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omated Arm Length Optimization Process for Adaptive Joint System 

 

Page 1 / 12 

Contents of this document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2019 3DPRIYOL 

Automated Arm Length Optimization Process 

for Adaptive Joint System 
 

Andrew Jinho AHN / 安 鎭 浩 

 

 

 

 

 

 

 



Automated Arm Length Optimization Process for Adaptive Joint System 

 

Page 2 / 12 

Contents of this document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Figure A - Two adjacent faces have one sharing edge 

Among multiple faces sharing one vertice, two adjacent faces have one sharing edge. 

Profile center line must be parallel to this edge.  

하나의 점을 공유하는 면 중, 인접한 2개의 면은 하나의 변을 공유한다. 프로파일은 이 변

에 평행한 위치에 존재해야 한다.  

 

Figure B – Profile orientation on face edge 

Profile Y axis (marked red dashed line) should divide angle between two adjacent faces 

into half (θ1 = θ2). Thus directional vector of profile Y axis is equal to average of normal 

vector of two faces (edge normal). 

프로파일의 Y축은 Face A 와 B 사잇각을 이분한다. 따라서 프로파일 Y축의 방향벡터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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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두 면 Face A와 B의 법선벡터의 평균과 방향이 같다.  

 

Figure C. Sectional diagram showing varying H1 and H2 with different angle between two pa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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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1. Distance between glass panel edge to profile center line 

Also, since angle between two adjacent glass panel (𝜃) is unique for each edge, distance 

between glass panel edge to profile center line is also unique for each edge.  

또한, 모든 모서리에서 만나는 두 패널면의 각도(𝜃) 는 상이하므로, 패널면의 모서리로부터 

프로파일 중심선까지의 거리역시 상이하며 따라서 고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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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 – Edges extruded along edge normal directions 

Edges sharing same end point offsetted towards edge normal direction never share 

common end point (Figure C). This make it hard to make clean joint (Figure D). 

모든 변이 한평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끝점을 공유하는 변들을 Edge Normal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더 이상 끝점을 공유하지 않고 떨어지게 되며 이 면들의 방향에 정렬된 프

로파일들은 복잡한 형태로 만나게 된다 (Figure D).  

 

Figure D – Profiles converging in unpredictabl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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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E – Curtailed profiles 

To avoid complication described in Figure D, profiles are curtailed near the joint. 

Figure D에서 기술된 복잡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조인트 근처에서 프로파일을 잘라낸다. 

이때 프로파일끼리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Figure F – Surface blending 

Facing surfaces on adjacent profiles are blended (Figure F). ‘Patch surface’ encompassing 

edges along the opening is used to cover up the opening. This completes joint geometry 

as a closed solid entity (Figur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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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프로파일간 마주보는 면들 사이를 곡면으로 이어준다. 이렇게 옆면이 완성되면 앞뒤

면이 열린 형상이 나오게 된다 (Figure F). 열린부분 각각에 대하여 둘레에 해당하는 선들

을 아우르는 Patch Surface를 생성하여 조인트 형상의 형성된다 (Figure G).  

 

Figure G – Completed Joint 

To automate design process described above, since human intervention cannot be 

implemented into the automation process, curtailing distance mentioned in Figure E 

should be geometrically and/or mathematically determined. This not only solves 

automation problem, but it also is an effective solution to minimize the size of joint. 

위의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위해서는 Figure E에서 기술된 프로파일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의 임의 개입이 불가능 하므로 잘라내는 길이에 대한 수학적인 접근방

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 접근방식은 자동화와 더불어 조인트 크기 최소화에 대한 이득도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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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 Intersection between profile A and B 

Adjacent profile A and B each has facing surface against one another (Surface A and Surface 

B respectively). Between Surface A and B, one intersecting line (Line C) exists if Surface A 

and B are not parallel to each other. 

인접한 Profile A와 B의 마주보는 두면(Surface A 와 Surface B)은 서로 평행하지 않은 경우 

하나의 직선(Line C)상에서 교차한다.  

 

Figure 2 - Profile cross section inter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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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hows profile cross sections perpendicular to each profile center lines. Cross section 

B0 and A0 each are profile cross section at point B0 and A0 respectively. Point B0 and A0 

are point CS projected onto profile center line A and B respectively. As seen from the above 

diagram, intersection between profile cross section at certain point of profile center line and 

opposing profile geometry only occurs beyond point A1 and B1, respectively. 

Profile Center Line A의 Point A0, A1과 Profile Center Line B의 Point B0, B1은 Line C의 각 

끝점 CS, CE을 각 프로파일 중심선으로 수직 투영한 점이다. Figure 2의 Profile B의 경우, 프

로파일 B의 중심선에 존재하는 중심선에 수직한 평면으로 잘라낸 프로파일의 단면은 

Point CE의 투영점 Point B1을 기점으로 상대 프로파일과 겹치지 않게 된다.  

 

Figure 3A & 3B - Intersection between profile A and B 

Figure 3A shows adjacent profiles intersecting with one another (thus impossible) when 

profiles are curtailed before point A1 and B1. Figure 3B shows adjacent profiles starts to 

diverge and does not intersect when profiles are curtailed beyond point A1 and B1. 

Figure 3는 Profile A의 단면 A1, Profile B의 단면 B1 기점으로 하는 두개의 프로파일의 겹

침을 보여준다. 이 지점을 기점으로 두개 프로파일의 단부는 계속 멀어지게 된다.  

 

Figure 4 - Proximity between points moving along profil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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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tion 1 – vector multiplier (d) calculation 

For each profile center line, directional vector VA and VB where |VA| = |VB| = 1 exists. For 

desired proximity(p) between closest points on each capping surface against another (point 

PA and PB), distance(d) should be determined. 

