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해외 여러 기관과 매체에서 3D 프린트 산업은 미래 주요 핵심 기술로 선정되고 있으며 실제 3D 프린트 산업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Park, 2017). 3D 프린터는 3D 형상을 제작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주로 자동차, 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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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3D printer technology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and research papers are being conducted to 

utilize 3D print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ctual structures such as bridges and buildings are being printed to 3D printers, and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mock-up structures using 3D printers are being proposed. In order to utilize 3D printer technology in the 

construction field, a 3D model is required, and the 3D BIM data produced at the design stage can be printed by a 3D printers, saving 

the cost and time of 3D model generation. However, 3D BIM data often does not satisfy the conditions for 3D printer output, causing 

many errors on output. In this paper, authors propose a problem analysis for 3D BIM model output to 3D printer and a method for 

reducing errors in 3D printing process of 3D BIM model. In addition, this paper presents a practical application of 3D model output 

from 3D pr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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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3D 프린터 기술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술로, 건설 산업에서도 3D 프린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실제 교량, 건축물 등 구조물을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3D 프린터를 활용한 목업 구조물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제

시되고 있다. 3D 프린터 기술을 건설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3D 모델이 필요하며, 설계단계에서 제작된 3D BIM데이터를 3D 프린터로 출

력 시 3D 모델 제작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설계단계의 3D BIM데이터는 3D 프린터 출력을 위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출력 시 많은 오류를 발생시킨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IM데이터의 3D 모델을 3D 프린터로 출력 시 발생하는 문제점 분석과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더불어 3D 프린터로 출력된 BIM모델의 실무적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검색어 : 3D 프린터, BIM, 3D 모델링, STL파일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공학Surveying and Geo-Spatial Inform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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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제품 제작 시 적용되고 있다. 

국내 건설 산업 분야에서도 3D 프린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3D 목업 제작 및 실제 구조물 건설에 3D 프린터 

적용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Kang, 2014; Oh, 2014). 

일반적으로 3D 프린터 출력을 위해서는 설계 프로그램이나 모델링 

툴을 활용하여 3차원 모델을 제작하여야 한다. 하지만 비 반복적이

고 수많은 공정으로 이루어진 토목 구조물과 같은 경우 3D 모델을 

일일이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건설 프로젝트 설계단계에서 작성되는 BIM 객체의 활용은 

3D 모델의 제작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ark, 

2017).

BIM 데이터를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3D 프린터에서 

사용되는 STL파일 포맷으로 변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변환된 STL

파일은 3D 프린터 출력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여 

3D 프린터 출력 시 문제가 있는 데이터로 구분된다. 이에 3D 

프린터 출력이 가능하도록 STL파일을 출력조건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으나, 일일이 모델링을 수정하는 것은 토목 공사의 특성상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BIM데이터를 수집하고 3D모델링과정의 

오류유형을 분석하여 토목 구조물 BIM 데이터의 3D 프린터 출력 

시 발생되는 오류 원인을 도출한다. 도출된 오류 원인을 바탕으로 

3D 프린터 출력 시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3D 모델의 제작방안과 

3D 프린터로 출력된 토목 구조물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1.2 국내외 연구동향

3D 프린터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uswell (2007)은 초대형 건설물의 신속한 제조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제작 예제로 3D 프린팅 기술의 

활용을 제시하였다. Lim (2012)는 Large-scale 기술을 이용한 

건설 어플리케이션 용 부품 제조와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는 콘크리

트 인쇄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Ceccanti (2010)와 

Cesaretti (2014)는 달의 표토를 3D 프린팅 재료로 활용하여 달에

서의 서식지를 구축하기 위한 개념평가연구를 진행하였다. Peng 

Feng (2015)는 시멘트재료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고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표본을 제작하였으며 표본을 통해 3D 프린팅 

구조물의 인쇄 시 동작의 분석에 필수적인 기계적 모델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Lim (2013)은 3D 프린터는 건축 분야에

서 고객과의 의사소통과 디자이너, 엔지니어들이 효과적으로 협업

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설계 과정을 간소화 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Moon (2014)은 국내 및 국외 건설 분야에서 3D 

프린터를 적용한 사례 조사와 함께, 건설 분야 3D 프린터 응용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Lee (2014)은 3D 프린팅 기술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하며, 시공 시 활용될 수 있는 3D 

