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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D 린터는 3D도면을 입력받아 층가공 방식으로 재료를 쌓아 원하는 제품을 제작하는 린터이다. 3D 린

터는 다양한 입체 제품을 출력할 수 있고, 짧은 시간 내에 제품 출력이 가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3D 린터는 다양한 종류의 출력방식과 재료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수지를 녹여 쌓는 FDM(Fused Deposition Modeling)방식을 고려한다. 이 방식을 사용한 3D 린터는 고

온에서 제품을 출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냉각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출력물의 크기나 주변 환경의 상태에 따

라서 휘어짐 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휘어짐 상을 최소화하기 해 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온도를 정선

으로 유지해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온도 유지를 한 추가 인 장비가 필요하여 본 논문에서는 휘어짐 상을 

최소화하기 한 3D 린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은 제품의 최 설계 시 휘어짐 치를 고려하여 당한 

구멍(홈)을 생성시켜 출력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한다. 제안된 방법에 한 수학  모델을 제시하고, 성능평가를 

해 일반 인 방식을 사용한 출력물과 제안된 방법으로 설계한 출력물을 측정하고 분석한다.

ABSTRACT

3D printer is based on an 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y, which helps in creating the three-dimensional object using a 3D drawing. 

It is used in various fields, because it prints out a variety of three-dimensional products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this paper, we 

consider a technique using the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method by dissolving the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resin 

among a diversity of printing technique and materials. This kind of the 3D printer prints out a product in high temperature and cools 

down it. In this process, a flection phenomenon is occurred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printing product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Conventional methods for mitigating this phenomenon maintain the temperature at the optimum level, but they require using additional 

devices. In order to minimize the flection phenomenon in 3D printing products without additional devic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noble technique, which creates holes on suitable positions when they are designed by 3D drawing tools. Also, we suggest mathematical 

model for the proposed method, and measure and analyse a printing output using a proposed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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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3D 린터는 입력받은 3D 도면을 기반으로 x축, y

축, z축의 각 방향으로 노즐을 이동하여 재료를 쌓는 

층가공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한다[1]. 최근 3D 린

터의 기술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이 보다 렴한 가

격으로 에게 보 되고, 다양한 제품을 출력할 수 

있다[2]. 3D 린터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에 한 복

잡한 도면을 입력받아 짧은 시간 내에 출력이 가능하

다. 이러한 장 을 바탕으로 기계뿐만 아니라 의료, 

건축, 의상 디자인, 우주 항공, 요리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3].

3D 린터는 짧은 시간 내에 고온에서 출력하므로 

출력물의 주변 환경의 상태에 따라 휘어짐이 발생한

다. 휘어짐 상은 출력물의 두께가 두껍고 길이가 긴 

곳, 열 변화가 많은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러한 

상은 사출 성형에서도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 형표

면 청소, 게이트 치 변경, 사출압력 증가, 수지온도 

상승 등의 방법으로 휘어짐 상을 완화시킨다[4]. 

한, 시작 을 맞추고, 바닥 착력의 증가, 실내온도와 

습도 유지, 온풍기의 사용, 출력 후 베드 온도 유지 

등의 방법으로 휘어짐 상을 일 수 있다. 이와 같

은 방법은 온도를 정선으로 유지시켜 냉각 시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가 인 장치가 필요하

다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3D 린터의 출력 시 휘어짐 상

을 최소화하기 해 최 설계 시 출력물의 휘어짐 

치를 고려해 구멍(홈)을 설계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와 련된 수식을 제시하 고, 성능평가를 해 일

반 인 방식의 출력물과 제안된 방식의 출력물을 비

교 분석한다.

2장에서는 3D 린터의 휘어짐 상 최소화를 

한 3D 린  기법을 제시하 고, 3장에서는 제안된 

방식을 이용해 출력된 3D 린터의 출력물과 기존의 

일반 인 방식의 출력물을 비교하고, 4장에서 본 논문

의 결론을 제시한다.

