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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D 린 기술에 있어서, 각각의 기술들은 고품질의 출력물을 얻기 해서는 최 화해야 할 다양한 인자들을 가지

고 있다.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방식의 3D 린터 한 최 화해야 할 다수의 인자들이 있다. 그 에서도 노즐

온도와 노즐 이송 속도는가장 기본이 되는 인자라고 할 수 있다. 안정 인 출력이 가능한 두 인자의 조합을 찾는 것은 FDM

장비를 이용한 출력에 있어서 가장 먼 선행되어야 할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두 인자 조합에 따라 단일 라인 출력

을 수행하 고, 얻어진 출력 결과물을 평가를 통하여 안정 인 출력이 가능한 범 를 선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 다.

제시한 방법을 통하여 평가한 안정 조건 범 들을 동일 범 조건 아래에서 다층 단일 라인 출력을 통하여 검증하 다.

그 결과, 단일 라인과 다층 단일 라인 출력이 동일한 안정 범 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단일 라인 평가법을 다층 출력의 안정성을 그 로 반 할 수 있음을 보여 다. 이상의 결과들로 볼 때, 제안한 방법

은 간단한 실험과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손쉽게수행 될 수 있다는 과 공정 변수들의 최 화를 한 기본 데이터를 제공한

다는 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주제어 : 층 제조 기술, 압출 층 기술, 공정 변수, 공정 도우

Abstract  In 3D printing technologies, many parameters should be optimized for obtaining a part with higher quality.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printer has also diverse parameters to be optimized. Among them, it can be said 

that nozzle temperature and moving speed of nozzle are fundamental parameters. Thus, it should be preceded to 

know the optimal combination of the two parameters in the use of FDM 3D printer. In this paper, a new method 

is proposed to estimate the range of the stable combinations of the two parameters, based on the single line quality. 

The proposed method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results between single line printing and multi-layered single 

line printing. Based on the comparison, it can be said that the proposed method is very meaningful in that it has 

a simple test approach and can be easily implemented. In addition, it is very helpful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optimization of process parameters. 

Key Words : Additive manufacturing, Fused deposition modeling, Process parameters, Process window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Grant 2018R1D1A1B07048284)

*Corresponding Author : Il-Hyuk, Ahn (ahnih@tu.ac.kr)

Received June 12,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Revised   August 2, 2018

Published August 28, 2018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8, pp. 171-177, 2018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8.9.8.171



한 합학 논문지 제9  제8172

1. 서론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방식의 3D 린

기술은 긴 선형태의 필라멘트를 높은 온도의 노즐

(Nozzle tip)을 통과 시켜서 용융 시키고, 용융된 필라멘

트를 서로 일정한 형태로 붙임으로써 3D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기술이다 [1-3]. 이 방식은 최근 련 특허가 만료

되었으면, 린터 개발 련 많은 기술들이 오 소스로

공개되어 있다. 공개된 오 소스를 기반으로 하여 많은

제조사들이 장비를 앞 다투어 개발함으로써, 장비의 가

격이하락이가장크게일어나고있는기술이기도하다[4,5].

FDM 공정에 있어서 기본 소재인 필라멘트는노즐

을 지나면서 용융이 되고, 노즐로부터 토출이 되어서 기

존의 구조물에 층되고 냉각되어 고화가 된다. 이러한

과정 동안 필라멘트의 상 (phase)은 고상에서부터 액상

다시 고상으로 상 변태를 하게 된다. 그런 상 변태가 안

정 으로 일어나기 해서는 일정한 양의열이 필라멘트

에 꾸 하게 공 되어야 한다. 이는 노즐 에 설치된 히

터를 통해서 공 되며, 온도 센서를 통하여 그 온도는 일

정하게 제어된다 [6,7]. 일정하게 제어된 온도에 의해서

필라멘트는 일정한 양이 용융이 되고, 용융된 필라멘트

는 치 제어 기구에 의해서 일정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노즐 밖으로 토출되어 고화 된다. 이때, 노즐 으로부터

토출된 필라멘트는 노즐 의 이동 속도에 맞추어서

층 된다. FDM 기술에 있어서 다양한 공정 변수 에 이

동 속도에 한 변수가 많은 것은 속도에 맞는 하게

필라멘트가 토출되어야 최고의 출력 품질을 얻을 수 있

기 때문이다. 한, 그러한노즐이동 속도는출력생산성

과도 한 계가 있다[8,9].

따라서안정 인 출력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노즐 이

동 속도 (Moving speed, mm/s)와 안정 으로 용융된 필

라멘트를 확보하기 한 노즐 의 온도 (Temperature,

℃) 범 를 악하는 것은 가장 기본 이면서도 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0-13]. 이는 속 3D 린 기술

에 하나인 SLM (Selective laser melting)에서는 이

출력 (lawer power, W)와 조사 속도(Scan speed,

mm/s)로 구성되어 있는 공정 도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4, 15].