프린터의 개발과 이에 적합한 설계 방법 등에 관한 연구방안을 

제시하였다. Yeon (2015)은 건축 설계단계에서 제작된 BIM 데이

터를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 STL 파일 구성조건을 만족하는 

폴리곤 형태로 변환하는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건설 분야에서 3D 프린터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주로 

건축분야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외의 경우 실제 구조물을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 3D 프린터 출력을 

위한 방안, 적용성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구조물을 출력한 사례도 

존재하나, 토목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한 3D 모델 제작방안 및 

BIM 데이터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토목 구조물의 특성을 고려한 3D 프린터의 활용을 

위해 기존 BIM 데이터 분석을 통해 3D 프린터 출력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3D프린터 출력물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2. 이론적 고찰

2.1 3D 프린터 개념

3D 프린팅의 기본 원리는 얇은 막을 쌓아올려 입체적인 형태를 

가진 물건으로 만드는 것으로, 얇은 막을 한 층씩 바닥부터 꼭대기까

지 쌓아서 물건의 형체를 완성하게 된다. 3D 프린팅 과정은 크게 

3D 물체의 설계를 만드는 모델링, 원료를 쌓아 올려 물건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프린팅, 프린트된 물체를 굳히거나 표면처리를 하는 

마무리 단계로 나뉜다. 모델링 과정에서는 CAD와 같은 컴퓨터 

그래픽 설계 소프트웨어나 3D 프린터에 번들로 동봉된 전용 프로그

램을 이용해 물체의 모양을 3차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산업 현장에

서 제품 디자인에 주로 사용되는 CAD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3D 

프린터에서 사용되는 STL 파일 포맷으로 변환되어 출력된다.

2.2 STL 파일 

STL (STereoLithography)파일은 3차원 데이터를 표현하는 

국제 표준 형식 중 하나로 3D Systems사에서 파일의 형식을 창안하

였다. 3D 프린터 출력용 파일 중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사용된다. 

STL 파일은 Fig. 1과 같이 3D 모델 표면을 무수히 많은 삼각형들의 

집합으로 쪼개 각 꼭짓점들의 위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삼각형

의 크기가 작을수록 3D 모델의 표면이 매끄럽게 출력된다. 

3D 프린터 출력 조건을 만족하는 STL 파일은 Surface모델이 

아닌 두께가 있는 Solid 모델이어야 한다. 또한 폴리곤의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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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이 통일되어 있지 않거나, STL파일 구성요소인 쉘, 폴리곤 

등이 중첩된 경우와 같이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없는 조건사항이 

존재한다.

2.3 3D 프린터 출력 프로세스

3D 프린터 출력을 위한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Fig. 2와 같다. 

먼저 사용자는 3D 프린터의 출력목적을 정의한다. 토목 구조물

의 모형을 제작하기 위함인지, 실제 구조물을 출력하는 것인지에 

대한 목적을 정의한 후, 3D 모델링을 진행한다. 제작된 3D 모델은 

3D 프린터 출력 파일 포맷인 STL파일로 변환하여야 한다. STL 

포맷으로 변환 시 모델의 표면은 무수히 많은 삼각형으로 나눠진

다. 이때, 출력 조건에 맞지 않은 오류들이 발생하며, STL파일 

오류 검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검토 및 수정과정을 거친다. 

수정된 STL파일은 3D 프린터 출력을 위해 얇은 레이어 층으로 

나누고, 여러 층으로 나누어진 모델은 3D 프린터 기계의 이동경로

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G-Code파일로 생성된다. G-Code파

일 생성과 함께 3D 프린터의 특성에 따라 출력 객체의 크기, 

시간, 재료 등의 정보를 선택하여 3D 프린터 출력 과정을 거친다. 

출력된 3D객체는 출력 시 3D 모델을 지지하기 위해 함께 출력된 

서포트를 제거하거나, 채색과정 등을 거친 뒤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활용된다. 

3. 3D 토목구조물 객체의 3D 프린터 출력 오류 원인 분석

3.1 3D 모델 데이터 수집

본 논문에서는 BIM 데이터 3D 모델을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한 파일인 STL 파일로 변환하였을 때 발생하는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 Fig. 3과 같이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토목시설 BIM라이브러리와, 실제 건설 프로젝트에서 작성되었던 

BIM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모두 Autodesk사의 

REVIT으로 작성되었으며, 총 218개로 배수공, 옹벽공, 터널공, 

교량공으로 4개의 분류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2 3D 모델 오류 검토 과정

3D 프린터 출력 시 발생할 수 있는 3D모델의 오류 검토는 

Fig. 4의 좌측 상단과 같이 Autodesk사의 REVIT을 통해 실행한다. 

