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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유한 요소 생성을 위한 미소 기하 특징 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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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ivεn the widεspread usε of the Finitε Elemεnt Method in strεngth analysis , automatic mesh genera tion is an important componεnt in thε computεr-aided dεsign of parts and assεmblies. For a
given rεsolution of geomεtric accuracy , the purpose of mεsh gεnεrators is to discrεtize thε continuous modε1 of a part within this error limi t. Sticking to this condition often produces many small
elemεnts around small features in spitε that thesε regions are usually of little interest and computer
resourcεs are thus wastεd. Therεfore ， it is dεsirable to selectivεly supprεss small features from the
model beforε discretization. Th is can be achiεvεd by low-pass filtering a CAD mode l. A spatial
function of one dimension higher than the model of intεrest is rεpresentεd using the Fourier basis
functions and the region wherε thε function yields a value grεatεr than a prescribed value is considerεd as the extent of a shape. Subsequently , thε spatial function is low-pass filter<εd ， yiεlding a
shape without the small features. As an undεsirable εfflεct to this operation, all sharp ωmεrs are
roundεd. Prεsεrvation of sharp corners is important sincε stress concentrations might occur there
까lis is why thε LPF (l ow-pass filtered) model can not be dirεctly usεd. Instead , the distances of
thε boundary elεments of thε original shape from thε LPF model arε calculated and those that are
far from thε LPF model arε identifiεd and removed. lt is shown that the numbεr of mεsh elemεnts
generated on the simplified modε1 is much 1εss than that of the original mod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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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rεmoval

상태에서 해석 모델을 생성한 후 전체 응력 분포를

얻은 다음 라운드 노치 주변의 부분 응력 분포는 별
도의 다른 부분 해석 모델로 겨l 산한다.

제품 설계에서는 셔l 밀한 응력 해석 결과 보다는

전체적인 응력 분포를 빠른 시간 내에 얻기를 원할

위 그럼에서 설계자가 미소 특정인 라운드 노치를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해석 모델을 복잡한 행상 모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싸람이 복잡한 형상을 전체

델로부터 직접 생성시키기 보다는 마소 특정들을 수

적인 형상과 미소 특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지능을

작업으로 소거하는 중간 과정을 통한후 생성시키는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간은 특정들

경우가 자주 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동 유한 요

을 크기별로 구분 할 수 있는 점에 였다. 크가의 의

소 생성 프로그램음 직접 형상 모텔에 적용하는 경

띠를 다음과 갇다고 본다 즉， 크기란 2 자원에서는

우는 적다‘ 이러한 과정을 한 예로써 Fig. 1 에서 도시

면적이고 3 차원에서는 부피다 이런 연간의 지능적

하고 였다. 그럼을 설명하면 라운드 노치를 소거한

인 판단을 어떠한 알고리즘을 샤용하여 형상 모델로

부터 추론해내기가 어려운데 이는 가존 형상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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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hape that cannot be represented by function.
Fig. 1. Coarsc analysis model and sub-analysis model
룰수없는제약이 었다.

어려운 점은 임의의 형상을 대응하는 함수로 나타

가지를들수가있다.

• 분해 모델 (dεcomposition model): 형 상을 작은

내고 이 함수를 퓨리어 가저 함수들의 합으로 표현하
는 점에 있다 이 것의 해결책으로서 공간상 값 분포

단위 요소의 결합처l 로 표현한다

• 컨스트럭티브 모델 (constructive model): 불리안

를 갖는 함수를 정의하고 특정치 보다 큰 부분을 형

(Boolean) 작엽에 의해 모델링한 과정을 저장하

상의 내부로 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공간으로 보는

는모텔.

