle Surface and Roll Shape Curvature Circle 
((a) Saddle surface, (b) Roll shape curvature circle) 

 

Figure 81 은 실린더 형상이다. Figure 81(b)은 제안된 방법으로 얻어진 롤 
형상이다. 실린더가 롤 형상과 잘 겹쳐서 보인다. 이는 실린더 형상의 윤곽선에
서 계산된 주 곡률을 이용해 롤 형상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실린더의 전개 형
상인 평면을 계산된 롤 형상으로 벤딩 가공하면 원하는 형태의 실린더 형상을 
얻을 수 있다. 

Figure 82는 볼록형 선체외판과 제안된 방법으로 얻어진 볼록형 선체외판의 
롤 형상이다. 볼록형 선체외판의 경우 주 곡률이 모두 ‘0’이 아니기 때문에 롤 
형상을 구성하는 원이 정렬된 형태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볼록형 선체외판
을 평면으로 전개하여 윤곽선을 구성하는 점을 그 위에 표시하고 다시 롤 형상
을 구성하는 원을 옮기면 정렬된 롤 형상을 얻을 수 있다. 계산된 롤 형상으로 
평면을 가공하면 볼록형 선체외판의 형상을 구성하는 한쪽 방향에 주 곡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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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을 얻을 수 있다.  
Figure 83(a)은 안장형 선체외판이고 Figure 83(b)제안된 방법으로 얻어진 

안장형 선체외판의 롤 형상이다. 안장형 선체외판도 볼록형과 동일하게 주 곡
률의 절댓값이 두 개다 ‘0’이 아니기 때문에 롤 형상을 구성하는 원이 정렬된 
형태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안장형 선체외판을 평면으로 전개하여 윤곽선을 
구성하는 점을 그 위에 표시하고 다시 롤 형상을 구성하는 원을 옮기면 정렬된 
롤 형상을 얻을 수 있다. 계산된 롤 형상으로 평면을 가공하면 안장형 선체외
판의 형상을 구성하는 한쪽 방향의 주 곡률 형상을 얻을 수 있다. 앞의 세 가
지 예제를 통해 변곡선이 없는 선체외판의 롤 형상이 제안된 방법으로 계산될 
수 있음을 보였다. 다음은 변곡판인 경우 롤 형상에 대한 결정 예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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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4 Cylinder S-plate Surface and Roll Shape Curvature Circle 
((a) Cylinder S-plate surface, (b) Roll shape curvature circle) 

 

 

Figure 85 Cone S-plate Surface and Roll Shape Curvature Circle 
((a) Cone S-plate surface, (b) Roll shape curvature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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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4는 실린더 두 개를 연결한 형태의 변곡판과 제안된 방법으로 얻어
진 변곡판의 롤 형상이다. 실린더 두 개를 연결한 형태이므로 주 곡률의 절댓
값의 두 개 중 하나는 ‘0’이다. 따라서 롤 형상을 구성하는 원이 정렬된 형태로 
보인다. 변곡판을 전개한 평면에 계산된 롤 형상으로 번갈아 가면서 가공하면 
목적하는 형상에 맞는 냉간 굽힘 가공 형상을 얻을 수 있다.  

Figure 85 는 콘 두 개를 연결한 형태의 변곡판과 제안된 방법으로 얻어진 
롤 형상이다. 콘 두 개를 연결한 형태이므로 주 곡률의 절댓값 두 개 중 하나
는 ‘0’이다. 따라서 롤 형상을 구성하는 원이 정렬된 형태로 보인다. 변곡판을 
전개한 평면에 계산된 롤 형상으로 번갈아 가며 굽힘 가공하면 목적하는 형상
에 맞는 냉간 굽힘 가공 형상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전형적인 선체외판과 변곡판의 냉간 굽

힘 가공에 필요한 롤 형상을 결정하는 예제를 보였다. 이를 통해 제안된 방법
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에 냉간 굽힘 가공 방법을 이용한 선체외판의 가공 시 부족한 점을 정

리했다. 이를 통해 선체외판 형상에 맞는 롤 형상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실린
더 외에 다른 굽힘 형상이 냉간 굽힘 가공 시에 필요할 수 있음을 밝혔다. 논
의한 결과를 정리하여 실린더 형상 이외의 굽힘 형상(콘)을 얻는 방법을 제안
했다. 그리고 제안된 방법이 변곡판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였다. 제안된 방법
은 선체외판의 형상이 갖는 Gauss Image을 이용해 윤곽선을 계산했다. 윤곽선
을 구성하는 각 점의 주 곡률을 이용해 곡률 원을 계산했다. 그리고 계산된 곡
률 원을 이용해 롤 형상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전형적인 형상의 선체외판과 변곡판에 적용하여 그 결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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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선체외판 완성도 평가 

 
6. 선체외판 완성도 평가 

Figure 86 은 본 장의 논의 주제와 기존 연구를 위해 사용한 관련 식과 계산
방법 그리고 기존 연구 결과의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추가 내용이다. 파란색으
로 영역의 내부에 키워드들이다.  

 

 

Figure 86 Diagram of Relational Keywords for Chapt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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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선체외판 완성도 평가의 대응점 계산 
성형 가공 후 성형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은 선체외판의 생산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완성도의 평가 결과가 추가 가공의 유무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완성도 평가 방법은 형상 전체를 구성하는 틀을 나무로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만들어진 틀을 가공된 형상 위에 얹어 가공 형상(성형 가공된 철판)
의 모서리 중 하나와 틀을 닿게 한다. 그 후 다른 모서리와의 차이 정도를 확
인해 가공 정도를 확인했다. 이러한 방법은 완성도를 평가하는 사람의 경험에 
따라 그 결과 달라질 수 있다. 또 성형 가공에 매우 적합하지만 가공 후 공정
에서 필요로 하는 마진 절단 정보 등과 같은 정보는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완성도를 평가하는 틀을 제작하기 위해 목재
를 사용하므로 재료에 대한 낭비적인 측면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정합 기법을 이용한 평가 방법이다. 정합이란 점 군, 메시 혹
은 곡면 등의 정보를 이용해 한 개의 형상을 구성하는 여러 조각을 합성하여 
완전한 형상을 만드는 것과 완전한 두 개의 형상을 비교하여 그 유사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 모두 서로 유사성을 보이 점을 계산하여 유
사성을 보이는 점 군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해 변환 행렬을 계산하고 유사성을 
보이는 점 군을 강체 변환시키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성을 보이는 점 
군 간의 대응 관계를 얻는 과정은 정합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전체 
정합 과정이 수행되는 계산 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정합 결과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정합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대응점 계산 방법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선체외판 가공 완성도 평가 
방법의 성능 향상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 Figure 87 는 선체외판 가공 후 완
성도를 평가하는 정합의 개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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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7 Concept of Matching 
 