3D 프린터 출력을 위한 STL파일로 변환하기 위해, Fig. 4의 좌측 

하단과 같이 ADD-IN으로 설치되어있는 STL Exporter for Revit

을 실행하였으며, Binary 포맷으로 파일을 설정하여 STL파일로 

변환하였다. 

Fig. 1. STL File Format

Fig. 2. 3D Printer Output Processes

Fig. 3. Collected 3D BIM Data

Fig. 4. Process of BIM Data Error Review for 3D Printer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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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위해 218개의 수집파일을 Fig. 4의 우측 상단과 

같이 STL 파일로 변환하였으며, Binary형식으로 저장된 STL파일

은 STL 파일 오류 검토 및 수정 프로그램인 Materialise Magics와 

Netfabb를 활용하여 3D 모델의 오류를 검토하였다. 위의 소프트웨

어는 STL 파일을 검증하는 소프트웨어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거쳐 

3D 프린터 출력 전 STL파일 검증을 통해 출력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체크하여 3D 프린터 출력 실패에 따른 재료와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3.3 BIM 3D 모델 오류 검토 결과

수집한 데이터 218개의 오류 검토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전체 218개의 데이터 중 60%가 넘는 데이터가 3D 프린터로 

출력 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배수공의 경우 156개 

파일 중 53개 데이터만이 3D 프린터로 출력 가능하였고, 출력 

가능한 파일은 그림 5의 상단 좌측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구조물로 확인되었다. Fig. 5의 오른쪽과 같이 집수정, 배수관, 

배수관 날개벽 등 여러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 나머지 103개의 

데이터 파일의 경우 쉘이 중첩되고 이에 폴리곤이 서로 중첩되어 

STL 파일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옹벽공의 경우 수집데

이터 중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파일이 모두 3D 프린터로 출력 

가능하였다. 옹벽공은 대부분 하나의 쉘로 구성되어있어 폴리곤 

간의 중첩이 발생하지 않았다.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는 프리캐스트 

옹벽으로 구조물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 폴리곤이 서로 겹쳐진 

오류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터널공은 19개 파일 중 7개 파일이 출력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교량 구조물은 수집된 데이터 모두 출력 

시 오류가 발생하였다. Fig. 6의 상단과 같이 비교적 단순한 구조의 

갱문은 1개의 쉘로 구성되어 있어 출력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류가 발생한 갱문의 경우 쉘 및 폴리곤의 중첩, 면이 

뒤집혀진 경우 등 다양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는 면벽, 날개벽 

등 갱문의 여러 부위를 따로 모델링하였으며, 다웰바, 실란트, 도장

작업 등 3D 프린터 출력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함께 

작성되어 오류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다. 교량 구조물은 

수집된 28개 데이터 모두 출력 불가능한 파일로 검토되었다. 이는 

교량 구조물이 기초, 교대, 교각, 슬래브 등 다양한 부위가 각각의 

쉘로 존재하며, 쉘들 간의 중첩이 일어났다. 또한 Fig. 6의 하단과 

같이 폴리곤들이 뒤집혀져 있거나, 폴리곤의 꼭지점이 중첩되거나 

폴리곤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STL 파일의 다양한 오류가 발생하

였다. 발생된 오류는 소프트웨어 내의 자동오류수정 기능 등으로 

수정할 수 없을 양으로 3D 프린터 출력을 위해서 BIM 데이터의 

재 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Table 1. Summary of Error Analysis by Collected 3D Model

Available for 3D 

printing

Not available for 3D 

printing
Total

Drainage work 53 103 156

Retaining work 14 1 15

Tunneling work 12 7 19

Bridge work - 28 28

Total 218

Fig. 5. Results of Error Review (1) Fig. 6. Results of Error Review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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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BIM 3D 모델 오류 검토 결과 분석

수집한 218개의 BIM 3D 모델 오류 검토를 통해 오류 발생 

주요 원인을 Fig. 7과 같이 아래의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쉘이 중첩되는 경우

