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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 명의 발 으로 소품종 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의 형태로 제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생산자의 무분별한 제고의 부담을 일 수 있는 형태로  사회가 발 할수록 바

어야 하는 생산성 부분의 문제 을 보완하려는 산업형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3D Printing 환경에서 살펴

보면 린 의 마지막 단계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가의 보 형 3D 

Pirnter 만이 아니라 완제품으로 출시되는 고가의 3D Printer 한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린 을 

하는 과정에서 불안요소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 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3D 

Printer의 안 성  제품 출력물에 한 품질 리 시스템에 한 제안을 연구에 기 하여 3D Printer 개인 

사용자를 타겟으로 하는 IoT 비콘 기반 3D Printer 원격 안 ·품질 리 시스템 설계를 제안한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can confirm the paradigm of manufacturing is changing from the mass 

production of small varieties to the form of small-scale production of many varieties. That is a form that can reduce 

the burden of indiscriminate raising of producers and a change in the industrial form that seeks to make up for the 

problems of the productivity portion that should change as modern society develops. Looking at the 3D printing 

environment, there are many problems in reaching the final stage of printing. The problem is not just the low-cost, 

low-end 3D Pirnter, but the high-priced 3D Printers released as finished products also show the same symptoms. This 

can cause anxiety factors in the printing process. Therefore, the research was conducted to compensate such problems. 

Based on the research, we propose the design of IoT beacon-based 3D Printer remote safety and quality control 

system targeting 3D Printer individual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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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3D Printer 기술특허가 최근 만료됨으로 인해 재

까지의 발  단계는 기에 머물러 있었고, 이러한 이

유로 3D Printer는 단순히 시제품 생산을 목 으로 

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분야에 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3D Printer의 원격 출력만 아니라 

출력 도  발생하는 오류 그림 1과 같이 불량의 출력

물이 출력되는 상황에 한 사 방지와 최 화된 출

력 환경의 구성  유지, 발생한 문제로 인해 낭비되

는 자원을 사용자의 원격 제어를 통해 감할 수 있

는 IoT 시스템의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a) Filament bad 
setting problem

(b) Nozzle and 
output interference 
phenomenon

그림 1. 3D 린터 출력 문제
Fig. 1 Problems on 3D printer output 

재 보 되어 사용하고 있는 3D Printer의 경우 

완제품보다 조립제품의 보 과 수요가 더 많은 상황

이며 제품 랜드도 다양하여 각각의 기기와 연결이 

어렵다.

그림 2. 3D Printer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Fig. 2 Fine dust generated by 3D printer

환경 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출

력 에 발생하는 미세먼지[1]이다. 그림 2의 이블

에 층층이 쌓인 미세먼지와 같이 입자가 작아 인체의 

호흡기를 타고 침투하게 되면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

가 있으며, DC-Fan에서 발생하는 소음  이상으로 

인해 정상 인 출력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3D Printer 

출력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요인을 리하고 

올바른 출력을 유도하기 해 Ⅱ장에서는 련 연구

를 Ⅲ장에서는 3D Printer 원격 안 ㆍ품질 리 시

스템에 한 설계를 Ⅳ장에서는 설계에 따른 구  방

안  기 효과에 한 결론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Ⅱ. 련연구

2.1 3D Printer의 기술특허

기술특허가 만료되어 오  소스화된 3D Printer 기

술의 우리나라 발  단계를 짚어보면 정부 핵심기술

에 3D Printer 기술을 채택하여 국가 인 기술 투자

와 발 을 모색하고 있다[2]. 오래  기술특허가 만료

되었으나 2014년이 되어서야 몇몇 기업에서 연구, 개

발에 착수하 으나 평균 으로 독보 인 기술개발이 

아닌 모방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3] 최근 Smart 

Factory[4]의 연구개발 부분에서 기술에 심과 필요

성이 강조되면서 발 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의 이유로는 3D Printer가 제품 설계  제작뿐

만 아니라 건설과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에 용이 가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2 오 소스 3D Printer 원격 리

IoT 원격 리란  사회에서 추구하는 사물  

기기와의 온/오 라인 연결을 통해 편리하게 리와 

제어를 가능  하는 기술[5]이다.