두 개 곡면이 주어지면 이들 형상이 얼마나 유사한지 확인하는 것은 두 형

상을 겹쳐 보는 것이다. 이를 수학적으로 정리하면 기준이 되는 곡면과 비교 
대상이 되는 곡면의 차에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상태를 찾는 문제가 된다. 이
때 비교 대상 곡면을 강체 변환해가면서 기준곡면과 새로운 대응점을 계산하고 
강체 변환 행렬을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Φ = ||
 = | −  − |

 																																																				(6.1.1) 
 

식(6.1.1)은 크기가 같은 두 개 곡면을 정합하는 수식을 표현한 것이다.  (기준 곡면)와  (비교 곡면)는 두 곡면에서 서로 유사함을 보이는 대응점이
다.  과 는 각각 비교 곡면을 강체 변환시키기 위한 회전 행렬과 이동 벡터
이다. 은 대응점의 개수이다. 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곡면에 위치하는 대
응점들의 무게 중심을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계산된 점 군의 무게 중심을 기
준으로 각 곡면에 위치한 대응점들을 로컬 벡터 화해야 한다. 

 

	
⎩⎪⎨
⎪⎧ = 1 

 = 1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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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6.1.3) 
 
식(6.1.2)는 각 곡면에 위치하는 대응점의 무게 중심을 계산하는 식이고 식

(6.1.3)는 계산된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대응점들을 로컬 벡터화하는 식이다. 
식(6.1.1)를 식(6.1.2)와 식(6.1.3)의 결과를 이용해 다시 정리하고 전개하면 다
음과 같다. 

 Φ = , − , − , − , − 	
 																																						(6.1.4) 

 Φ = , − ,, − ,	
 − 2, − , + 2



 																				(6.1.5) 

 
식(6.1.4)는 대응점들을 로컬 벡터화한 점들을 이용해 변형시킨 것이다. 식

(6.1.5)는 식(6.1.4)를 전개한 것이다. 식(6.1.5)를 에 관해 편 미분하면 를 계
산하는 식을 얻을 수 있다. 식(6.1.6)과 식(6.1.7)은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Φ∂ = −2, − , + 2



 = 0																																																(6.1.6) 

  = 1, − ,
 																																																																(6.1.7) 

 

다시 식(6.1.5)를 구성하는 이동 벡터를 ‘0’으로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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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 , − ,, − ,	
 																																																					(6.1.8) 

 Φ = ,
 	− 2,

 ,
 	+ 			,	

 																													(6.1.9) 
 
식(6.1.8)은 이동 벡터가 ‘0’이라고 가정하면 얻어지는 식이고 식(6.1.9)는 식

(6.1.8)을 전개한 식이다. 식(6.1.9)를 에 대해 편 미분하면 을 얻을 수 있다.  
 ∂Φ∂ = 	−2,

 ,
 	+ 	2,

 			,
 = 0																									(6.1.10) 

 	,
 = ,

 																																																												(6.1.11) 
 
식(6.1.10)은 식(6.1.9)를 에 대해 편미분 한 식이고 식(6.1.11)은 식(6.1.10)

을 정리한 것이다. 식(6.1.10)은 Singular Value Decomposition(SVD)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다. 식(6.1.10)에서 을 계산하게 되면 식(6.1.7)을 계산할 할 수 
있다.  

Figure 88는 정합에 사용되는 점 군을 표현한 것으로 정육면체로 표시된 데
이터는 정합의 기준인 원 데이터이고 십자로 표시된 데이터는 정합의 대상인 
비교 데이터이다. Figure 89 은 원 데이터와 비교 데이터 간에 대응 관계를 설
정하는 단계로 적색 선은 서로 대응 관계가 있는 점을 연결하는 선이다. 
Figure 90 는 원 데이터와 비교 데이터 간에 대응 관계를 이용해 비교 데이터
를 강체 변환 한 결과이다. 원 데이터와 비교 데이터가 겹쳐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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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8 Design Points(cube)and Measurement Points(cross) 
 

 

Figure 89 Corresponding Points 
 

 

Figure 90 Application of M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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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BVH를 이용한 대응점 계산방법 

3 장에서 정리한 BVH 를 이용해 임의의 두 곡면을 각각 여러 개의 볼륨으
로 계층화시켜 계층화된 볼륨 간에 최소 거리를 계산하여 두 곡면 간의 대응점
을 계산할 수 있다. BVH를 생성할 때 결정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매
개변수 곡면을 Coons patch 로 변환할 때 허용할 수 있는 오차의 크기다. 일반
적으로 선형(Ship Hull)을 표현하는 최소단위는 밀리 단위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0.001’을 변환 시 허용할 수 오차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몇 번 정도 변환
된 곡면을 분할하여 선 직면으로 생성하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1회로 고정했
다. 앞에서 논의한 두 가지 사항이 결정되면 매개변수 곡면을 BVH 로 변환할 
수 있다.  
일반적인 BVH 의 경우 Quard-Tree 를 이용해 볼륨을 저장한다. 이는 두 개

의 물체 사이에 최소 거리를 갖는 점을 계층 정보를 이용해 빨리 계산하기 위
함이다. 반면 선체외판 가공의 완성도 평가에 필요한 대응점을 계산하는 과정
에서는 모든 볼륨에 대한 대응점을 계산해야 한다. 즉 Quard-Tree 를 이용해 
변환된 볼륨을 저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리스트 형태의 
저장 형식에 볼륨을 저장해 그 대응점을 계산했다. Figure 91 은 Quard-Tree 
방식을 이용한 계층 볼륨의 저장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Level 1 과 Level 2 는 
곡면을 근사하는 볼륨의 계층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92는 List를 이용한 볼
륨의 저장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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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1 Volume Quard-Tree 
 