방법을 샤용한다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값

• 경계 모텔 (boundary mode l): 형상을 둘러싼 경계
면들로 그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분포를 온도 분포로 보는 것이 좋다- 가령 형상을 생

명체로 본다면 외부는 대기 온도일 것이고 내부는 이

위 표현 방식들은 기본적으로 형상의 국부적인 크

보다 높은 온도일 것이다 이 것을 Fig.3에서 도시하

기를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내재하고 있지 않다 따

고있다 생명체 및 그주변의 온도분포률퓨리어 기

라서 이들은본논문의 목적에 맞는표현 방식이 아

저 함수들의 함수로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니며 다른 표현 방식을 신호 처리 기법에서 찾아보

전술한 방법으로 형상을 표현한 후 고주파 항들을

소거하여

고자한다-

얻은 저역

통과 모델(low-pass

filtered

전기적 신호들은외란에 의한잡음을내포하게 된

model)에서 미소 특정들이 소거되었음을 발견할 수

다. 잡음이란 짧은 시간 동안 신호의 세가가 급격히

있었다. 그리나 부작용으로서 모든 각진 부분들이

바뀌 었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한

둥글게 무디어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진

어떤 함수를 저주파로부터 고주파의 퓨리어 기

부분들은 응력 집중이 발생할 수 있가 때문에 보존

저 함수들의 함으로 나다낼 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진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

다

려져 있다. 이 사실을 이용하여 잡음을 소거 할 수

저역 통과 모델은 기존 모델의 경겨l 요소를 평가하

있다. 그 방법은 신호를 여러 퓨리어 기저 함수들의

는 기준 모델로만 이용한다. 기존 모델， 저역 통과

함으로 표현한 후 이들 중 고주파 항틀을 제거하는
방식을 취한다. 어떤 함수를 다양한 주파수의 퓨리
어 가저 함수들의 함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퓨리어
변환(Fouriεr Transform)이라고 한다. 잡음을 바로 전

#

술한 미소 기하 특정에 연관시킬 수 였다. 이는 둘

다 전체척인 것에 대한 국부적인 변화이기 때문이
다. 만일 대상 형상을 직교 좌표계 (x. y)에서 함수 y=

f(x)로 표현 가능한 것 만으~로 제한한다면 이것의 미
소기하특정을전술한방법으로소거 할수있을것
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Fig.2에서와 같은 형상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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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모델， 그리고 미소 특징 소거 모델간의 관계가 Fig

4에 나타나었다기존 모델의 경계 모서리의 소거 타당성은 그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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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저역 통과 모델로의 평균 거리로 겨1 산한다.
평균 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일단

(c)

-_ ...... 섭과

모서리 위에 다수의 점플을 추출한다. 그 후 각 점들
로부터 저역 통과 모렐로의 최단 거리들을 겨l 산한

......

다 이틀 최단 거리들을 평균한 값이 바로 평균 거리

/

..

/

가 된다 실제 구현에서는 저역 통과 모델도 그 것을
이루는 모서리들의 중심점틀로 치환하여 거리 계산

//111/)/

을 하게 된다 Fig.5는 이런 과정들을 도식적으로 나
타내고 있는데 Fig. 5(a)는 거리 계산을 위해 입력 형
상의 경계 점 추출과 가준 모델인 저역 통과 모델의
경계 점 추출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5(b)는 Fig.
5(a)에서 수행되는 내부적인 단계들을， 마지막a로

Fig. 5. Detail cdgc selection schcme

Fig. 5(c)에서는 한 모서리의 평균 거리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모서리의 어느 한 추출점으로부터 저역
통과 모텔의 추출점플로의 최단 거리에 해당하는 짝

을 만족하면서 유한 요너;의 수들 줄일 수 있으며， 결

틀을보여주고있다.

과적으로- 불필요한 계산 비용을 절감할 수 였다 이런

기존 모델의 경계 요소들을 저역 통과 모델과의

필요 때문에 다음과 같은 관련 연구들이 었였다

평균 거리들로 서열을 매긴 후 사용자는 경계 요소
들을 미소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로 구분하는

2.