프로파일의 단면의 모든 점은 프로파일의 중심선의 방향벡터를 따라 움직이며 따라서 

Figure 3에서의 단면 거리가 0이되는 위치에서의 교차점은 두개의 프로파일 방향벡터의 사

잇각으로 하는 방사형으로 멀어지게 된다(Figure 4). 이루고자 하는 두개 프로파일 단면간 

최소거리 p는 아래와 같이 구해질 수 있다.  

In summary, minimum joint arm length is determined as followed. 

1. Get intersecting line (Line C) between surface A and B 

2. Project each end of line C (point Cs and point Ce) to each profile center lines (point 

A0 and A1 on profile A center line, point B0 and B1 on profile B center line) 

3. Get curve parameter on each profile  

4. If curve parameter tA0 > tA1, t = tA0 is used as curtailing point. Else, t = tA1 is used. 

5. When each profile is curtailed at point on profile curve at t, proximity of each end 

cap (yellow and green hatched surface on figure 3A and 3B) is 0. From this point, 

proximity will start to diverge. 

6. Using equation used in figure 4, distance value(d) can be added for desired minimum 

distance(p) between each profile caps. 

지금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간략히 요약할 수 있다. 

1. 면 A와 B사이의 교선 Line C를 구한다. 

2. 교선 C의 양끝점을 각 프로파일 중심선에 수직투영한다. 

3. 2에서 얻어진 수직투영점에 해당하는 프로파일 중심선의 매개변수를 구한다.  

4. parameter tA0 > tA1, t = tA0, else, t = tA1 으로 t를 결정한다. 

5. 프로파일의 t위치에서 잘려진 각 프로파일은 서로 중첩되지 않고, 한점에서 만난다. 

이보다 짧아질 경우에는 점점 최소거리가 벌어지게 된다.  

6. Figure 4의 공식을 이용해 프로파일 단부의 목표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단부 

이동거리 d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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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A – Optimized arm length calculation of (N)th arm against (N-1)th arm 

 

 

Figure 5B – Optimized arm length calculation of (N)th arm against (N+1)th arm 

Every arm has two adjacent arms on its either side. Figure 5A shows optimized arm length(D1) 

of (N)th arm (N-1)th arm only. But, as seen on Figure 5B, optimized arm length(D2) of (N)th 

arm agaist (N+1)th arm, which is larger than D1. Thus, arm length optimization should take 

both adjacent arms into consideration for it to satisfy minimum clearance distance to profiles 

on either sides at the same time. As a result, between D1 and D2, optimal length of (N)th 

against (N-1)th and (N)th against (N+1)th respectively, larger should be taken as optimal 

arm length. 

하나의 조인트에 결합되는 모든 프로파일(N)은 이웃한 두개의 프로파일(N-1, N+1)을 가지

고 있으며 각각의 이웃 프로파일에 대하여 최적 팔길이가 계산될 수 있다. (Figure 5A) 하

지만 Figure 5A에서 계산된 최적 길이 D1은, Figure 5B에서 계산된 최적 길이 D2에 비해 

짧으며, 따라서 D1은 N+1 프로파일에 대하여서는 최소 이격거리를 만족하지 않는다. 따라

서 모든 팔의 최적 길이는 양쪽의 인접한 두개의 팔 각각에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중 

더 큰 값을 최적 길이로 취하게 된다. 단, 이 값은 (N)th 팔길이 에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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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 Blend edge 

Per curtailed adjoining profiles, pairing edges of facing two surfaces (Edge A and B) are each 

used to create curve tangent to Edge A and Edge B at either ends (marked red). Resulting 

curve and open edge from profile A and B (marked blue) then used to create sweeping 

surface between Surface A & B with tangency(G1) connectivity.  

 

Same process is repeated for other profiles too. (Figure 7) 

인접한 프로파일을 마주보는 면의 프로파일 중심선과 평행한 변 2개에 대응하는 인접프로

파일의 변에 대하여 전구간에서 곡률이 연속인(G1 연결성) 곡선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

된 두개의 곡선과 단부 끝의 직선변으로 곡면을 생성한다. 이 곡면은 마주보는 두 면에 대

하여 G1 연속성을 가진다.  

마주보며 쌍을 이루는 다른 면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Figure 7A & 7B - Blend edge and Patch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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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nded surfaces on the side leaves opening on either side of geometry. ‘Patch surface’ 

encompassing edges along the opening is used to cover up the opening (marked green). 

Alternatively, if such functionality is not available in given modeling environment, a mesh 

can be created deriving from significant points on the surrounding edges and then relaxed 

using Laplacian mesh smoothing algorithm. 

이렇게 옆면이 완성되면 앞뒤면이 열린 형상이 나오게 된다. 열린부분 각각에 대하여 둘레

에 해당하는 선들을 아우르는 Patch Surface를 생성한다. (Figure 7B). Patch Surface(Rhino의 

곡면 생성방식중 하나)과 같이 boundary condition으로 trimmed surface를 생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boundary curve를 아우르는 mesh면을 만들고, Laplacian mesh smoothing 

algorithm을 이용하여 mesh면을 만들 수 있다.  

 

Figure 8 - Patched Surface 

Two patch surfaces on either side of joint completes joint geometry as solid (meaning the 

surfaces in BREP has no open edge and the geometry is sealed volumetric entity). To reduce 

its weight while effectively maintain its structural integrity, surface is offsetted inwards to 

create even thickness wall leaving hollowed shell. 

이렇게 만들어진 면들은 하나의 닫힌 체적를 만들게 된다. 구조적 성능의 손실을 최소화하

면서 무게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중심부의 체적을 빼기 위하여 면을 안쪽으로 

offset하여 속이 비워진 shell을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