두 번째, 모델의 표면일부가 뒤집혀 있는 경우

세 번째, 폴리곤이 중첩되는 경우

네 번째, 폴리곤이 닫혀있지 않고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

다섯 번째, 모델의 두께가 0인 경우 

첫 번째의 경우는 쉘이 중첩되는 경우이다. 이때, 쉘은 내부 

외부를 구분하는 단일 객체를 의미한다. 2개 이상의 쉘이 존재 

하더라도 이들이 중첩되지 않을 경우 출력 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쉘이 중첩되었을 경우 해당 부분의 폴리곤을 3D 

프린터가 내부와 외부로 구분하지 못해 프린팅 시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BIM 모델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전 생애주

기에 걸쳐 물량산출, 4D시뮬레이션 등 다양하게 활용되기 위하여 

각 공정별 BIM 모델은 각각 작성되어 여러 개의 쉘로 구성되어진다. 

수집한 BIM 모델 중 옹벽, 터널 갱문 등과 같이 단일 쉘로 구성된 

모델은 쉘의 중첩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Fig. 8과 

같이 기초, 교대, 교각, 슬래브 등 다양한 부위로 구성되어있는 

교량 모델의 경우 쉘이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수 파악되었다. 그 

외에도 집수정, 배수관, 배수관 날개벽 등 여러 부위로 이루어져 

있는 배수공 또한 오류가 발생하였다.

두 번째는 모델의 표면일부가 뒤집혀 있는 경우이다. STL 파일을 

구성하고 있는 삼각형 꼭짓점의 방향이 반대인 경우 면이 뒤집어 

진 것으로 인식하여 3D 프린터 출력 오류가 발생한다. 모델러

(modeler)가 라인으로 작업 후 폴리로 바꾸거나, 라인을 그리는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닐 경우에도 면이 뒤집히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여러 쉘이 중첩됨에 따라 각 쉘의 면 방향이 뒤집혀져 오류가 

발생한다. 이는 보다 복잡한 모델을 작성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토목구조물은 단순한 형태의 경우가 많지만, 

최근 비정형 구조물 설계가 증가하고 있어 3D 프린터 출력 시 

면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에서 

분석한 BIM 모델 중 단일 쉘로 구성되어있고, 비교적 단순한 

형태인 옹벽공, 터널공의 경우 면이 뒤집혀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여러 쉘로 구성되어있는 구조물의 

경우 쉘이 중첩되어 면의 방향이 뒤집히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였다.

세 번째의 경우는 폴리곤이 중첩되는 경우로 각각의 면이 중첩되

는 경우이다. 2개 이상의 쉘이 존재할 경우 쉘은 중첩되지 않지만 

쉘을 구성하고 있는 폴리곤이 중첩되어 오류가 발생한다. 옹벽공은 

15개의 수집파일 중 14개의 파일이 하나의 쉘로 구성되어 있어 

폴리곤 간의 중첩이 발생하지 않았다.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는 

프리캐스트 옹벽으로 Fig. 9와 같이 구조물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델이다. 옹벽이 조립되는 면 모두 폴리곤 간의 중첩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량 구조물 등 다양한 부위가 각각의 

쉘로 존재하고, 이들의 폴리곤이 서로 중첩되어 있는 BIM 모델도 

3D 프린터 출력 오류가 발생하였다.

네 번째는 폴리곤이 닫혀있지 않고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이다. 

STL 파일을 구성하고 있는 삼각형은 인접한 삼각형과 두 개의 

꼭짓점이 연결되어 있어야한다. 하지만 이들이 정확히 연결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 구멍이 난 것으로 인지하여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오류는 4가지로 분류한 구조물의 특징에 

관계없이 발생하였다.

다섯 번째 경우는 모델의 두께를 0으로 인식하여 오류가 발생하Fig. 7. Causes of STL File Errors 

Fig. 8. Errors of STL File Fig. 9. Errors of STL File



3D 프린터 출력을 위한 토목구조물의 3D 모델링 구성 및 활용방안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1114

는 경우이다. 3D 모델의 면이 현저히 얇거나 3D 프린터의 노즐보다 

작을 때 오류가 발생한다. 이는 실제 3D 모델의 크기와 출력하고자 

하는 3D모델의 축척과도 관계가 있다. 수집된 모델 중 교량공의 

경우 케이블의 두께가 현저히 얇아짐에 따라 두께를 0으로 인식하여 

출력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5가지 출력 요인 외에도 여러 오류 원인들이 발견되었다. 