본 논문에서는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FDM 방식의

린터를 활용하여, 노즐 온도와 이동 속도에 따른 출력

품질을 평가하여 공정 도우를 수립하는실험 방법을

제시하고자한다. 실제 3D 형상 출력과 유사한출력실험

Fig. 1. Shape of a specimen and generated paths 

for the specimen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된 방법에 한 유효성을 검증하

다.

2. 실험 및 측정

2.1 실험 치

본 연구에는 오 소스 기반의 범용 FDM 장비

(LUGO-M, www.formersfarm.kr)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 하 으면, 국내에서 제조된 PLA (Polylactic acid)

소재 필라멘트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사용된 FDM

린터는 크게 토출된 필라멘트가 층되는 작업

(Working bed), 노즐 노즐의상 운동을 만들어 내는

치 제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업 은 토출된

필라멘트의 안정 인 안착 후 수축에 의한 품질 하

를 방지하기 하여 가열 이 하단에 부착되어 있으면,

온도 센서를 통하여 일정하게 온도가 제어된다. 본 연구

에서는 작업 의 온도는 범용 장비들에서 가장 리 사

용되고 있는 온도인 65℃로 고정하여 사용하 다. 치

제어 시스템은 스템 모터와 벨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오 소스 기반의 제어 보드를통하여 노즐의 이

동 속도 치를제어하 다. 3D 형상을출력하기 한

슬라이싱 경로 생성을 해서 Raised3D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ideaMaker를 이용하 다.

2.2 실험 방법 및 측정

본 실험에 사용된 FDM 장비는 노즐과 작업 사이

의 수평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오토

벨링 기능이 없는 장비로써, 모든 실험에서는 Raft라고

하는 기본 구조물을출력을 하고, 그 에 Fig. 1 에

서 보이는 것과 같이 본 논문에서 제안한 형태의 구조물

이 출력되도록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구물은 50

mm × 10 mm × 2 mm 얇은 상 구조 에 50 mm ×

0.08 mm × 0.08 mm 가는 직각 사각형이 놓여 있는 형태

이다. 가는 직각 사각형은 하단의 상 에 단일 라인



FDM 3D 프린터 최적 공정 변수 선정  한 공정 도우 평가법 173

Table 1. Process parameters conditions

Parameter Unit conditions

Nozzle temperature ℃ 190∼240

Moving speed mm/s 20∼180

Table 2. Single line images at 210℃ nozzle 

temperature with different speeds (mm/s)

Temperature 20 40 60

210℃

80 100 120

140 160 180

(Single line) 경로를 생성하기 한 것으로, ideaMaker에

서는 이 라인을 외벽으로 인식하 다. 따라서, 단일 라인

출력을 한 속도 제어는 외벽 속도 변수를 변경하여 진

행하 다. 공정 도우를 만들기 한 속도의 범 는 제

조사 제시하여 제어 가능 속도 범 (<200mm/s) 보다

낮은 범 안에서 선정하 으면, 노즐은 온도 범 는 범

용 FDM 린터에서 PLA 출력을 해서 일반 으로 가

장 리 사용되는 범 를 포함하도록 선정하 다. 최종

인 조건 상세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출력된 단일 라인의 폭은 USB 타입의 Dino-Lite 학

미경을통하여개별시편마다총6개지 을측정하 다.

3. 결과

3.1 실험 결과

3.1.1 단  라  출력

Fig. 1에서 제시된 형상을 Table 1에서 제시된 조건으

로 하여 출력 실험을 수행하 다. Table 2는 210 ℃온도

조건에서 이송 속도에 따른 단일 라인의 결과를 보여 주

고 있다. 일정 온도(210℃)에서 노즐의 이송 속도가 증가

함에 따라서 몇 가지 상이 발생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하나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일 라인의 폭이 감

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노즐 이송 속도가 증가함

Fig. 2. Fluctuated width in the single line with 190℃ 

and 120 mm/s

에 따라서 노즐에서 용융되어야 할 필라멘트의 양도 증

가해야하는데, 일정 온도 하에서 단 시간당 용융 시킬

수 있는 필라멘트의 양이 제한 이기 때문에 생기는

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폭이 변화도 커짐을 확인 할 수 있다. 가장 빠른

속도인 180 mm/s 인 경우는 가장 폭이 작을 뿐만 아니

라, 일정한 주기로 폭의 변화가 생김을 알 수 가 있다.