Ⅱ. 휘어짐 상 최소화를 한 3D 린  
기법

2.1. 3D 린

3D 린터는 다양한 방식의 출력방식과 재료가 있

다. 3D 린  방식에는 재료를 한 층씩 쌓는 FDM, 

UV 경화성 수지를 굳히는 DLP(Digital Light Pro-

cessing), 분말로된 입자를 이 로 녹여 소결하는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등이 있다.

3D 린터의 재료는 모양의 기본 틀을 만들어 주

는 지지  재료와 실제 출력물의 재료가 되는 모델 

재료가 있다. 모델 재료로는 PLA(Poly Lactic Acid)

수지와 ABS 수지를 많이 사용한다[5]. PLA수지는 친

환경 이고, 열가공성이 좋다. 하지만 내구성이 떨어

지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 이 있다. ABS 수지는 아

크리로니트릴, 타디엔, 스티 의 세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고, 성형성과 착색 등이 뛰어나 가공하기에 좋

고, 충격과 약품에 강하며, 가격이 렴하다. 본 논문

에서는 가격이 렴하고 으로 사용되는 ABS수

지를 녹여 쌓는 FDM 방식을 사용한다[6].

2.2. 휘어짐 상 완화를 한 3D 린  기법

본 장에서는 3D 린터 출력 시 휘어짐 상을 최

소화하기 한 린  기법을 제안한다. 재료의 온도

에 의한 변형률은 식 (1)과 같이 정의된다.

  (1)

식 (1)에서 는 열팽창계수이고, 는 재 온도, 는 

기 온도다[7]. 열팽창계수는 재료마다 각각의 값을 가지

고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ABS 수지의 열팽창계수

(Thermal Expansion Ratio)는 ×℃이다. 

은 변형률이고, 재료마다 열팽창계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온도차에 의해서만 값이 결정된다.

 ×  (2)

식 (2)는 변화량을 나타낸 식이다, 식 (2)에서 은 

재료의 길이를 나타낸다. 식 (2)의 이 증가하게 되면 

변화량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휘어짐 상이 발생한

다. 변화량을 이는 방법으로 변형률의 온도차를 

이는 것과 길이를 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온도

차를 이는 방법은 추가 인 장비가 요구되기에 을 

이는 방법을 선택하 다. 본 논문에서는 3D 린  

출력물에 당한 다수개의 홈을 만들어, 제품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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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 인 방식의 3D 린터 출력물 1
Fig. 1 3D printer output 1 of conventional method

그림 2. 제안된 방식을 기반으로 한 설계도면
Fig. 2 Design drawings based on the proposed 

method

그림 3. 제안된 방식을 기반으로 한 3D 린터 
출력물 1

Fig. 3 3D printer output 1 of the proposed 
method

개의 구간으로 나눔으로서 각 구간별 을 감소시켜 

열작용에 의한 휘어짐 상을 완화 시키게 된다.

3D 린터 출력 시 기존의 방식을 사용한 출력물

의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3D 린터는 출력 시 고온

(280℃)으로 재료를 녹여 쌓고, 린터의 실내온도(7

5℃)까지 격히 냉각시키므로 열작용에 의한 휘어짐 

상이 발생하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즉, 

출력물의 우측 측면이 휘어져 있다. 그림 2는 본 논문

에서 제안한 당한 홈을 추가하여 휘어짐 상을 최

소화하기 한 설계도면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3D 

린  출력물이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 인 

방식은 의도된 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은 출력물의 

체 길이가 되고, 제안된 방식은 다수의 홈이 존재하

므로 기존의 에 비하여 히 짧은 여러 개의 을 

생성한다. 각 구간의 이 짧아질수록 열작용에 의한 

휘어짐 상은 히 완화되므로, 그림 3의 출력물 

우측 측면에 의도하지 않은 휘어짐 상이 어든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JKIECS, vol. 9, no. 12, 1415-1420, 2014

1418

그림 4. 성능 평가를 한 추가 3D 설계도면
Fig. 4 3D design drawings for the additional 

performance test 

Ⅲ. 제안된 3D 린  기법의 성능평가

그림 3을 통해 휘어짐이 어드는 것을 확인 하

지만, 좀 더 명확한 성능 확인을 해 그림 4와 같은 

두 번째 제품을 설계하 다. 제품 설계는 3D 설계가 

가능한 Dassault Systems의 CATIA를 사용한다[8-9]. 

