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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3D 린  기술은 다양한 의학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삭가공 보다 제작시간과 비용, 

과정측면에서 매우 효율 이다. 특히 정형외과에서는 수술시간, 수술 정확성 등의 개선과 환자의 고통 감

소와 재수술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심이 집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 사용된 3D 린터는 하드

웨어  소 트웨어의 기술  활용성, 재정  가용성 등의 문제로 재 병원에서 일반 으로 리 사용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해 CT 상을 Open Source DICOM Viewer와 

STL 일변환 로그램, FDM 와이어 층가공방식의 조립형 3D 린터로 골반 골  모델을 직  제작

하여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사  수술계획에 활용하 다. 6명의 불안정성 골반골  수술환자의 맞춤형 

골 모델을 제작한 후 학병원 정형외과 임상의에게 골 수술 에 제공하여 임상  활용 가능 여부에 

한 검토와 분석의견 결과 정 도, 해상도가 수술계획에 사용하여도 유용한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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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 present trend 3D Printing technology has been using more efficiently than conventional 

subtractive manufacturing method in various medical fields, in particular this technology 

superior in saving production time, cost and process than conventional. Especially in orthopedics, 

an attractive attention has been paid by adopting this technology because of improving 

operation, operation accuracy, and reducing the patient’s pain. Though 3D printing technology 

has enormous applications still in some hospitals have not been using due to having the problem 

of technical utilization of hardware, software & chiefly financial availability and etc.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by reducing the cost and time, we have used CT images in pre-operative 

planning by directly making the pelvic fracture model with open source DICOM viewer and STL 

file conversion program, assembly 3D printer of FDM wire additive manufacturing. After having 

the customized bone model of six patients who underwent unstable pelvic fracture surgery, we 

have operated our system in orthopedic section of University Hospital through the clinician. 

Later, we have received better reviews and comments on utilization availability, results, and 

precision and now our system considered to be useful in surgic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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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쾌속조형방식(Rapid Prototyping, RP)은 층식 제조

(Additive Manufacturing, AM) 는 3D 린  방식으

로 표 되며, 3D CAD 모형 데이터, CT  MRI 스캔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층하여 빠른 시

간 내에 3D 입체 모형 는 시제품을 제작하는 기술을 

의미한다[1]. 3D 린  기술이 개발된 이후 쾌속조형

방식은 의료, 산업, 교육, 디자인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

용되고 있다. 정형외과 역에서는 수술 효율에 련된 

수술시간, 방사선 조사 시간, 수술 정확성 등의 개선과 

환자에 한 험성과 고통 감소  수술 오류에 의한 

재수술 최소화를 목 으로 새로운 수술기법들이 개발

되고 있다[2][3]. 재 인체 골 모형을 제작하여 수술에 

활용하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유용성은 증명되어 있

으나 실제 수술에 활용하는 병원은 많지 않다[4-6]. 

인체 골 모형제작에 사용되는 3D 린터 Selective 

Laser Sintering(SLS)방식은 분말형태의 재료를 착

제나 이 를 사용하여 결합, 조형하는 방식으로 정

도와 해상도는 좋으나 가격이 고가이고, 운용에 문지

식이 필요하다. 한 CT DICOM 상을 3D STL 일

로 변환하는 로그램의 가격도 고가여서 3D 제작업체

에 의뢰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일반

으로 수술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7]. 

아주 얇은 층을 층하여 3D 형상을 제작하므로 층 

방향 높이에 비례해서 체 조형시간과 비용이 증가하

게 되므로 크기가 20 cm 이상의 인체 골 모형을 제작하

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10]. 

일반 으로 병원에서 정형외과 골  수술환자의 골 

모형을 제작하기 해서는 3D 상변환 로그램과 3D 

린터 시스템의 사용이 편리해야 하고 장치의 구입비

용이 렴해야한다. 한 크기가 큰 골 모형을 제작할 

수 있어야 수술에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T 상을 DICOM Viewer 

OsiriX 32-bit, 오  소스 버 (v.5.7.1)의 상변환 로

그램을 이용하여 3D 일로 변환하 다[8]. 사용된 3D 

린터는 라스틱와이어 등의 열가소성 재료를 열을 

가해 녹인 후 노즐을 거쳐 압출되는 재료를 층하여 

조형하는 방식의 Fused Deposition Modeling(FDM) 와

이어 층방식을 사용하 다[9]. 