 

Figure 92 Volume List 
 

6.1.2 대응점 계산 비교 

2.2.2와 3.2.5에서 논의한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4개의 곡면을 이용한다. 비교
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하나의 형상을 복사하여 복사된 곡면은 Z 축 방향을 
1m 정도 이동시켜서 대응점 계산에 필요한 두 개의 곡면을 만들었다. 점 군과 
곡면 간의 대응점 계산을 위해 곡면을 점 군으로 근사하는 점의 개수는 121 개
이다. 이를 얻기 위해 곡면의 도메인을 각각의 매개변수 방향으로 11 개식 샘
플링하여 근사했다. BVH 의 경우 6.1.1 에서 논의한 것과 같다. 비교에 사용한 
전산기의 사양은 Ram(DDR2) 8Giga byte, CPU Intel Core™2 Quad CPU 
2.4GHz 를 사용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대응점 계산 과정에 대한 병렬처리는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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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3 Example Surface 1 

((a)Surface model (b)BVH model (c) Conventional model) 
 

 

Figure 94 Example Surface 2 
((a)Surface model (b)BVH model (c) Conventional model) 

 

 

Figure 95 Example Surface 3 
((a)Surface model (b)BVH model (c) Conventio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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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6 Example Surface 4 
((a)Surface model (b)BVH model (c) Conventional model) 

 

근사 과정에서 Figure 93의 (a)는 비교 계산 시에 사용한 곡면 모델이고 (b)
는 이를 BVH 로 변환한 모델이다. 적색으로 표시된 곡면은 기준이 되는 곡면
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곡면은 기준 곡면과 동일한 곡면을 Z 축의 방향으로 
1m 만큼 이동시킨 곡면이다. 그리고 적색 곡면과 파란색 곡면은 모두 BVH 를 
통해 근사 된 것이다. 곡면을 강체 변환하기 전과 후의 BVH 의 형상은 같다. 
(c)는 기존 방법을 비교하기 위한 모델이다. 적색으로 표시된 곡면은 기준이 
되는 곡면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점 군은 기준 곡면과 동일한 곡면을 Z 축의 
방향으로 1m만큼 이동시킨 것이다. Figure 93~Figure 96은 이와 동일한 구성
이다. Figure 93 는 BVH 로 변환했을 때 다른 모델보다 많은 개수로 변환되어 
있다. 이는 곡면의 형상이 갖는 복잡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
장형 곡률의 영역과 볼록형 곡률의 영역이 섞여있는 형상을 갖는다. 본 연구에
서 정의하는 형상의 복잡도는 임의의 형상을 갖는 사각형 곡면의 경계 곡선을 
이용해 Coons patch로 재구성 시 근사오차가 작으면 형상의 복잡도가 낮고 근
사오차가 크면 형상의 복잡도가 큼을 의미한다. 대응점을 계산하는 시간을 비
교하면 기존 방법은 304(ms: millisecond)가 소요되었고 BVH 는 38(ms)이 소
요되었다. 그리고 BVH 를 구성하는 사면체의 개수는 112 개이다. 따라서 
12,544번 대응점 계산이 발생한다. Figure 94을 구성하는 형상의 절반은 상대
적으로 복잡하고 나머진 반은 비교적 단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곡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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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볼록형 곡률의 영역을 보이면 곡률 변화률 또한 작기 때문이다. 대응점을 
계산하는 시간을 비교하면 기존 방법은 293(ms)가 소요되었고 BVH 는 6(ms)
가 소요되었다. BVH 를 구성하는 사면체의 개수는 40 개이다. 따라서 1,600 번 
대응점(GJK 알고리즘) 계산이 발생한다. Figure 95 은 균일하게 근사 되어있고 
이는 형상의 복잡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대응점을 계산하는 시간을 비
교하면 기존 방법은 307(ms)가 소요되었고 BVH 는 14(ms)가 소요되었다. 
BVH 를 구성하는 사면체의 개수는 64 개이다. 따라서 4,096 번 대응점 계산이 
발생한다. Figure 96 는 전반적으로 형상의 복잡도가 낮지만 곡면을 구성하는 
25%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형상의 복잡도가 높다. 대응점을 계산하는 시간을 
비교하면 기존 방법은 331(ms)가 소요되었고 BVH 는 3(ms)가 소요되었다. 
BVH를 구성하는 사면체의 개수는 28개이다. 따라서 784번 대응점 계산이 발
생한다. 

 

Table 16 Comparison Conventional Method and BVH for Calculation Time 
Number Conventional(ms) BVH(ms) Comparison 

Convert Correspond Convert Correspond BVH/Conventional 
1 15 304 201 38 12.5% 
2 13 293 36 6 2.0% 
3 13 307 56 14 4.5% 
4 12 295 19 1 0.3% 

 

Table 16 은 앞의 계산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대응점을 얻기 위해 모델을 
변환하는 단계의 계산 시간을 비교하면 기존 방법은 거의 비슷한 계산 시간을 
보이고 있다. 반면 BVH는 형상이 가지는 형상 복잡도에 따라서 최대 10배(예
제 1 과 예제 2)의 차이를 보인다. 대응점을 계산 시간을 보면 기존 방법은 거
의 비슷한 계산 시간이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BVH 를 이용한 계
산은 BVH 를 구성하는 사면체의 개수에 따라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BVH 를 구성하는 모든 사면체 간에 GJK 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모델의 전체를 포함하는 경계 상자 간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GJK 를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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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정합 시 사용하는 대응점을 얻기 위해서는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볼
륨(사면체) 간의 대응점 계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응점을 계산하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곡면을 점 군으로 변환하는 시간

과 BVH 로 변환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대응점을 계산하는 단계의 계
산 시간만 측정하여 비교했다. 계산 시간으로 볼 때 기존 방법에 대안으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형상의 복잡도와 관계에 없이 많은 점을 생성
하여 대응 관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경우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대응점을 얻을 수 
있었다. 
선박의 생산과정에서 선체외판 곡면을 가공하여 가공된 곡판에 대한 완성도