관련 연구

기준값을 설정한다 기준값은 평균 거리 값틀을 표
시한 도표블 보고 사용자가 선택하는 직접적인 방법

2.1

을 쓰거나 간접적으로 소거하고자 하는 경 계 요소들

많은 유한 요소 생성 연구들이 미소 기하 특정 소

유한 요소 생성에서의 미소 기하 특징 소거

의 비율을 정하면 사스템이 이 것을 만족하는 기준

거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나 소수만이 해결책을 제시

값을 역으로 추론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평균 거리

했다 이들을 중요성을 언급한 논문들[1-.[ 자동 특정

값들이 큰 경계 요소틀은 저역 통과 시 많은 변화를

판별 법을 이용한 방법 I‘1 그라고 가하 특정의 미소

겪은 것으로서 미소 특정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따

정도를 정량화 한 방볍[(>，71 순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라서 이들 경계 요소들을 지워서 미소 특정이 소거

Shephard[2 시 등은 유한 요소 생성 도구가 샤용자의

된 모델을얻을수있다

요구대로 형상의 미소 특정을 소거할 수 았는 형상

요약컨대， 미소 특정을 소거한 형상에서 유한 요소

모델링 작용자(gεometric modεling operator)를 제공

를 생성하면 해석 결과에 악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해석 시 불필요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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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맹을 찾아내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언급했다. 일

자동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했다. 단조 금형

단 모든 내부 구멍들을 없앤 상태에서 응력 해석을

이란 금속을 원재 형상으로부터 여러 단계로 소성

한다 그리고 각 구맹들의 응력을 구멍이 위치한 곳

변형하여 원하는 최종 형상을 얻아내는데 필요한 것

에서 계산된 응력 값에 응력 집중 계수를 곱해서 알

이다 각각의 금형들은 원재의 과도한 소성 변형을

아낸다 만일 계산된 응력 값이 매우 크다면， 해당

피하기 위해 완만한 면을 가져야 하며 최종 형상을

구멍들을 포함한 상태에서 다시 해석을 한다

여러 단계로 부드럽게 한 것들의 음의 형상을 갖는

Finnigan l41 등은 미소 특정음 소거한 상태에서 유

다. 최종 금형은 최종 형상의 음의 형상이 된다 최

한 요소를 생성하면 계산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을

종 형상을 퓨리어 함수로 나타내고 이것의 고주파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험적인 방법이 필요할

영역을 소거한 후 역 퓨리어 변환하면 전술한 조건

것이라고 예견했고 얼단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을 소

들을 만족하는 단조 금형의 형상을 얻을 수 있다 이

거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정에서 각진 모서리들이 무디어지며 이는 금속의

추후 어떤 기하 추론 방법을 쓰는 방식의 개발 필요

유동 성질을 좋게한다. 단， 이 방법은 형상의 경 계가

성을역설했다.

함수로 표현 가능하여야 한다는 저l 약이 있다.

Oabk맡l 등은 전문가 시스템을 사용해서 미소 특

Parkl91 등은 삼차원 퓨리 어 표현자 (3D Fourier des-

칭을 소거하는 방볍을 제시했다 구축된 규칙을 사

criptor, F03)를 사용하여 형상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

용해서 주어진 형상 중 미소 특정을 구분해내는 방

시 했다. FD3란 각 단면별로 원주 방향으로- 퓨리어

법을 제시했다

이

방법은 특정

판별 (Featurε

7]

re-

저 함수로 표현한 외형선 (contour뚫을 단면에 수직한

cognition)에 좌우되 는데 그 적용의 제 약성 에 대해 서

방향으로 퓨리어 기저 함수로 다시 표현한 이중 퓨리

그들도인정하고있다.

어 형태식이다. FD3는 원통 좌표계 (r， 8, z)를 사용하

Armsπong

l씨

등은 중립 축 변환 (Medial Ax is Trans-

며 이 차원 퓨리 어 표현자 (20

’‘

Fourier descriptor, F02)

formation)을 사용해서 20 외곽 모서리와 내부 루프

는 극좌표계 (r， 8)를 사용한다 예로써 r=2+sin(8}는 간

(loop)에 대한 계수를 정의했다， 이 계수는 특정의 미

단한 F02.로써 꽃잎의 형상을 나타낸다. 이 방법은 한

소 정도를 정량화 하는 값S로서 적절한 한계 치를

개의 셀 (shell)로 된 행상I산을 표현 할 수 있다

설정하면 미소 특정들을 추출 할 수 있다. 여기서 중
럽 축이란 물체 내부에 두 점 (3차원에서는 세 점) 이

2.3 컴퓨터 그래픽에서의 미소 특징 소거

상 내접하는 원 (3 차원에서는 구)의 중섬의 궤적이다.