이를 이해하기 해서는 고상의 필라멘트가 용융 필

라멘트를 토출시키기 해서 면서 발생하게 되는 압축

하 에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상의 필라멘트가

용융된 필라멘트를 면서 압축 하 의 받게 되면, 그러

한 압축하 이한계 압축 하 에 이르게 되면고상필라

멘트에서 버클링 (Buckling) 상이 발생하다고 보고하

다 [16,17]. 그러한, 버클링 상이 발생하게 되는 한계

압축 하 은 식(1)과 같은 제안되었는데[18],

 





(1)

여기에서, 는 필라멘트의 탄성 계수, 는 필라멘트 지

름, 는압출기(Extruder)에서노즐상단까지의거리이다.

식(1)은 한계 압축 하 은 가 길어지게 되면

격하게 낮아지는 것을 볼수 있다. 보우덴 방식을사용하

는 본 실험용 장비에서는 한계 압축 하 은 상당히 낮아

졌을 것으로 상해 볼 수 있다.

빠른 이송 속도로 용융 필라멘트를 토출하게 되면, 노

즐 내 용융 필라멘트의 양은 어지게 되고, 토출이 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된다. 이는 고상 필라멘트에 압축하 을

증가 시키게 되며, 낮아진 한계 압축 하 에 도착하게 된

다. 증가된 압축 하 은 고상 필라멘트 내에 탄성에 지

로 장이 되고, 노즐이 토출을 한 최소 용융 필라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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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Variation of  values at 210 ℃

양 만큼을 녹이게되면, 필라멘트 내에 장되어 있던 탄

성에 지로 인하여 기존보다 빠르게 용융필라멘트는 토

출되게 된다. 이러한 상이 주기 으로 반복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단일 라인의 폭의 변화도 크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노즐 온도 190 ℃에서는 120 mm/s 이송 속도에

서 Fig. 2와 같이 큰 폭 변화 상이 측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상은 노즐 온도에 따라서 다른 속도에서 나타

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측정된 결과는 필라멘트를 공 하는 시스템

과 노즐 내 필라멘트의 용융 상태의 안정성에 따라서 그

폭 변화가 달라짐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즉, 안정

단일 라인을 한 안정 노즐 온도와 이송 속도 조건을

단하기 하여 단일 라인의 폭 변화를 평가 지표로 이

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러한 단일 라인의 폭 변화를 평가지표로 이

용하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식(2)에서 보이는 것과 같

은 식을 이용하 다.

Fig. 2에서 보이는것과 같이, 최 폭 (max)과최소

폭(min)은 측정이 가능하면, 안정성의 평가 지표로써

두 폭사이의비율 ()을 사용하 다.  는 다

음과 같이 식(2)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max

max min
(2)

여기에서, max는 측정된 최 폭, min 는 최소폭을

의미하며,  는 폭의 변화량을 의미하며 평가지료

를 의미한다.

Fig. 3은 210 ℃에서 측정된  값들을 보여주고

있다. Fig. 3에서 보면  값은 일정 속도 이상에서

갑자기 크게 증가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속도

Fig. 4. Stable process window from experiments

가 빨라짐에따라서 max 와 min 은동시에감소하지

만, min 의감소가더크기때문에나타난다. 본연구에

서는 단일 라인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한  의 임

계값으로 0.25를 선정하 다. 이는 max 와 min 사이

의 차이가 측정 오차를 포함하여 가시 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값으로 단되었기 때문이다.

3.1.2 공정 도우

실험 조건에 따라서 제작된 시편들을 3.1.1 장에서 제

안한 방법을 통하여 개별 조건들에 따른 단일 라인의 안

정성을 평가하여 보았으면, 그 결과는 Fig. 4에 나타내었

다.

앞 장에서언 한 것과 같이 낮은 노즐 온도에서는안

정 단일 라인 형성을 한 이송 속도는 낮은 속도에서

만 가능하면, 노즐 온도가 증가할수록 그안정 속도 범

가 증가됨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증가도 일정

한계 속도 이상으로 범 가 넓어지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상은용융 필라멘트양의 증가에 따른 용

융 필라멘트와 노즐 내부 면 사이의 마찰력에 의한 압력

강하 증가로 설명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된다. 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서 용융 필라멘트의 양도 증가하게 되고, 증

가된 양에 비례해서 노즐 내부 면과 용융 필라멘트의 사

이의 마찰력도 증가하게된다. 즉, 토출을 한압축하

을 크게증가시키고, 한계 압축 하 에 도달하여, 버클링

상을나타날 수있다. 그로인하여, 용융필라멘트의큰

폭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19].

3.1.3 다층 출력 평가

이상의 장에서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보유한 범용

FDM 린터에서 안정 출력이 가능한 공정 조건 (노

즐 온도와 이송 속도)에 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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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ill pattern for multi-layered single line tests

Fig. 6. Results from multi-layered single line tests 

at 210 ℃ with (a) 40 mm/s, (b) 80 mm/s, (c) 

120 mm/s and (d) 160 mm/s, respectively.