나 마진 절단 정보를 계산할 때 이용되는 정합 기법에서 사용하는 곡면 간 대
응점 계산 방법을 비교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대응점 계산 방법의 정합기법 
가속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다. 선체외판에 대한 가공 후 마진에 대한 절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합 과정에서 시간의 소요가 큰 곡면 간 대응점 계산 
단계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도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고 정합절차 전체에서 대응점 계산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큰 정합 기법의 성능 향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기존 방법의 경우 형상의 
복잡도와 관계없이 미리 정의된 개수의 점과 곡면 간의 대응점을 계산해야 하
지만 BVH 를 적용하면 형상의 특성에 맞게 곡면을 근사한 후 대응점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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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7. 결  론 
선체외판의 가공 시 주어지는 가공도 정보를 이용한 형상의 인지는 작업자

의 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또 선체외판이 변곡선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곡률의 종류가 두가지 이상 나
타나는 복합형상을 갖는 선체외판에 경우가 그러하다. 이는 가공도에 표시된 
offset 정보만을 이용해 가공 형상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이다. 냉간 굽힘 가
공은 선체외판 가공에서 성형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 성형 기여도가 크다는 것
은 성형 양의 대부분이 냉간 굽힘 가공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냉간 굽힘 가공과 관련한 연구는 최근에 새로운 기술적 시도에 대한 보고
가 적었다. 특히 선체외판이 변곡선을 포함하는 경우 변곡선을 기준으로 한 개 
이상의 굽힘 축이 계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연구결과의 경우 
한 개 이상의 굽힘 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 굽힘 형상의 경우 실린
더 형상에서 머물러있다. 그러나 형상이 갖는 특성에 따라 원추형 굽힘 형상으
로 냉간 굽힘 가공을 진행해야 할 경우가 존재한다. 선체외판에 대한 가공 후 
완성도 평가에서 이용되는 대응점 계산은 완성도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
해 그 가속화에 대한 논의가 잘 다루어 지지 않았다. 완성도 평가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응점 계산 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선체외판 가공도의 정보를 통해 형상을 인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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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해 설계 형상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선체외
판 형상인 곡면이 갖는 가우스 곡률의 영역을 분할 할 수 있는 등곡률선을 계
산했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선체외판을 동일한 부호를 갖는 곡률의 영역으
로 분할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근까지 소개된 선체외판 가공 공정 분류 및 
판의 종류 판정을 정량적으로 개선한 결과들을 제안했다. 분할된 선체외판의 
변곡선 포함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변곡선을 직접 계산하여 변곡선의 개수와 
위 등을 얻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선체외판의 가공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
했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면을 굽힘 가공해야 하는 경우와 실린더 외에 콘 형태

의 굽힘 형상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선체외판의 형상
인 곡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평면과 곡면의 교차 곡선의 극점과 윤곽선의 
정보를 계산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선체외판 형상에 더 적합한 굽힘 축의 위
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냉간 굽힘 가공에서 성형되는 성형 양이 보
다 형상에 맞추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그리고 선체외판에 대한 분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곡판에 대한 냉간 굽힘 가공 정보를 산출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굽힘 축 정보가 갖는 미분 기하학적인 성질을 분
석해 형상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냉간 굽힘 가공 형상의 결정 방법을 제안 
했다. 이를 통해 롤 벤딩 가공 시 적용할 수 있는 굽힘 형상을 콘까지 확장 했
다. 
선체외판의 성형 후 완성도 평가는 많은 연구를 통해 선체외판이 갖는 특성

에 맞는 평가 방법이 정립되었다. 그에 반해 완성도 평가를 구성하는 단위 기
술 중의 하나인 대응점 계산 방법은 그 중요성 비해 개선과 관련된 논의가 적
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적용되었던 대응점 계산 방법을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밝혔다. 그리고 물리엔진과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사용되었던 BVH 를 대응점 
계산에 적용했다. BVH 의 효용성을 보이기 위해 기존에 선체외판 가공에서 사
용되었던 데이터를 이용해 기존 방법과 비교했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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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향후 완성도 평가 방법 개선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
었다. 또 계산 시간의 측정을 통해 형상에 따라 안장형은 80 배 그리고 일반적
인 선체외판 곡면 형상은 20~50배의 계산 가속화 정도를 확인했다. 
본 연구를 통해 선체외판의 형상 중 특수한 형태를 갖는 경우에 가공 정보

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했다. 이를 위해 선체외판 가공 공정의 분류와 
변곡판의 판정 방법을 제안 했다. 그리고 냉간 굽힘 가공 정보의 품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국부 굽힘이 있거나 굽힘 형상이 실린더가 아닌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연구된 결과만 관심을 갖고 그 과정에 대한 
개선 연구가 보고되지 완성도 평가에 대한 가속방법을 제안했다.  
제안된 방법들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보이기 위해 기존 방법과의 비교와 기

본 형상 및 특수 형상에 대한 적용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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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Property of Bernstein Polynomial 
부록 A. Property of Bernstein Polynomial 

 
Partition of unity: Bernstein Polynomial이 0 ≤  ≤ 1 일 때 0, 1 사이에서 

계산된 함수의 결과값을 전부 더하면 그 결과는 항상 ‘1.0’이 되는 성질을 의미
한다. Figure 97 는 3 차 Bezier 곡선 기저 함수의 계형을 표현한 것이다. ‘0’과 
‘1’사이의 값 중 임의의 값을 이용해 기저 함수를 계산하여 그 값을 모두 더하
게 되면 항상 ‘1’이 된다.  

 

 
Figure 97 Bernstein Polynomial 

 1 =()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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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 (1 − )]																																																							(. 2)					=   (1 − )
 																																																								

				= ()
 																																																																											 

식(A.2)는 Partition of unity에 대한 증명이다. Bernstein Polynomial를 전
개하면 1을 임의 횟수 제곱하는 형태를 띠게 되므로 그 값은 항상 1이 된다. 

 
Symmetry: 0 ≤  ≤ 1인 도메인이 주어진 경우 도메인의 중간값(0.5)을 중심

으로 동일하게 떨어진 지점의 기저 함수 값이 동일하다. 식(A.3)은 기저 함수의 
대칭성을 증명한다.  

