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2권 제2호(2015. 10)

3D 린  지원을 한 SketchUp 개선 연구

양진모*, 이동구**, 김성기**

*선문 학교 컴퓨터공학과, **3D창의융합학과, **기계ICT융합공학부

e-mail: yjnmo@naver.com
*
,
 
{reebok2090, skkim}@sunmoon.ac.kr

**

A Study on Improvement of SketchUp for 3D printing 

support

Jin-Mo Yang
*
, Dong-Gu Lee

**
, Seong-Ki Kim

**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Dept. of Creative 3D Technology,

**
School of Mechanical and ICT Convergence Engineering, Sun Moon University

요       약
 3D 린  기술의 발 을 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3D 린  기술을 경험해보는 것 요하다. 그러

려면 3D 린터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소 트웨어가 필요하다. 시 에는 여러 가지의 3D 모델 도구

가 보 되고 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입문자가 문 지식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3D 모델링 도구

는 없었다. 쉽다고 알려진 3D 모델링 도구인 SketchUp에서도 입문자가 사용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는 3D 린  입문자용 소 트웨어를 개발하 다.

1. 서론

   2009년 3D Systems사의 3D 린  련 기술의 특허

가 만료되면서  세계 으로 3D 린 에 한 이목이 

집 되었다. 미국의 경우 3D 린  기술이 2010년도부터 

이미 트랜드 기술로 자리 잡고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보다 늦은 3년 뒤인 2013년부터 정부

의 3D 린  시장에 한 지원을 시작하 다. 앞으로 미

래 산업을 하여 우리나라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3D 

린 을 경험해보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되며, 그에 따

라 3D 린터의 보 과 3D 모델링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

러나 재 보 되고 있는 3ds Max, Maya, Catia 등의 기

존 3D 모델링 도구의 경우 입문자가 다루기에는 많은 학

습 시간이 필요하고, 쉽다고 알려진 SketchUp의 경우에도 

입문자가 SketchUp의 로세스를 보고 바로 이해하고 모

델링 하기는 힘들다. 3D 린터 출력이 가능한 일 포맷

으로 변환해주는 기능도 기본 으로 제공해 주지 않기 때

문에 3D 모델링에 한 지식 없이는 3D 린 을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3D 모델링에 한 순차  설

계 로세스를 제공하고, 3D 린 이 가능한 STL 일 

포맷으로 변환하는 기능까지 제공함으로써 3D 모델링에 

한 문 지식이 없는 입문자도 순서 로 하나씩 하다보

면 린 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 트웨어를 개발하 다.

2. 소 트웨어의 흐름도

   그림 1은 개발한 3D 모델링 도구를 사용하여 3D 린

까지의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  3D 모델을 직  

제작하거나 불러온다. 이를 STL 일로 변환한 후, STL 

일을 3D 린터에 해당하는 소 트웨어에서 불러와서 

린 을 한다.

(그림 1) 소 트웨어의 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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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램의 구성

  3.1 로그램의 구성도

   .NET Framework 4.5를 기반으로 XNA Game Studio 

4.0으로 로그램을 개발하 다.

   로그램의 모듈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2) Architecture of program

  3.2 Object 모듈

   3D 모델의 크기조 , 각도변화(그림 3), 충돌 정(그림 

4)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모듈.

   스크롤바나 숫자입력을 통해 크기와 각도를 조 한다. 

마우스로 회  시 회 을 원하는 축을 선택해서 회 할 

수 있다.

  

(그림 3) 3D 모델의 크기조  후 각도변화 모습

   모델 이동  다른 모델과 어느 정도 인 하게 되면 

보조선이 표시되고 더욱 근 하게 이동하면 모델의 치

를 보조선과 일치하도록 보정하여 인 한 모델과 같은 축

에 배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델끼리 충돌이 일어나면 두 개의 추가 보조선으로 

충돌여부를 알려 다.

 

(그림 4) 두 3D 모델의 충돌  모습과 충돌 후 모습

  3.3 Control 모듈

   3D 모델을 선택, 이동, 배치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모

듈로 선택한 모델을 복사하는 기능과 모델 이동시 모델의 

높이를 고정하고 이동하는 기능, 여러 모델을 하나로 묶는 

그룹기능과 그룹을 해제하여 다시 개별 모델로 나 어주

는 기능 등이 있다.(그림 5)

 

(그림 5) 3D 모델을 선택, 이동, 배치한 모습

  3.4 Transform 모듈

   3D 모델 일을 불러오고(그림 6), STL 일 포맷으

로 변환(그림 7)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모듈. 