저 역 통과 필터 (low-pass filter)를 사용한 미 소 특

각 모서리 단위로 모서리의 길이와 이 것에 접하는

정 소거는 새로운 컴퓨터 그래픽의 한 분야로서 각

원(바로 중립 축에 원의 중심을 둔)들의 “평균” 반경

광을 받고 있는 볼륨 그래팍[I1J\volume graphics)에서

의 비를 겨l 산해 보면 미소 특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쓰인다

상대적 A로 작은 값임을 알 수 였고 따라서 어떤 한

볼륨 그래픽의 주된 관심사는 볼륨 데이터 세트

계값을 기준으후 이들을 추출할 수 있다 내부 루프

(volumetric data sets)들을 저장， 시각화， 그리고 경겨l

(loop)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계수를 사용한다. 즉 내

면 추출 등에 있다- 볼륨 데이터 세트들은 직교 좌표

부 루프(loop)를 둘러 싸고 있는 중링축의 길이와 그

겨l 의 격자첨들에 값들이 였다고 보띤 된다. 이 값들

것을 중심으로 한 원들의 반경의 평균값의 비로서 계

은 용도에 따라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설명의 편의

수를 정의 한다 이런 계산 방법을 쓰면， 작은 구멍들

상 밀도로 생각하도록 하자 그리고 어떤 가준 값 보

은 상대적으로 작은 겨l 수 값을 표가하고 있음을 알

다 큰 곳을 형상의 내부로 본다면 임의의 솔리드 모

수 있다 이들의 방법은 미소 정도를 정량화 했다는

델을 볼륨 데이터 세트로 표현할 수 있다. 각 격자점

점 에서 다른 방법과 대비된다. 마소하다는 것은 참

들의 값들을 주변의 값들의 평균치로 치환한 후 삼

거 젓의 이등분적 표현이 아니고 단지 다른 것과의 비

각 메쉬 들을 등가면 (iso-surface)에 생 성 시 카 면 결과

교우위적인 표현이라고 저자들은 생각한다 본 논문

로 나온 형상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양상을 띄게

의 방법도 이들과 갇은 미소성의 척도를 제시하는데

된다 여기서 등가면은 같은 값을 강는 경 겨l 를 지냐

그 방법에 있어서 디지털 신호 처리 기법을 응용했다.

는 면을 뜻한다. 등가면에다 삼각 메쉬을 생성하는

방볍은 Iρrensεn

2.2 디지펄 신호 처리 기법의 기하 형상 응용
Ohl"l

등은 퓨리어 변환을 사용해서 단조 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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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방법을 쓴다 Taosong [1 21 등

은 바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봉륨 모델의 간략화
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저역 통과 펼터의 상한 값을

l

’-

‘l

효율적 유한 요소 생성을 위한 미소 기하 특정 소거

조절함으로써 부드러웅의 정도를 제어 할 수 있으며
이는 미소 특정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방

h(x, y, z) > T o, whεn (x, y, z) is inside the volume
h(ι μ z) = T o, when (x, y, z) is on thε boundary of

법은 무한한 주파수를 갖는 형상을 표현할 수가 없
기 때문에 각진 모서리나 꼭지점을 표현할 수 없다.
본 논문의 정근 방법과 Taosong[12 J 등의 방법은 저
역 통과 필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최종

결과는 다르다 . Taosong[12 J 등의 결과물은 간략화한
다각변인 반면 본 논문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 것을 샤용해서 기존 형상의 경계 요소들을 미소
정도에 따라 구분한 후 미소한 것으로 판단된 것들
을 지운 후 경계를 재 구성하여 새로운 솔리드 모델
을 구한다. 경제 요소를 직접 다룸으로써 각진 모서
리나 꼭지점을 모두 보존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동향을 종합해보면 미소 특정 소거를
기하 추론 (geometric reasoning)에 의거해서 수행한