 () =  (1 − )																																																								(A. 3) 
 

Nonnegativity : 도메인 상에서 계산되는 기저 함수의 값이 항상 양수이다.   , (1 − ) , 는 전부 양수이므로 이들에 곱을 통해 얻어지는 기저 함수 
또한 양수이다. 

 
Recursion: 기저 함수는 이전 단계의 기저함수 값의 선형 보간을 통해 계산

된다.  
 () = (1 − )() +  ()																																														(. 4)	() =   (1 − ) 																																																																																										=  − 1  (1 − ) +  − 1 − 1 (1 − ) 																																						= (1 − )  − 1  (1 − ) +   − 1 − 1 (1 − )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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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A.4)는 Bernstein Polynomial 이 선형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증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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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매개변수 곡선/곡면 
부록 B. 매개변수 곡선/곡면 

 
Bezier 곡선/곡면의 정의 
Bezier 곡선/곡면은 프랑스 자동차 회사인 르노의 엔지니어인 Bezier 에 의

해 개발되었다. 후일 발견된 문헌에 의하면 동시대 인물인 씨트로엔의 de-
Castelju 도 비슷한 성질의 갖는 곡선/곡면을 계산하는 방법을 고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Bezier 곡선/곡면의 큰 장점은 설계자의 직관을 설계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이다. 이전에 소개된 방법들은 설계 변수와 형상의 직관적 연결이 어려
웠으나 Bezier 곡선/곡면은 직관적 연결이 가능해졌다.  

 () =()	
  	0 ≤  ≤ 1																																								(B. 1)	

 

식(B.1)은 차수가 n인 Bezier 곡선을 나타내는 식이다. 
 () =   (1 − ) 																																																											(B. 2)	
 

식(B.2)의 ()는 Bernstein Polynomial을 정의한 식이다. 
    =  !! ( − )!  	0 ≤  ≤ 0  . 																																																					(B.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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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B.3)의  는 binomial coefficients를 정의하는 식이다.  
 (, ) =,()()



 		ℎ 			0 ≤ ,  ≤ 1,																	(B. 4)	

 

식(B.4)의 Bezier surface를 나타낸다. 
 

Bezier 곡선/곡면의 성질 
Affine invariance: Bezier curve를 계산하고 회전하는 것과 조정점 회전시키

고 Bezier curve를 계산하는 것은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

  =()()
 																																						(B. 5) 

 

식(B.5)의 는 변환 함수이다. 변환 함수를 통해 곡선을 구성하고 있는 조정
점을 변환하여 곡선을 계산하거나 곡선을 구성하는 곡선상의 점을 변환해도 동
일한 결과가 나타남을 보인다. 이 성질은 곡면에서도 동일하다. 
 

Invariance under affine parameter transformations: Bezier curve를 계산하
는 도메인이 0 ≤ t ≤ 1이 아닌 경우 즉 임의의 도메인인  ≤  ≤ 에서도 동일
한 Bezier curve을 계산할 수 있다. 

 () =  −  −  () +  −  −  ()																																											(B. 6) 
 () =()

 =  −  − 
 																																								(B.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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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B.6)과 식(B.7)은 곡선을 계산할 때 매개변수 상의 기준이 되는 도메인이 
임의의 실수인 경우에도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는 임의의 실수로 주어
진 도메인을 변환하여 정규화된 형태로 변환하는 식이다.  
 

End Interpolation: 곡선/곡면을 표현하는 조정점의 시작점과 끝점을 곡선/곡
면이 통과한다. Figure 98와 같이 Bezier 곡선 조정점의 시작점과 끝점을 곡선
이 통과한다. 흑색은 조정 다각형(Control Polygon)과 녹색은 곡선을 각각 나타
낸다. 

 (0) = 	, (1) =                      (B. 8) 
 

 

Figure 98 Bezier Curve 
 

 (0,0) = ,	, (1,0) = ,, (0,1) = ,, (1,1) = ,																								(B. 9) 
식(B.8)과 식(B.9)는 각각 곡선과 곡면의 끝점을 곡선과 곡면이 통과하는 것

을 증명한다.  
 
Symmetry: 곡선/곡면의 조정점 순서를 반대로 바꾸어도 동일한 형상의 곡

선/곡면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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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ariance under barycentric combination ( − )()

 = ()
 + ()

 																						(B. 10) 
 

Linear precision  ()
 = 																																																																																																																																																 =  ∗ [ + (1 − )]																																																																																															(B. 11)				=   − 10  (1 − ) +  − 11  (1 − ) +⋯+  − 1 − 1 (1 − )			=  − 10  (1 − ) +  − 11  (1 − ) +⋯+  − 1 − 1 (1 − )														= 1 1 (1 − ) + 2 2 (1 − ) +⋯+   (1 − )																								

			=  ()
 																																																																																																																												 

  = 1 −   +  																																																													(B. 12) 
 

두 점이 주어지면 이를 잇는 직선을 만들 수 있다. 두 점을 잇는 직선을 임
의 차원의 Bezier curve로 계산하면 앞에 식(B.11)과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은 Bezier curve 의 차수이다. 두 개의 점에서  + 1개의 점으로 표현된 
Bezier curve 를 다시 전개하면 식(B.12) 같다. 즉 식(B.13)은 앞의 식(B.12)와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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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13)	

						= 1 −   +  ()
 																																												

						= 
 () −  

 () +  
 ()																							=  + ( − )																																																																											 

 

Convex Hull Property: 곡선/곡면의 도메인 내부에서 계산되는 형상은 항상 
곡선/곡면의 조정 다각형 내에 존재한다. Bezier curve/surface는 조정점의 선형 
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결과 조정 다각형 내부에 항상 곡선/곡면이 존재
하게 된다.  

 
Pseudo Local Control : Bezier curve를 구성하는 조정점을 움직이면 조정점

이 움직인 방향으로 Bezier curve 가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는 곡면에서도 동일
하다. 

 
Variation Diminishing : Bezier curve와 직선의 교차를 진행하면 직선과 교

차된 점의 개수는 항상 조정 다각형과 교차된 점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다. 
Figure 99 은 Bezier curve 와 조정 다각형이 직선과 교차할 때 형태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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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9 Intersection Line Bezier Curve and Control Polygon 
 
 
B-spline 곡선/곡면 정의  
Bezier 곡선/곡면은 곡선/곡면상의 한 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곡선/곡면의 

조정점 전체를 계산해야 한다. 그 결과 국부적인 형상의 편집이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 B-spline이다.  