법을 통하여 평가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험

방법은 온도에 따른 단일 라인을 속도를 변화를 주면서

출력하여 그출력된단일 라인의 폭변화와폭 변화의 주

기성을 평가하여 공정 조건의 안정성을 평가하 다.

하지만, 실체 3D 린 은 그러한 단일 라인이 좌우

상하로겹쳐져서 3D 형태를만들어나가게 된다. 따라

서 단일 라인의 평가가 과연 겹쳐진 출력 상태에서도 출

력 안정성을 표할수 있는지를 알아 볼필요가있을 것

이다. 이를 해서 본 연구에서는 30 mm × 30 mm × 30

mm 정육면체를내부 도 10%로 하여출력하여 보았다.

실험 출력을 하여 생성된 내부 경로는 Fig. 5에서 보이

는 것과 같이 내부 채움은 체크 박스 형태로 하 으면,

체크 박스의 개별 라인들은 단일 라인이 상하로 겹쳐지

도록 하 다. 시편은 조건 별로 내부채움을 확인하기

하여 간에출력을 단 시켜 단층단일라인 출력을 평

가하 다. 제작에활용된 조건은 210℃노즐 온도조건에

서 속도에 따른다층 출력 품질을 조사하 다.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냈었다.

Fi.g. 6에서 공정 조건에 따른 내부 채움 라인의 상태

를 보면, Fig. 4에서보여 안정성이 그 로반 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즉, 단일 라인 평가를 통하여 얻어진 결

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층으로 확 를 하여도 라인들이

안정 으로 형성 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2 논

본 연구에는 노즐 온도와 노즐 이송 속도에 따른 단

일 라인의 안정 형성을 단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오

소스 기반으로 한 FDM 방식의 린터의 안정 공정

도우을 평가하 다. 한, 단일 공정의 안정 공정

도우가 다층 공정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보 다. 간단

한 몇 가지 조건 실험과 학 미경을 통한 측정만으로

안정 공정 조건을 알아 낼 수있다는 에서제안한방

법이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여 히 몇 가지 문제 도 있다. 그 에서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안정성 평가를 한

 의 임계값을 설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

임계값으로 0.25를 사용하 지만, 이 임계값에는 측정 오

차에 변화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즉, 보다정확한 측정장

비를 사용할 경우, 이 값은 좀 더 작은 값으로 설정될 수

도 있다. 하지만, 단일폭이 정 측정으로하여도 임계값

의 크기는 0.2∼0.25 수 에서 보통의 오 소스 기반

FDM 린터에서는 결정이 될 것으로 상된다.

다른 문제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본 연구는 단인

라인의 측정을 윗면(top view) 에서만 측정했다는 것이

다. 사실, 안정 단일 라인의 평가하기 해서는 윗면

(top view)과단면(sectional view) 결과를 동시에평가해

야만 한다. 윗면 측정은 상 으로 측정이 쉽다는 장

이 있지만, 단면의 안정성의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반면

에 단면 측정은 단면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는 있지만, 별

도의 후처리 공정이 필요하다는 단 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단면의 안정성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지만

윗면 측정을 선택한 것은 새로운 장비나 새로운 소재에

한 빠른 안정 역의 정이 요하다고 단했기

때문이다. 한, 단층 단일 라인 출력 실험의 통하여간

으로 윗면 측정만으로도 충분히 단면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음을 보 다.

이는 본 연구에서제안한 공정 도우(범 ) 평가법의

개발을 평가의 효율성에 집 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

다. 이는 향후 다른 연구에서도 계속 으로 수행될 것이

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을 계선해

나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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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논문에서는 FDM 린터의 안정 역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 방법은 간단한 단일 라인

출력 실험을 기반으로 하며, 측정된 결과는단일 라

인의 폭 변화를 기 으로 공정 조건의 안정성을 평

가할 수 있었음.

2. 단일 라인의 폭 변화를 기반으로 안정 공정 도

우를 평가해 본 결과, 노즐 온도가 높아질수록 안정

인 속도의 범 가일정 증가한다. 하지만 일정 속

도 이상에서는 노즐 온도에 상 없이 불안정한 출

력이 이루어 짐.

3. 단일 라인 출력의 평가 결과를 다층 라인 출력을

수행한 결과를 비교하여 본 결과 두 조건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이는

단일라인 평가를 통하여 3D 형상출력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 .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 방법은

오 소스 기반의 FDM 린터의 공정 도우를 평가를

간단한 방법을 통하여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

다. 하지만, 여 히 정확한 범 를 선정하기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로 하다. 한, 구하여진 공정 도

우를 기반으로 하여 형상에 따른 최 조건을 선정하는

방법에 한 연구도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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