연구는 [6.7J의 연구밖에 알려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

다- 본 논문에서는 Oh[씨 등의 저역 통과 필터링 방볍
을 임의의 형상에 적용 가능 하도록 확장함과 동시
에 이를 이용하여 미소 기하 특정을 판별하는 방법

을저l 시한다-

thε

알고리즘

volume

(3)

h(x, y, z) < T o, whεn (x, y, z) is outside the volume
Eq. (3)에서 To는 형상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상
수값이다

Eq. (3)을 Eq. (1)에 대입하면 대응하는 모델을 얻
을수있다.
이후 설명은 상가 해석적인 식 Eq. (1), (2), (3)들

을 컴퓨터 상에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구
현 방볍에 관심이 없는 경우 이후 절을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Eq. (1)에 나타난 퓨리어 변환이 충분히 큰 수 T,L ,

T,M, TN에 의해 다음 식으후 근사화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H(u , v , w) ::::::
TL

TM

TN

f f f
→T~
ιf

T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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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 ， y ’ Z기)e →→lC쩨
e

(4)

-T N

퓨리어 변환은 컴퓨터로 계산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DFT(Discrete Fourier Transform)식 으로 근사화

2 차원 또는 3 차원에서 임의의 행상을 퓨리어 기저

할수있다.

함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형상에서
고주파 영역을 소거하면 미소 기하 특정이 사라잠을

보이고 이를 바타으로 미소 기하 경계 요소(geome

tric boundary elεmεnt)를 소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
.，-;-쓰，
MTy . NTz

H(.:'
LT,

oo_ , lp , mq ‘ ’!’ 、
Ig (pTx ， qTv ， rTz)e →1ι’L 꾀 γ

1. -1M-1N-l

TxTyTz
ε

I

p=ü q 콰) r

3.1 퓨리어 기저 함수를 이용한 형상 표현
오브젝트 영역 (object domain)에서 정의한 함수 h

(x, y, z)의 주파수 영역에 대응하는 함수 H(u , v, w)
는퓨리어 변환을이용하여 다음식으로표현한다.

•1

p=O, 1, "', L-l

1=0 , 1,

, L-l
m=O , I , , M-l

q=O, 1, "', M-l
r=O. 1. ... , N-l

11=0, 1, ... , N-l

(5)

‘

‘

여기서 함수 g(x , y , z)는 Table 1 에 표시되어 있다.

Eq. (5)는 함수 h(x, y, z)블 χ y, z 방향으로 T" T"
H(u, μ w)

=f

f f h (x ， y ， z)e-

i2 1l(uXHy+ hτ)

따dydz
(1)

여기서 1=ιI 역 퓨리어 변환은 다음 식과 같다

h(x ,y ,z)=

Tz의

주기로 추출 (sample)한 것이고

그 결과식은

g(p Tv qTμ'T，)이다. 이 이산 (discretε) 함수을 이용해
서 다음 식 Eq. (ó)을 유도한다

이 것을 DFT(Dis

crεte Fouriεr Transformation)라고 하며 이 것을 빠르
게 계 산하는 알고리 즘을 FFT(Fast Fouriεr Transfor-

J J JH(u ， v ‘ w)e-12 떠 1/1 +…

mation)라 한다，

(2)
대상 삼차원 엽처l 의 온도를 그 것의 표면의 온도가

T"가 되도록 하고 외부는 T，)보다 작게， 내부는 TI)보

G(_!_•- 괴느- 괴→=
MT.、

'LTx

J_ -lM-1N

I I

•

NTz

‘이 .".， lp

l

_j_

I g (p Tx , qTy , rTz)e “π

p=') q 늬 ) r 늬’

수있다.

p=O, 1 ,

‘

, L-l

1=0 , 1, "',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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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finition of g(x, y, z)
g(x, y, z) =
h(x, y, z)

a =0(OSX

LT.

LT.

MT.