 

() =()		
 																																																									(B. 14) 

 

식(B.14)은 차수가 인 B-spline 곡선을 정의하는 식이다. ()은 차수가 인 기저 함수를 나타낸다. 기저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knot vector 가 필
요하다. 

  = {, ⋯ }																																																																(B. 15) 
 

식(B.15)은 knot vector이다. knot vector는 감소하지 않는 연속된 실수로 표현
된다. 예를 들면  = {0,0,0,0,1,2,3,5,6,6,6,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를 계산했을 때  − 1 ≤  ≤  − 의 구간에서 의 크기가 동일한 경우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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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를 각각 uniform B-spline과 non-uniform B-spline으로 정의한다.  
 () = 1  	 ≤  < 0  . 																																																												(B. 16) 

 () =  −  −  () +  −  − ()																												(B. 17) 
 

식(B.16)과 식(B.17)은 차수가 인 B-spline 의 기저 함수를 정의하는 식이다.  
  =  −  + 1																																																														(B. 18) 

 

식(B.18)는 knot vector 의 개수	를 이용해 조정점의 개수()를 계산하는 식
이다. 

 

(, ) =,()()



 																																																	(B. 19) 

 

식(B.19)은 사각형 형태의 B-spline 곡면의 나타내는 식이다.  , 	는 B-
spline 곡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방향에 차수를 나타낸다. ,	는 각각의 방향에 
조정점의 개수이다. B-spline 곡선/곡면을 계산할 때 필요한 기저 함수나 그 성
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루지 않는다. knot vector를 이용해 곡선/곡면을 정
의하기 때문에 조정점 한 개가 형상에 영향을 주는 범위는 기저 함수가 정의된 
knot vector 구간에 따라 한정된다. 그 결과 조정점의 변형에 따른 형상변화가 
국부적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그 외의 성질은 Bezier의 그것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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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Differential Geometry of Surface 
부록 C. Differential Geometry of Surface 
곡면의 미분기하학적인 성질은 곡면을 미분한 결과를 연산하여 얻는다. 그중 

일차 편미분 성분과 관련 있는 것을 First Fundamental Form 이라하고 2 차 
편미분 성분과 관련된 것을 Second Fundamental Form이라 한다.  
  = (, ) 	,  = (, ) ,  = (, ) ,  = (, ) ,  = (, ) 							(C. 1) 

  =  ∗ ‖ ∗ ‖																																																																			(C. 2) 
  =  ∙ ,  =  ∙  ,  =  ∙ 																																				(C. 3) 

  =  ∙ ,  =  ∙  ,  =  ∙  																																			(C. 4) 
 

식(C.1)은 Bezier/B-spline 곡면 식을 편 미분 한 결과이다. 식(C.2)는 곡면상
의 임의의 점에서 단위 법선벡터를 계산하는 식이다. 식(C.3)과 식(C.4)는 앞에
서 언급한 First Fundamental Form과 Second Fundamental Form을 정의한 
것이다.  
앞에서 정의한 식(C.1)~식(C.4)는 3 장에서 소개한 상징 연산을 통해 바로 

변환 가능한 것도 있지만 식(C.2)과 같이 나누기 연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상징 연산을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징 연산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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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Patrikalakis and Maekawa[14]는 매개변수 곡면의 곡률
이 갖는 최대/최소점을 상징 연산을 통해 변환해 대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에 적합한 식의 형태도 소개했다. 
   =  ∗  =  ∗ + ∗  =  ∗ + ∗  																																																																						(C. 5) 

  = 2 ∙ ,  = 2 ∗  																																																												(C. 6) 
  = 2 ∙  ,  = 2 ∗  																																																													(C. 7) 
  =  ∙  +  ∙  ,  =  ∙  +  ∙  																				(C. 8) 
 

  =  ∙  =  	 ∙  +	 ∙  =  	 ∙  + 	 ∙  																																																																			(C. 9) 
 

  =  ∙  =  	 ∙  + 	 ∙  =  	 ∙  + 	 ∙  																																																																(C. 10) 
 

  =  ∙  =  	 ∙  +	 ∙  =  	 ∙  + 	 ∙  																																																																		(C. 11) 
  = || = | ∗ |																																																																																(C. 12) 

 

식(C.5)는 주어진 곡면의 법선벡터를 계산하는 식과 법선벡터 식을 각각의 
매개변수 방향으로 편 미분한 식이다. 식(C.2)와 차이점은 법선벡터의 크기이다. 
식(C.6)~식(C.8)은 First Fundamental Form을 구성하는 , , 를 각각의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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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방향으로 편 미분한 식이다.  
식(C.9)~식(C.11)은 Second Fundamental Form을 의미한다. 식(C.4)와의 차

이점은 모든 식에 곱해지는 법선벡터의 크기가 ‘1’이 아니라는 점이다. 식(C.12)
는 곡면의 법선벡터의 크기를 계산하는 식이다.  
앞에서 정의한 식은 가우스 곡률, 평균 곡률 그리고 주 곡률을 표현하기 위

해 필요한 변수들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형태의 변수에 맞는 세 곡률을 표현하
는 방법이 필요하다.   

   =  − = () − 4( ∙ )̅ = () − 4( ∙ ) 																																																		(C. 13)  
 

⎩⎪⎪
⎨⎪
⎪⎧(, ) = (, )(, )(, ) = (, )(, )(, ) = ̅(, )(, )

																																																									(C. 14) 
 
식(C.13)는 새로운 형태의 가우스 곡률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변수를 정리

한 것이다. 식(C.14)는 식(C.13)를 이용해 새로운 형태의 가우스 곡률을 정의한 
것이다. 새로 정의된 식을 자세히 보면 분모 항에 곡면의 법선벡터를 정의하는 
식이 n 제곱 형태로 정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등곡률선
을 계산할 때 필요한 곡면식을 계산할 때 편리함을 제공한다.  