터널공의 경우 면벽, 날개벽, 등 갱문의 여러 부위를 따로 모델링하

여 쉘의 중첩이 발생함과 동시에 다웰바, 실란트, 도색작업 등 

3D 프린터 출력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라인으로 모델링과 

함께 작성되어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폴리곤의 꼭짓점 외에 라인에

서 발생한 꼭짓점으로 인하여 오류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STL파일로 변환된 모델은 한가지의 오류가 아닌 다양한 오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소프트웨어 내의 자동오류 수정기능으

로 수정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3D 프린터 

출력을 위해서 BIM 데이터의 재 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건설 프로젝트에서 

3D 프린터 활용을 고려한 BIM 데이터 제작 시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도출된 토목 구조물 

모델들의 STL 변환 오류 원인과 3D 프린터 특성을 참고하여 

3D 모델 제작 방안을 제시한다. 

4. 3D 프린터 출력을 위한 3D 모델 제작 방안

4.1 출력환경 조건 검토 프로세스 

초기 3D 모델 제작 시 사용자의 출력 목적에 따른 LOD (Level 

of Depth) 설정과, 3D 프린터의 제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출력 

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3D 프린터의 노즐 직경, 출력 가능 크기 

등에 따라 3D 모델의 출력 축척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출력오류요인 중 모델의 두께가 0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Fig. 10과 같이 구조물의 목업(Moke-up) 

제작과 같이 축소 모형을 제작할 경우는 3D 모델의 최소 두께와 

3D 프린터 노즐 직경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여 출력 축적을 설정해야 

한다. 3D 프린터가 출력할 수 있는 크기에 맞춰 모형을 축소 제작하

게 될 경우 기존 3D 모델의 두께가 0에 가까워져 3D 프린터의 

출력 시 제대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3D 프린터의 노즐 직경 사양을 고려하여 3D 모델의 출력 크기를 

설정 하여야 한다. 보통 3D 프린터의 노즐 직경은 0.2~1.0mm 

사이로 노즐 직경이 작을수록 정밀하게 출력할 수 있다. 사용자는 

3D 모델의 최소 두께와, 노즐의 직경을 고려하여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3D 출력물 크기가 3D 프린터의 출력 사양보다 클 경우 

이를 분할하여 출력할 수 있으나 토목 구조물은 크고 다양하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에 구조물을 3D 프린터 출력 가능크기

에 맞춰 임의대로 분할할 경우, 출력 후 조립 시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출력 목적에 맞게 3D 출력물의 정밀도와, 

노즐의 직경, 구조물의 최소 두께, 3D 프린터의 출력가능 크기를 

모두 고려하여 3D 모델을 작성해야 한다. 

4.2 3D 모델 작성 프로세스

3D 모델은 출력 조건 검토 프로세스를 거쳐 3D 프린터 출력 

목적, BIM 데이터의 LOD수준, 3D 프린터의 출력 사양, 축척 

등을 모두 정의한 후 작성되어진다. Fig. 11과 같이 먼저 3D 모델 

작성을 위해 모델링 Tool을 선택한다. 우선 BIM 설계 모델링 

Tool을 활용하여 3D 모델을 작성하며, 이 때, 도출된 3D 출력 

오류 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토목구조물의 특성상 BIM 모델은 단일 쉘보다 여러 쉘로 구성된 

모델이 더 많다. 따라서 STL 파일의 가장 많은 오류를 발생시키는 

원인인 폴리곤의 중첩 및 셀의 중첩을 주의하여 모델링을 진행해야 

한다. 3D 프린터 출력을 위해서는 각 쉘이 중첩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쉘이 중첩되지 않더라도 쉘 간 폴리곤이 중첩될 

수 있으므로, 단일 쉘로 모델을 구성하거나, 여러 부위를 단일 

쉘로 출력하여 조립해야 오류가 없는 출력물을 얻을 수 있다. 오류가 

Fig. 10. Review Process of Output Condition Fig. 11. Generating Process of 3D Model 



박상미ㆍ김현승ㆍ한선주ㆍ강인석

Vol.37 No.6 December 2017 1115

많이 발생한 교량공의 경우, 교각 교대, 상판, 교좌장치 등 각 

부위별로 BIM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출력해야 쉘의 중첩, 폴리곤의 

중첩을 방지하여 3D 프린터 출력 시 오류를 줄일 수 있다.