=----t-)

jL) or 1μ =~)

<

b = 0(0 ~y < 견수 ) or 1 (y
c =O(O~z <

NT.
2)
or

MT

NT
=--t-)
,

1 (z

2

LT.

LT‘

a =O(O~x <~) or 1(~ <x ~LT，)

b=0(OSy

MT

<

c =0(OSZ

}r)or

NT.

<

q=O , 1, "', M-1
r=O , 1, "', N-1

j」)

or

MT‘

l(7수 <y ~MTι)

NT

,

1(그ι

<z

h (x -aLT" y -bMT) , z -cNT,)

ζ NTJ

미소 가하 특정 선택과 소거 및 경겨l 재구성 등이다

m=O , 1, "', M-1

3.2.1 저역 통과 필터링 적용

n=O , 1, "', N-1

일단 DFT를 적용하기 위해서 디지다이정이 필요
역 DFT 는 Eq. (7)과 갇다

g (p T“ qT、 、
1

•

하다 그래서 Fig. 야} 접게를 512x51양} 격자 점들
로 추출한다. 각 격자점이 형상 내부， 경겨]， 또는 외부

rTJ=
..， ~fp

lM-IN-l

mlj. n

’

이거나에 따라서 h(x, y}를 각각 1.0, 0.0 또는 -1.0으로

、

파 E§EG갚 꾀문 바)e' ι까]며，

설정한 후 해당 함수를 곡면으로 표시한 것이 Fig
7과같다.

p=O , 1, "', L-l
q=O , 1, "', M-l
r=O , 1, "', N-]

1=0 , 1, .. ‘ , L-I

(7)

Fig.7의 함수를 퓨리어 변환하여 저주파 영역을
남기고 고주파 영역을 소거한 후 나온 결과가 Fig.

m=O , 1, "', M-I

8과 같다 Fig. 8에서는 두 영역을 구분하는 주파수

11=0 , 1, "', N-1

값 (8:

DFT는 디 지털 시그널 프로세 싱 (Digital Signal Pro-

cεssing)에서 많이 쓰이는 겨l 산 방법으로서 [1시에서 그
내용 및 여러 응용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상 설명한 DFT를 이용하여 형상을 퓨리어
기저 함수로 표현한 후 고주파 영역을 소거해서 미소

Cut off frequency}을 0.042017로 사용했다

3.2.2 저역 통과모델의 경계 값 변화
저역 통과 필터링에 의해 각 격자점들의 값들은
변화한다 여기서 관심있는 부분은 ~，=O.O에 해당하
게 값이 부여되였먼 기존 형상의 경겨l 에 해당하는
격자점들이다. Fig. 9에서 이들 값의 증감을 보여주

특정을 찾는 방법을 이 차원 여l 를 통해서 알아 본다-

3.2 이차원 설명
68

2차원 설명은 여l 를 통해서 하고자 한다 그 예로서
집게를 선택했다 칩거l 는 두 가지의 미소 기하 특칭
들이 있는데 바로 손잡이 부분의 작은 구멍과 물체

를 집는 이빨 부분이다- 이전에 설명한 방법으로 집
게를 퓨리어 함수로 표현하여 미소 가하 특정들을

40

소거하는 단계들을 거치도록 한다 그 단겨l 들은 형
상 디지타이정， 저역 통과 펼터 적용， 모서리와 저역

통과 모델간의 평균 거리 계산， 평균 거리 값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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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values due to filt-

Fig. 7. Object domain

Fig. 10. Iso-contours of LPF object domain.
Fig.

용.

LPF objcct domain
험 집합의 모든 점에 대해서 거리들을 계산하고 이

고 있는데 어두운 션이 값이 증가한 부분이고 열은

중 최소치를 저장한다. 이 과정을 가준 접합의 모든

선분이 값이 감소한 부분이다 증감은 실제 변화에

점들에 대해서 수행한다 차후에 평균 거리를 저장

비 해 50배로 확대해서 그렸다.