 

  = 2 −  − B =  − 3( ∙ ) =  − 3( ∙ ) 																																													(C.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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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 ) = (, )2(, ) (, ) = (, )2(, )

																																																			(C. 16) 
 

식(C.15)는 앞에서 정의한 새로운 Second Fundamental Form 을 이용해 평
균 곡률식을 정리할 때 필요한 것이다. 첫 번째 식의 아래의 식은 각각의 매개
변수 방향으로 일차 편 미분한 식이다. 식(C.16)은 식(C.15)에서 정의된 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평균 곡률식을 정의한 것이다. 첫 번째 식은 새로운 형태의 
평균 곡률식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식은 각각의 매개변수 방향으로 일차 편 
미분한 식이다.  

 

⎩⎪⎪
⎨⎪
⎪⎧(, ) =  − 2  + 8 − 3 ( ∙ )(, ) =  − 3( ∙ )(, ) =  − 4(, ) =  − 2  + 8 − 3 ( ∙ )(, ) =  − 3( ∙ )

													(. 17) 
 

⎩⎪⎪
⎨⎪
⎪⎧ (, ) = (, ) ± (, )2()(, )(, ) = (, ) ± (, )(, )2()(, )(, )(, ) = (, ) ± (, )(, )2()(, )(, )

																																																							(C. 18) 
 

식(C.17)은 앞에서 정의한 새로운 Second Fundamental Form 을 이용해 주 
곡률을 다시 정의할 때 사용하는 식이다. 식(C.18)은 식(C.17)에서 정의된 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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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서 새로운 주 곡률 식을 정의한 것이다. 첫 번째 새로운 주 곡률식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식은 새로운 주 곡률 식을 각각의 매개변수 방향으로 일차 
편 미분한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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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평면 곡선 기하연산의 가속화 
부록 D. 평면 곡선 기하연산의 가속화 

 
매개변수 식 형태로 표현된 평면 곡선에 대한 기하 연산 시 시간의 소요가 

가장 큰 부분은 해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을 찾는 단계이다. 많은 계산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평면곡선의 전체 도메인을 대상으로 해를 가지고 있는 영역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도메인이 갖는 모든 영역을 분할하여 해를 가지
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남기고 나머지 영역은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잉여 영역을 얼마나 빠르게 제거하느냐가 평면곡선
의 기하 연산 속도를 좌우한다. 평면곡선에 대한 대표적인 기하 연산 문제는 
Convex Hull(평면 곡선을 포함하는 최소 포함 볼록체 폴리곤), Offset Curve, 
Hausdorff Distance(HD)(두 형상 간에 서로 수직인 두 점 중 가장 거리가 먼 
점) 등이다.  
매개변수 식 형태로 표현된 평면 곡선을 특정한 조건만을 갖는 단순 곡선 

조각으로 만들고 이를 포함하는 볼륨을 이용해 해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을 없
애면 매우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해진다. Lee et al[42] 는 평면 곡선의 연산을 
가속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들이 제안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곡선에 대
한 형상 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곡선의 시작점과 끝점 사이에 곡률이 점진적
으로 증가하는 곡선들로 변환한다. 단순하게 보면 시작점과 끝점이 갖는 곡률
이 주어진 곡선의 곡률이 갖는 하한과 하한이 된다. 그리고 곡선의 시작점과 
끝점 곡률을 통해 단순화된 곡선을 포함하는 두 개의 원을 계산한다. 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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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곡선을 둘러싸고 있는 원의 일부 구간(호)을 이용해 Bounding Circular 
Arcs(BCA)를 만든다. 이후 BCA를 포함하는 Line Swept Circle(LSC)을 만든다. 
만들어진 LSC 간의 간섭을 먼저 확인하여 실제 정확한 해의 계산이 필요 없는 
곡선의 도메인을 제거한다. 그 후 지정된 크기까지 BCA 를 분할한 후에 실제 
해를 계산한다. 그 예제로 Offset Curve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가교
차(Self Intersection)의 제거와 Convex Hull의 계산하는 예제를 보였다. 

 
평면곡선의 단순화 
곡선을 미분 기하적으로 분석했을 때 뒤틀림이 있지 않는 경우 혹은 2 차원

좌표상에서 표현되는 곡선을 평면 곡선이라 한다. 평면곡선을 미분 기하학적인 
기준을 적용해 분해하면 단순한 성질을 갖는 작은 곡선들을 생성할 수 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미분기하학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곡률의 최대/최소점
(극점), 곡률이 ‘0’(변곡점)인 점 그리고 xy 평면상에 표현된 경우 각각의 차원
으로 증가하다 감소하는 점이다.  

  = ̇ ∗ ̈̇ = ‖̇ ∗ ̈ − ̇ ∗ ̈‖̇ = ‖̇ ∗ ̈ − ̇ ∗ ̈‖ = 0																																							(D. 1) 
  = 0																																																																								(D. 2) 
 () = ̇ = 0																																																																(D. 3) 
 () = ̇ = 0																																																															(D. 4) 
 

식(D.1)은 곡선의 곡률이 ‘0’인 변곡점을 정의한다. 식(D.2)는 곡선의 곡률의 
극점을 나타낸다. 식(D.3)~식(D.4)는 곡선을 구성하는 각 좌표계에 1 차 미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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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이 되는 곡선의 점을 계산하는 식이다. 2 차원 곡선을 구성하는 좌표계를 곡
선의 도메인과 좌표로 분리하여 계산할 때 좌표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점을 
찾는데 이용한다. 식(D.1)~식(D.4)는 모두 상징 연산을 통해 Bezier/B-spline 형
태의 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그리고 Bezier/B-spline 분할 기법(IPP)으로 해를 
계산할 수 있다.  

Figure 100 은 식(D.1)~식(D.4)를 계산하여 얻은 2 차원 곡선의 주요 특징점
이고, BCA를 얻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점이다.  