재 3D 린터 리 디바이스로 웨 이 표 인

데, 웨 은 기기와 USB를 직  연결하여 리하는 

재 유일한 외부 연결형 원격 출력[6] 디바이스로 통

신 모듈 기반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문제 발생 시 연

결이 불가하고 기기의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7]

에 하여 심을 두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시간 상 송 기술[8]과 온도 & 미세먼지 모듈 

등의 도입  용을 통해 3D Printer 출력 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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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문제 을 보완하고 인터넷과 앱으로의 연

결을 통해[9] 3D Printing 제조 생산의 장벽을 낮추고 

불필요한 재료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하여 생산성

과 노동성에 정 인 효과를 가져다  것이다[10].

Ⅲ. 안 ·품질 리 시스템 설계

‘IoT 비콘 기반 개인 3D Printer 원격 안 ·품질 

리 시스템’은 기기의 단 에 한 보완과 업그 이

드  효율 인 리, 높은 품질의 출력물을 생산하기 

한 시스템으로 그 구성은 그림3과 같다.

그림 3. 시스템 구성 카메라를 통한 실시간 출력 상태 
검  명령 실행 제어 IoT 리 시스템

Fig. 3 Real-time output status check and command 
execution control IoT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system configuration camera

시스템은 라즈베리 이, 아두이노, WiFi  유선통

신, Beacon, DC-Fan, 온도 & 미세먼지 센서, 원 릴

이 스 치, 웹캠, Led 조명 등으로 구성되며 이는 

로세서  통신 모듈을 통해 모바일과 연결되어 

재 리자의 치에서 3D Printer의 출력환경을 실시

간으로 리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한편, 

시스템에 한 원격 제어 리는 정당한 사용자만 

속 가능해야 하는 보안 문제가 상되는데, 이를 해 

근에 따른 고유 식별 코드를 부여하고 사용자가 외

부에서 연결할 경우 해당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

으로 보안의 취약 을 보완하여 설계하 다.

3.1 안 ㆍ품질 리 IoT 디바이스 설계

‘IoT 비콘 기반 개인 3D Printer 원격 안 ·품질 

리 시스템 설계’의 설계는 두 분류로 나  수 있는

데 심에는 앙 리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으며 센

서 모듈들을 리하는 보조 센서 리 시스템으로 나

뉜다.

그림 4. IoT 3D 린터 리 시스템 장치 구성 
다이어그램

Fig. 4 IoT 3D printer management system device 
configuration diagram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스템의 구

성 설계이다. 앙 리 시스템은 모바일로부터 원격

으로 송받은 모델링 일을 Convert 로그램을 통

해 G-Code를 생성  출력 실행한다. 실행 후에 

Web Cam을 통해 리하며 출력물에 한 리  

상태 검이 가능하고 보조 리 시스템에 용된 센

서 모듈을 이용해 시스템 변화 이벤트에 응하는 자

동명령을 생성하여 시스템에 한 최 의 환경을 유

지하기 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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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앙 리 시스템 설계

3D Printer에서 출력 명령을 실행하기 해서는 

G-Code로 변환하기 한 데몬 로그램이 필요하며, 

보조 센서 리 시스템 한 리 제어해야 하므로 

리용 메인 시스템이 필요하여 앙 리 시스템으

로 IoT 기반의 라즈베리 이를 용하고자 한다.

그림 5. 앙 리 장치
Fig. 5 Center managed device  

그림 5는 앙 리 시스템 구성의 설계 상도이

다. 앙 리 시스템은 변환 로그램(CURA)을 통

해 외부 출력 실행 값을 3D Printer에 제어 명령 신

호로 송한다. 그리고 보조 리 시스템에서 송되

는 원 on/off 상태와 측정값 등은 통신 모듈을 통해 

외부로 송신되고 제어 실행 명령 한 통신 모듈을 

통해 수신되어 이를 로세서가 해석  실행하며 디

스 이에도 표시하여 기기를 직  리하는 상황에

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착된 웹캠을 통해 실

시간으로 기기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오류 발생에 

한 외부 입력 이벤트 수행 한 가능하다.

3.4 보조센서 리 시스템 설계

그림6은 보조센서 리 시스템의 구성으로 3D 

Printer의 기 력  과 압에 의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한 원 릴 이 스 치, 통신을 한 

Beacon 모듈, 3D Printer의 환경 감지를 한 온도센

서, 미세먼지센서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6. 센서 리 하  시스템
Fig. 6 Sensor management subsystem

출력환경에 한 설정값의 경우 평균 으로 배드 

온도를 70℃ 정도로 설정하며 주  온도가 10℃ 이하

의 환경일 경우 정상 출력이 불가했다. 모듈은 설정값

과 다른 측정값에 자동명령 생성 후 DC-Fan을 이용

하여 설정 환경에 맞추는 작업이 진행된다.