된 거리들의 평균으로서 구한다-

여기서 의문점은 저역 통과 필터링 후의 모텔의

어떤 7;，에 해당하는 저역 통과 모델의 경계에 대해

T"를 어떻게 설정하는 데에 생긴다 저역 통과 모델

서 겨l 산한 평균 거리 값이 다른 7;，에 해당하는 저역

의 경계는 Fig.8 에서 T"에 해당하는 등고션 (iso-con

통과 모델의 경계에 대해서 계산한 평균 거리 값보다

tour)이 된다 따라서 이 등고선이 기존 모델의 전처l

작다면， 그 최소 평균값에 해당하는 7;，이 바로 찾고자

척인 크가와 맞는게 바람직하다‘ 7;，을 설정함에 따라

하는 7;，이다- 이 7;，에 해당하는 경겨l 가 바로 가존 모

여러 크기의 등고선을 얻을 수 있는데 Fig. 10은 이

델과 전체적인 크기가 맞는다고 할 수 있다.

것을나타내고있다.

기존 모텔과 저역 통과 모델간의 크기 일치 정도

위에서 설명한 7;ì은 적절한 초기치릎 이용하여 값
을 여러 번 변화해서 구할 수 있으나 이런 반복적인

는 전자에서 후자로의 평균거리 값 계산에서 얻을

방법은 현설척으로 너무 많은 계산량을 수반하여서

수 있다. 두 경계간의 평 it 거리 값을 계산 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버교적 근사한 7;，은 저역 통과한 후

각 경계틀을 일단 두개의 점들의 집함으로 변환한

기존 모텔의 경계에 해당하는 격자점들의 값을 평균

다 기존 모델에서 추춤한 점들을 기준 집함이라고

하여서 구할수있다 이에 대한설명은다음과같다.

하고 저역 통과 모델의 경겨|에서 추출한 점들을 시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Fig.ll 에 있는 I 차원 예에

험 집합이라고 하면， 기준 집합의 한 점에 대해서 시

서 T"에 따른 형상의 크기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 CAD/CAM 학회 논문집 제

2 권 제 3 호 1997년 9 웰

이용구， 이건우

182

M

Newvalue
distribution
Old value
distribution

(

N;

1,1, Píj I

1

이

T n = 프낀.:!.._ I~")

효 N;

Fig. 11. Geometric interpretation of new iso.contour
value T"

1

0; 섣

1<0
Síj

(8)

C(T o)

M: Number of edges (faces in 3D) of the

gεome

tric model

N;: Number of pixels (volxels in 3D) composing
가존 값 분포에서， 지면의 값은 -1. 0이고 산마루의
값은 1. 0이다 두 값이 만나는 천이 구역 에서의 값은

an edge (a face in 3D) i

(8)

0 ,: Number of sample points composing an edge

45"의 경사를 이루도록 하며 이렇게 값이 연속적으

(a face in 3D) i

로 분포해야 만이 퓨리어 변환을 적용할 수 있다

c( To): Simplified model boundary

Fig. II 이 나타내는 형상은 직선 선분에 해당하며 그

P'J: Value of pixel (voxel in 3D) j composing an

이유는 기존 Tμ보다 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
로 직선 선분이기 때문이다-

εdge
S'j:

저역 통과 필터를 적용한 후 온도 분포는 새로운
값 분포로 변환한다. 만약 가존 To를- 사용하여 새로

peπaining

to T"

(a face in 3D) i

Sample point j composing an edge (a face in
3D) i

õ: Tolεrance of the average distancε from c( To)

운 형상(저역 통과 필터 적용 후의 형상)을 구한다면
모델의 크기가 증가 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형상의

위식에 위배하는 모서리들을 소거하면 최종적으로

크기에 비해 새로운 형상의 크기가 최대한으로 가까

미소 특정이 소거된 경계를 구할 수 있다. 미소 특정

워지게 하려면 새로운 To가 크기 증가를 상쇄시켜

으로 판별된 모셔라는 그 것의 양단의 중점으로 변

주어야 한다- 기존 형상에셔 선분 양 끝 단의 값 변

화의 평균치를 기존 To 에 더해서 새로운 To를 구한

환하며 이때 양쪽에 이웃하는 모서리들의 연결 꼭지
점들도 중점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경계를 변환한다

후， 이 새로운 To 에 대한 새로운 값 분포에서의 형상

4. 결

은 그 크가가 기존 형상과 갇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

위에서 설명한 방법을 그대로 확장하여 2 차원 및

T

본 논문이 제안하는 방법은 미소 기하 특정을 소

경계에 해당하는 격자점들의

거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변수를 사용자로 부터 입

3 차원에서도 사용 할 수 있는데 새로운 T" 는 가존

"에다가 기존 모델의

값 변화틀을 평균하여서 더해서 구한다.