 

 

Figure 100 Original Curve and Feature Points of Original Curve 
((a) Original Curve (b) Feature Points of Original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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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곡선을 포함하는 원 
앞에서 논의한 방법을 통해 얻은 단순 곡선은 곡률의 변화율이 매우 단순하

다. Figure 101의 시작점과 끝점에서 계산된 곡률 반지름(SR, ER)과 2차 미분 
벡터(SD2, ED2)를 이용해 단순 곡선을 포함하는 두 개의 원을 계산하는 과정
이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직선의 중앙점에 수직한 
벡터(MN)를 계산한다. MN은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직선에서의 수직이면서 곡
선과 동일한 평면에 있는 벡터이다. 곡선의 시작점과 끝점의 2 차 미분 벡터
(SD2, ED2)와 중앙점에서 수직인 벡터(MN)를 교차한 점 얻는다. 그리고 두 개
의 교차점과 시작점과 끝점에서 계산된 곡률 반지름(SR, ER)을 이용해 원 그리
면 두 원이 겹치는 부분에 단순 곡선이 존재하게 된다. Figure 102 에 (a), (b)
는 두 개의 원을 이용해 단순 곡선을 포함하는 LSC 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LSC의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단순 곡선을 포함하는 두 원 중 반지름의 크
기가 작은 원을 찾는다. 반지름의 크기가 작은 원의 원점에서 단순 곡선의 시
작점과 끝점을 잇는 직선의 중앙점 간의 거리를 계산한다. 앞에서 계산된 거리
를 작은 반지름에 빼다. 그러면 Figure 102 에 (a)의 가운데 있는 짧은 파선의 
길이가 계산된다. 계산된 파선과 시작점과 끝점을 잇는 직선을 이용해 LSC 를 
생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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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1 Generation Bounding Circles 
 

 
Figure 102 Construction of LSC 

((a) Calculation Radius of Swept Circle (b) Construction of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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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C를 이용한 평면곡선의 기하계산 
앞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된 LSC 는 항상 곡선을 포함한다. 이러한 특성은 기

존에 평면곡선을 표현한 수식을 이용해 원하는 해를 얻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 
요구되던 잉여 영역에 대한 제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그리고 수치적
인 기법을 통해 정확한 해를 얻는 단계에서 필요한 초기 해의 정확도를 향상시
켜서 수치적인 기법(NR)의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계산 과정에 
대한 발산)를 해결한다.  

Offset Curve의 생성은 LSC를 Offset 하여 그들간의 간섭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이는 Offset Curve 가 갖는 기하학적인 특징이 Offset 의 대상이 
되는 기준 곡선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평면곡선의 법선 벡터 방향으로 옮겨
진 Offset Curve상의 점이 갖는 미분치는 원곡선의 그것과 동일하다. 간섭하지 
않는 LSC 는 제거하고 간섭이 발생하는 LSC 를 한 단계 분할하여 다시 LSC
를 생성하여 허용오차에 만족하면 분할을 멈추고 정확한 해를 수치적인 기법을 
통해 얻는다. Figure 103 은 주어진 곡선을 여러 개의 LSC 로 변환한 것이다. 
Figure 104 은 Offset Curve 의 자가 교차점을 찾기 위해 LSC 를 구성한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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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3 Construction of LSC all Monotone Segment 

(Original) 
 

 

Figure 104 Construction of LSC all Monotone Segment 
(Offset) 

 
 



 

  189

Abstract 
 

 

Analysis of Surfaces with Complex Configurations and its 
Applications to Piece Forming Process 

 

Chan Suk Kim 
The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ormation of the hull plate became one of the important production 
process of the ship production since the ship is built by using steel. This is 
because the hull plate gives the direct influence to hydrodynamic performance 
of a ship. Due to the result of such character, many researches related to the 
forming of hull plate had been processed. However, not every study had shown 
successful results. This has many causes, however, the aspect of incomplete 
fusion of various technologies which is required by hull plate forming cannot 
be ignored.  

Due to changes in recognition on a hull plate forming in accordance with the 
technology development, the recognition aspect of hull plate forming had 
changed from simple fabrication technology to complicated fabrication system. 
As a result, starting from the unfolding technology of hull plate, excluding hot 
forming, 1st cold forming technology, completeness evaluation after fabrication 
and production support technic after fabrication is added to hull plate forming. 
The most meaningful change appeared from such attempt was the restar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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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he hull plate forming automation system which was 
considered to be difficult of unavailable before. Especially, the restart of 
development of the hull plate forming system is very encouraging as the ages 
of the hull plate forming experts get older and lacking number of new workers 
who could fill the vacancy appeared by their retirement.  

This study handles how to find necessary information for hull plate forming, 
which has complex configurations. The complex configurations stated in this 
study means the hull plate, including the inflection line and the hull plate with 
2 or more curvatures. First of all, check whether the curved side which is the 
form of hull plate is mixed with marks of curvature based on the Gaussian 
curvature. For such, find the line which changes marks of curvature.  

Define the inflection plate which could appear during the division of hull 
plate. It is known that around 20 inflection plates might appear during the 
division of hull plate. However, cold forming of each different side based on the 
inflection line should be done, and such forming is complicated. This study 
induces the inflection line calculation formula based on the direction with the 
smallest projected area of the hull plate curve for the standard direction to 
calculate the inflection line. The induced formula is calculated with Dual 
Contouring, which is the calculation method for the multivariate polynomial. 
The formation ability of hull plate is decided based on the forms and number of 
inflection line achieved from the calculation of inflection line.  

The cold roll forming is bending formation of the hull plate using the roll 
axis and roll shape. However,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forming 
information known so far was limitation in number of roll axis and its 
configurations. Due to such limitation, the roll forming by using configurations 
except inflection plate forming and cylinder. To supplement suc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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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bout the roll axis, which is applicable from inflection plate and 
general hull plate is received through the silhouette line. Moreover, the 
differential geometry characteristic of the roll axis is used to get its roll shape.  

The completeness evaluation after hull plate forming is very important to 
get forming process of hull plate and fabrication information after forming. 
The most time consuming calculation among the unit technology which 
consists the completeness evaluation technology is calculating corresponding 
points between forming configuration and design configuration. The 
completeness evaluation methods of hull plate discussed until now are 
calculating the corresponding points by using the point projection to curved 
surfaces. It was the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method itself, however, its 
functional improvement was insufficient. This study compares the previous 
method and the new method to calculate corresponding point to higher 
function of calculating corresponding points from the completeness evaluation 
of hull plate. It proposes measures to higher functions of the completeness 
evaluation of hull plate through such. For the improvement of previous study 
results stated previously, the study arranges the calculation formula to 
analyze curves which are the configuration of the hull plate, its calculation 
method, and the calculation method of interference or minimum distance 
between curves. Furthermore, it shows improved results from the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 details arr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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