4.3 STL 파일 검토 및 3D 프린터 출력 프로세스

STL 파일을 검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3D 프린터로 

출력 시 예상치 못한 오류로 인해 출력에 실패할 수 있다. 혹은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3D 프린터 자체 정밀도에 따라 오류를 인식하

지 못하여 그대로 출력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STL 파일의 오류를 

검토하고 오류가 발견될 경우 이를 수정하거나 재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STL파일의 오류 검토 프로세스는 Fig. 12 좌측과 같다. 

STL 파일 오류 체크 수정프로그램을 통해 STL 파일의 오류를 

검토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자동적으로 체크하고 수정할 수 있다. 

자동수정 기능을 통해 오류를 수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수작업

으로 폴리곤이 뒤집힌 경우 등을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수정이 

불가할 정도의 많은 오류가 발생할 때에는 발생된 오류를 검토하여 

3D 모델을 재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STL 파일이 오류검토 

및 수정 프로그램을 통해 3D 프린터 출력 시 문제가 없는 파일로 

확인된 후, Fig. 12의 우측과 같이 3D 프린터 출력 프로세스를 

통해 3D 프린터 출력과정을 거치게 된다. 모델을 미분하듯이 얇게 

층을 나누기 위해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이러한 과정 중 3D 모델을 지지하는 지지대(서포트)의 비율, 

출력 속도, 노즐의 직경, 3D 프린터의 재료 및 색상정보 등과 

같은 출력 환경 옵션을 선택한다. 그 후 G-Code 파일을 생성하여 

컴퓨터와 연결된 3D 프린터의 내장 프로그램에 입력하거나, SD 

카드를 직접 3D 프린터에 삽입하여 해당 파일을 출력하게 된다. 

앞서 기술한 오류유형별 오류 방지를 위한 3D모델링 및 출력과

정의 개선방안은 Table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5. 3D 프린터 출력물 활용방안 제시

5.1 사례프로젝트 3D 프린터 출력

실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3D 프린터 출력물 활용 방안을 제시

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호남고속철도 OO교량을 실제로 출력하여 

3D 프린터 출력물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Fig. 13과 같이 3Ds 

Max를 이용하여 제작된 모델과 MS Project를 이용하여 공정표를 

활용하였으며, 3D 모델뿐만 아니라 실제 지형 모델이 포함되어 

있어 OO교량을 활용검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례 프로젝트의 경우, 현재 완공된 프로젝트로서 기존 3D모델

을 활용할 수 있었으나, 기존 시공사에서 제공받은 모델링은 3Ds 

Max를 사용한 서피스 모델로, STL파일형식으로 변환하고, 3D 

Fig. 12. Review Process of STL File and Output Process of 3D 
Printer

Table 2. Improvement of Modeling and Printing Process by Error 
Type of Output

Error type Improvement of modeling and printing process

Overlap of shell
Constructs the model with a single shell in multiple 

elements

Reversal of part of 

surface

Clarify shell orientation and configure the model 

in a single shell

Overlapping 

polygons

Multiple shell configurations should not overlap 

each side

Hole in Polygon
The triangles that make up the STL file have 

adjacent triangles and two vertices connected

Model thickness is 0
Set output accumulation considering minimum 

thickness of 3D model and 3D printer nozzle diameter

Fig. 13. 3D Modeling and Schedule Network

Fig. 14. Process of 3D Printing for Bridg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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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출력을 위한 오류검사 과정에서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에 연구에서는 제공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3Ds Max를 이용하

여 솔리드 모델로 재 모델링 작업을 수행하였다. 

Fig. 14는 출력하고자 하는 3D 객체의 선택 및 검토를 완료하고, 

실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서 

사례프로젝트인 OO교량의 일부 구역을 3D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를 위해서 출력될 객체를 선택한 후, 3D 프린터용 출력 파일 

형식인 STL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였다. STL파일 형식으로 변환된 

파일은 원활한 3D 프린터 출력을 위해 Netfabb를 이용하여 STL파

일에 대한 오류 검토 및 수정작업을 거친 결과, 솔리드 형태로 

재 모델링한 파일은 STL 파일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Cura를 활용하여 3D 프린터 출력 정보를 설정하여 재 모델링한 

OO교량을 출력하였다. 