3.2.3 미소 기하 특징에 해당하는 모서리들의 선택

력 받는데 바로

e(Cut off frequency)와 õ(ηueshold

avεragε distancε

for detail edgε)이 다. 주파수를 고주

파 영역 및 저주파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쓰는 8는

및소거

Fig. 10 에서 알 수 있듯이 고주파 항들이 소거되
면 뾰족한 꼭지점들이 모두 무디어 진다. 이런 부분

들은 응력 집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하는
갯이 바람직하므로 저역 통과 모델을 바로 쓸 수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여러 8 에 따른 저역 통과 모델의
경계 형상 변화를 보고 사용자가 선택하게 된다

Fig. 12가 바로 해당하는 그럼이다 여기서 Fig
12(d)를 선택하는데 대해서 별 이론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사용자가 소거하고자 하는 미소 가하 요소

없다해결책으로서 기존 모델의 모서리들 각각을 저역

통과 모델과 거리 비교하여 그 값이 큰 것들을 미소

들이 이 보다더 많은경우에는더 작은 8를사용하
면 되고더 적은경우에는더 큰 8를샤용하면 된다

기하 특정으로 판단하여 소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Eq. (8)에 있는 8도 8 와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사

거리 값은 모서리 및 저역 통과 모렐의 경겨l 을 각각

용자가 료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 때 Fig. 13과 같은

점들의 집합으로 변환하여 계산하며 이를 모서리의
평균 거리 값이라고 한다. 평균 거리 값은 어느 한

칙을 정할 수 있다. 즉， 어느 모서리 는 다음 식 (8)을

하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6의 설정에 민감한

만족할 때 전처l 형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부분은 이 값의 설정에 따라서 미소한 부분이 되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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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를 알려 주는 지수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2.0 근방을 선택

jll

모서리들을 잘 분류할 수 있는 경계 값 8를 그다지

2권

‘r1

마소 가하 특정에 해당하는 모서리들과 남세 되는

모서리가 저역 통과 모델의 경계에서 얼마나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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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LPF model due to various cut off frequency
valucs (grippcr).

Fi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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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ressed model of gr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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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LPF modcl
(a) Detall suppresscd mod cJ

e and δfor thε gripper

8 (Cut off frequency)

0.042017

δ (까lreshold

1. 5

average distance for detaiJ edge)

나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모셔리들이다. 본 예에서
는 1. 5를 선택해서 이들을 미소한 쪽으로 놓아거| 했
다 만일 이런 모서리틀을 미소하지 않은 쪽으로 놓

으려면 더 큰 값을 선택하면 된다(bJ Onglrlal modcl

Table 2의 값을 사용해서 미소 가하 특정에 해당하
는 모서리들을 소거했다. T"는 0.0의 초기 값에서

Fig. 16. Triangular mesh generation

0.012129으로 새로이 계산되었다 미소 기하 특정에
해당하는 모서리들은 Fig. 14에서 가는 선분으로 그

려져 있는데 작은 구맹과 이빨 부위가 선택되어 있

음을얄수있다.
이런 모서리들을 소거한 갯이 Fig. 15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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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a)는 미소 가하 특정들이 소거된 상태에서
유한 요소를 생성한 것이고 비교를 위하여

Fig.

16(b)는 기존 형상에 대해서 유한 요소를 생성한 것

산을 수행해 봐야만 정확한 결론을 낼 수가 있다. 즉
어떤 기하 특정이 해석에 어느 만큼의 영향을 주는
지를 아는 방볍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을도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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