제품은 50×90×10의 크기의 정육면체이고, 제안

된 방식으로 설계된 제품은 그림 2와 다르게 두 개의 

일정한 간격을 가지는 홈을 추가한다. 홈의 크기는 

50×2×2로 두 홈 모두 동일하다.

그림 5는 제안된 방식과 일반 인 방식을 사용하여 

출력된 제품의 3D 린터 출력물이다. 그림에서 두 

출력물  쪽은 제안된 방식을 사용하여 출력한 출

력물이고, 아래쪽은 일반 인 방식을 사용하여 출력한 

출력물이다. 두 개의 출력물은 에서 본 경우 휘어짐 

상을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림 6에서 두 방식

을 비교하면 휘어짐 상이 히 완화 된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그림 6의 아래쪽 출력물은 일반 인 

방식을 사용하여 3D 린  한 출력물이다. 출력물은 

오른쪽 아랫부분에서 휘어짐 상이 발생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6의 쪽 출력물은 제안된 방식을 

기반으로 3D 린  한 출력물이다. 출력물은 앙에 

일정한 간격의 홈이 추가 되었고, 아래쪽 출력물과 비

교하여 휘어짐 상이 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제안된 방식과 일반 인 방식의 3D 
린터 출력물 평면도 

Fig. 5 Plans of 3D printer outputs for the 
proposed and conventional methods

 

그림 6. 제안된 방식과 일반 인 방식의 3D 
린터 출력물 측면도

Fig. 6 Side views of 3D printer outputs for the 
proposed and conventional methods

제안된 3D 린  기법의 성능 평가를 해 디지

털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된 수치를 그림 7에 나타

내었다. 제안된 3D 린터의 제품 출력 시 온도 28

0℃에서 린터의 실내온도 75℃까지 냉각시키므로 

205℃의 온도차가 발생하게 된다. 모델 재료 ABS 열

팽창계수는 ×℃로 ABS의 변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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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기존의 방식으로 출력한 

그림 5의 가로 50에 해 변화량 은 0.904

이고, 세로 90에 해 변화량 은 1.627

이다.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출력물의 휘어

짐 상이 가장 심한 모서리 부분을 측정하 다. 디지

털 버니어캘리퍼스는 다양한 형태의 길이를 0.01

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공구다. 일반 인 3D 

린  출력물의 측정 결과 2.21의 변형이 발생

하 고, 제안된 방식의 출력물의 측정결과 0.1의 

변형이 발생하여 휘어짐 상이 히 어들었다. 

결과로부터 제안된 3D 린  기법을 사용하여 열작

용에 의한 출력물의 휘어짐 상을 효과 으로 완화

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일반 인 방식의 3D 

린  출력 시 휘어짐 상이 발생하면서 표면이 거

칠어지는 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제안된 방식의 3D

린  방식은 휘어짐 상이 완화되어 표면이 거칠

어지는 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Ⅳ. 결 론

3D 린터의 특허 만료로 수 천만원을 호가하던 

3D 린터의 가격이 렴해 지면서 산업 장부터 일

그림 7.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 측정
Fig. 7 Measurement using digital vernier caliper

반 가정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3D 린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인 3D 린터를 

이용하여 제품을 출력할 경우 열작용에 의한 출력물

의 휘어짐 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

기 해 린터 내부의 온도를 정선으로 유지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본 논문에서는 보다 효율 으로 휘

어짐 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하 다. 제안된 

기법은 3D 린터 출력물에 당한 홈을 만들어 재료

의 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 고, 각 구간 별   값

을 임으로서, 휘어짐 상을 완화시키는 방식이다. 

제안된 방법의 성능 확인을 해 두 가지 제품을 설

계/제작 하여 기존의 일반 인 방법과 제안된 방법을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비교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은 열작용에 의한 휘어

짐 상을 최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출력물에 필요한 

재료량을 여 제품의 무게도 감소시킬 수 있고, 출력

물의 표면이 거칠어지는 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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