(그림 6) FBX 일을 불러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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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STL 일로 변환 과 후 모습

  3.5 Content 모듈

   3D 모델을 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고(그림 8), 기본 

리셋등의 정보를 가진 모듈.

   제작한 3D 모델을 장하게 되면 UserContent탭에 항

목이 추가된다. 추가된 항목을 클릭하면 Project 화면에 

미리보기가 가능하다. 항목의 이름 수정도 바로 가능하다.

(그림 8) 장한 3D 모델의 목록과 선택한 3D 모델이 

미리보기 된 모습

  3.6 Camera 모듈

   화면상의 시 변경을 담당하는 모듈.(그림 9) 자를 

표시하는 기능도 있다.

  

(그림 9) 시 을 변경한 모습

4. SketchUp과의 비교

4.1 설계 방식

   SketchUp의 경우 모델링 방법이 펜으로 물건을 그려

내는 방식이어서 곡선을 표 하는 것은 정교한 작품을 만

들어낼 수는 있지만 간단한 것을 만들기에 편하지만은 않

다. 를 들어 단순히 정육면체를 만들어보면(그림 10, 11)

 

(그림 10) SketchUp으로 정육면체를 그려내는 모습

 

(그림 11) 개발한 로그램으로 정육면체를 그려내는 모습

정육면체를 만들 때의 마우스 클릭 횟수를 비교하면

SketchUp
개발한 

로그램

생성 14 ~ 16회 2회

개수 차이가 상당하다.

정육면체를 이동할 때의 마우스 클릭 횟수를 비교하면

SketchUp
개발한 

로그램

이동 4회 + Drag 2회 1회 + Drag 1회

클릭 횟수만 많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방법이 어렵다. 선

택 버튼을 르고 Drag하여 정육면체의 모든 부분은 덮은 

후 이동 버튼을 르고 모델을 클릭하고 Drag 해야 한다.

정육면체를 회 하는 경우, 입문자라면 기본 으로 그림 

12의 왼쪽 정육면체처럼 회 을 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SketchUp의 경우 다양한 회 을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입문자에게 불편할 수 있다.(그림 12의 오른쪽)

 

(그림 12) 개발한 로그램과 SketchUp의 정육면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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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UI(User Interface)

   SketchUp의 UI(그림 13)의 경우, 입문자여도 몇몇 기

능을 그림만으로 어떤 기능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바로 

무슨 기능인지 알 수 없다면 마우스 커서를 버튼 에 올

려두면 나오는 툴 (tooltip)을 야 무슨 기능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용법을 익히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림 13) SketchUp의 UI

   개발한 로그램의 경우 두 가지의 탭(tap)으로 나뉘

어져 있다. 기능 심 UI인 Function 탭(그림 14)과 로

세스 심 UI인 Process 탭(그림 15)으로 Function 탭은 

기능 별로 나 어 버튼을 배치하 고, Process 탭은 순차

으로 진행하면 3D 린  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입문

자가 로그램에 한 별도의 학습 없이 3D 린 을 해

볼 수 있도록 버튼을 배치하 다.

(그림 14) 기능 심 UI _ Function 탭

(그림 15) 로세스 심 UI _ Process 탭

5. 결과

  본 연구에서는 3D 모델링에 한 순차  설계 로세

스 UI를 제공함으로써 버튼을 왼쪽부터 차례 로 르면

서 진행하면 3D 린 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3D 모

델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제공하는 다양한 리셋

을 사용하여 3D 모델링 없이도 3D 린 을 해볼 수 있

다. SketchUp의 펜으로 그리는 방식이 아닌 고처럼 블

록을 쌓는 방식으로 입문자에게 보다 이해하기 쉬운 모델

링을 제공하며 SketchUp에서는 기본 으로 제공되고 있

지 않은 STL 일 포맷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

써 별도의 설치 없이 3D 모델을 3D 린터에서 출력 가

능하게 되었다.

   그림 16은 실제로 개발한 로그램으로 모델링한 3D 

모델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3D 모델을 3D 린터

로 출력한 것이다.

(그림 16) 개발한 로그램으로 모델링한 3D 모델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3D 모델을 출력한 모습

6. 결론

   개발한 로그램으로 인하여 3D 린 을 많은 사람들

이 경험해보고 3D 린 이 가져다주는 삶의 이 이나 다

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모습을 알게 된다면 후

발 주자인 우리나라에게 3차 산업 명인 3D 린  기술 

발 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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