3.5 동작 리용 애 리 이션 설계

본 연구에서 설계한 3D Printer 안 ㆍ품질 리 

시스템은 원격 출력기술  출력  발생하는 문제를 

사  조치하여 최 의 출력 환경을 만들기 함이다. 

이를 해, 사용자는 WiFi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디바이스와 애 리 이션(이하 앱)이 필요하다.

 

그림 7. 리 애 리 이션 설계
Fig. 7 Design of management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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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애 리 이션을 통환 리 제어 구성 알

고리즘에 한 상 설계이다. 제어를 한 앱은 원 

릴 이 스 치, 출력 명령 송, 3D Printer 리 제

어, 기기 환경 상태 확인, 온도 측정, 출력 시 발생하

는 미세먼지 측정값을 데이터로 나타내는 것으로 사

용자 인터페이스가 구성된다.

‘ 앙 리 시스템’은 WiFi / LAN을 이용하여 시

스템과 리자 측 디바이스 간 연결한다. 즉, 사용자

가 시스템에 연결된 공유기에 속하는데 고유 식별 

코드  특정 Port를 이용하여 공유기에 속 후 시

스템에 근할 수 있다.

‘자동 조  센서 데이터’는 센서 모듈을 통해 측정

값을 실시간으로 ‘ 앙 리 시스템’에 송하여 설정

값을 이탈하 을 경우 자동으로 설정값에 맞추기 

해 동작 제어 명령을 생성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시스템 리에 필요한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며 설정값 조 과 데이터 송 등 사용

자 입력에 한 이벤트를 처리하고 시스템에 연결된 

모듈과 기기에 오류 발생 시 각각의 시스템 오류 메

시지를 사용자에게 송한다.

3.6 안 리 시스템 제어 명령

사용자가 앱을 통해 시스템을 제어하는 명령은 크

게 두 가지로, 사용자의 명령 송 시 즉시 제어가 발

생하는 ‘User Control’과 시스템 자동 리를 해 설

정값과 다를 경우 자동 실행하는 ‘Auto Control’로 나

뉜다. 이 두 분류의 명령 제어 코드가 생성되는 과정

은 그림 8과 같으며 이는 사용자 명령을 생성(a)하는 

과정을 표 한 것이다. 우선 사용자로부터 식별 코드 

정보를 입력받아 고유 식별 정보와 시스템 리 디바

이스 정보를 등록한다. 정보는 사용자가 설정한 설정

값 는 이 에 설정한 값으로 앙 시스템 리 디바

이스와의 통신을 통해 환경 정보를 송ㆍ수신하여 디

스 이에 출력하며, 명령 제어 인터페이스를 정보와 

같이 출력해 다. 이후, 사용자의 조작 이벤트가 발

생하면 기기를 제어하기 한 명령을 생성 후 앙 

리 시스템에 송한다.

시스템 자동 명령(b) 생성 과정은 사용자 모바일에 

설치된 앱이 앙 리 시스템으로부터 센서별 측정

값과 설정된 값에 한 데이터를 수신하여 명령 실행 

환경 값이 일치하는지 단한다. 측정 환경과 데이터

값이 일치한 경우 명령 실행을 한 S/W 구동 자동

명령을 내리고 다를 경우 설정값에 맞추기 한 자동

명령을 생성하게 된다.

그림 8. 리 시스템 제어 명령
Fig. 8 Management system control command

Ⅳ. 결  론

본 연구는 생산 공정 기기에 한 안 ·품질 리

를 목 을 기 하여 PLA/ABS가 가지는 재질의 한계

인 주  환경 온도에 따른 수축 문제에 한 고찰

과 3D Printer의 원격 출력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안

정한 출력 상황을 좀 더 안정화하기 해 IoT 비콘 

기반의 개인 3D Printer 원격 안 ·품질 리 시스템

에 하여 설계 제안하 다.

이를 통해 장시간 운용이 필요한 3D Printer 작업 

시에 리자가 지속해서 출력 작업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력오류  화재, 

불량 등에 하여 리자의 치 등과 상 없이 실시

간으로 출력환경을 제어하거나 자동으로 제어하여 최

상의 품질을 출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향후 IoT 비콘 기반 3D Printer 안 ·품질 리 시

스템 구 을 통해 출력물의 상태  미치는 효과를 

비교해보고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환경개선에 용할 

수 있는 확장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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