5.2 4D기반 공정관리용 증강현실 객체 활용

최근 실제공사에 증강현실 객체의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토목시설물 현장이 방대하고 마커(Marker)부착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 현장에서 증강현실을 적용하는 것에 애로요인이 많이 발생한

다. 3D 프린터로 출력한 구조물은 현장 상황의 축소물이므로 마커

부착 등이 용이하여 증강현실 적용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고, BIM기

반 공정관리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정관리업무에서 증강현실 객체에 필요한 정보는 증강할 3D객

체, 해당 일정정보 및 특이사항 등의 기타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3D프린터 출력물을 증강현실객체로 활용하는 과정은 Fig. 15와 

같다. 우선 WBS코드, 공정 등의 탐색조건을 입력하여 3D객체를 

도출하고, 3D 뷰어창을 통해 객체의 형상과 기타 세부정보를 검토

한다. 3D객체 검토가 완료되면, 증강현실을 구현할 마커를 설정한

다. 마커 등록이 완료되고, 이와 연동될 3D객체 리스트를 추가하면 

이들 간의 이력정보가 생성되고, 이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된다. 

특히, 3D프린터 출력물에 대한 객체정보 및 후속공정에 대한 정보

를 증강현실로 구현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해당 객체를 개별적

으로 탐색하는 것 보다는 3D 프린터의 출력이력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력이력정보에는 출력된 객체 정보, 출력 목적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증강현실 객체를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3 구조물 목업 활용

일반적으로 건설프로젝트의 설계가 완성하면 현장의 조감도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조감도 작업은 보통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를 활용하여 모델링한 후, 현장의 이미지를 3D 렌더링을 통해 

제시하거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모형을 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목업(mockup)의 제작 방식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3D 프린터의 활용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이는 실제 목업을 제작하는 것에 비해 3D 프린터로 

목업을 제작할 경우, 작업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인 3D 프린터는 3D 모델만 있으면 단시간 

내에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업의 자동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목업의 자동화는 빈번한 설계변경이나 대안공법을 선정해야할 경

우, 즉시 해당 사항을 3D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서 사용자가 이해하

기 쉽도록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다.

3D설계가 보편화되는 단계라면 설계단계의 3D모델을 3D프린

터로 출력하여 기존 목업 구조물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기존 목업 

모형구조물 제작과정을 대폭 간소화하여 비용과 시간절감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5.4 건설 현장 조감도 활용

토목구조물의 결과물이나 프로젝트 현황을 미리 시각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조감도 제작에서도 3D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장의 지형을 그대로 반영하여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어 

실제 지형과 구조물의 형상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Fig. 16에서 

Fig. 15. AR Application Process of 3D Printer Output Fig. 16. Mock-Up Application of 3D Printer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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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은 동일한 철도시설 교량구조물을 3D 프린터로 출력한 모습이

다. 실제 지형을 그대로 적용하여 출력을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출력 프로세스에 따라 실제 3D 프린터 출력 가능 크기와 

출력 조건을 고려해 지형 및 교량 구조물을 모델링 한 후, 각각 

분할하여 출력하였다. 또한 채색과정을 통해 좀 더 사실감 있는 

조감도를 완성하였다. 실제 프로젝트는 운행 중인 고속도로 상부에 

교량을 가설하는 공사로 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시공이 

중요하였다. 실제 건설현장의 지형모습과 상황을 3D프린터로 재현

한 출력물은 현장 공사 관리자에게 현장 특수상황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고, 공사 홍보자료로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설 프로젝트 설계단계에서 발생되는 BIM 데이

터를 활용하여 3D 프린터로 토목 구조물을 출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원인을 검토하고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3D 프린터 출력을 위한 3D 모델링 방안을 제시하였다. 총 218개의 

수집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D객체의 오류 유형은 모델의 표면일부

가 뒤집혀 있는 경우, 쉘이 중첩되는 경우, 폴리곤이 중첩되는 

경우, 폴리곤이 닫혀있지 않고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 모델의 

두께가 0인 경우 등 총 5가지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이 중 쉘이 

중첩되는 경우와 폴리곤이 중첩되는 경우로 인한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실제 BIM 데이터

를 바탕으로 오류를 검토하였기 때문에 3D 프린터 출력을 고려한 

BIM 데이터 제작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연구에서는 

도출해 낸 오류를 바탕으로 출력 조건 검토 프로세스, 3D 모델 

작성 프로세스, STL 파일 검토 및 3D 프린터 출력 프로세스로 

나누어 토목 구조물의 3D 프린터 출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3D 모델링 제작 프로세스를 통해 토목구조물

의 3D 프린터 출력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실제 철도시설 교량구조물을 대상으로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토목구조물 BIM데이터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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