출력 크기 제한을 해결하기 하여 크기가 160 mm 

이상의 골반 모형을 제작하는 방법은 변환된 3D 일

을 해부학  구조와 골 된 형태를 감안하여 분할하고 

각각을 출력, 후처리를 하고 해부학  구조에 맞게 

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제작이 가능하게 하 다[10].

직  제작한 인체의 맞춤형 골반 골  모델의 임상  

활용 가능성에 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Ⅱ. 3D 프린터 제작

스트라타시스(Stratasys)사가 보유한 수지 압출 층 

3D 린터 기술이 2009년 표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오

소스 3D 린터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린터는 오 소스 형태로 개발

된 FDM(Fused Deposition Modeling)방식의 라스틱

와이어를 재료로 사용하는 보 형으로 부품을 구매 후 

제작하여 사용하 다.

 

그림 1. 3D 프린터(NP-Mendel) 보드와 압출기(NP5) 

그림 2. 3D 프린터(NP-Mendel)와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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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린터의 구동을 제어하는 보드와 라스

틱와이어가 노즐을 통하여 녹아 분출될 수 있도록 어 

넣어주는 압출기이고 [그림 2]는 린터 체의 부품과  

조립하여 완성된 3D 린터이다.

골반 모형 제작을 해 조립이 완성된 3D 린터의 

제원을 [표 1]에 제시하 다.

표 1. 3D 프린터 제원
구 성 제 원

기계 크기 425×425×400 mm(W×D×H)
제작모형 크기 180×180×160 mm(W×D×H)
베드 재질 알루미늄 (80 W 발열히터 내장)
이송 모터 X, Y, Z축 스텝모터
프린터 질량 9 kg

노즐의 직경은 0.4 mm이고 층간 층 간격은 0.1∼

0.35 mm 이다. 인체 골반 모형 제작에서는 층 간격을 

0.2 mm로 제작하 다. 단일 제어보드를 사용하여 4축, 

1/16 마이크로 스텝 모터를 제어하 고, 재료는 직경이 

1.75 mm의 ABS수지(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resin)와 PLA수지(Poly Lactic Acid)를 사용할 수 있다.

Ⅲ. 인체 골 모형 제작

1. 골 모형 제작 순서   
첫 번째로 정형외과 골 환자 수술 부 를 컴퓨터 단

층촬 하여, 1 mm 간격의 단층 상들을 OsiriX에서 

VR(Volume Rendering) 상으로 표 하 다. 두 번째

는 이를 SSD(Shaded Surface Display) 상으로 변환

한 후 STL 일로 장하 다. 세 번째는, 한 번에 출

력이 가능한 크기로 STL 일을 분할하 고, 분할된 

STL 일을 이용하여 G-code를 생성하 다. 네 번째

는 생성된 G-code를 3D 린터에서 출력하 다. 

마지막으로 제작이 완성되면 출력물의 표면처리와 

지지 를 제거하고 분할 출력된 구조물을 정 하게 

합하여, CT 상과 출력된 인체 골 모형을 비교하여 정

확하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하 다.

2. CT 영상 파일변환

1.1 VR(Volume Rendering) 영상 변환
환자의 골 된 부 를 컴퓨터 단층촬 하여 획득한 1 

mm 간격의 상을 DICOM Viewer OsiriX 32-bit, 오

소스버 (v.5.7.1)을 사용하여 3D VR 상으로 변환

하 다. 변환된 VR 상은 린터로 출력하고자 하는  

골반 골 부분을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하 다. 

출력물의 구조가 피라미드형일 때 안정 으로 층

이 유지되며 출력이 원활히 이루어졌다. 출력하려는 

의 형태가 넓은 쪽이 베드로 향하도록 VR 상에서 골

의 크기와 형태, 해부학  구조를 악하여 출력할 

부분을 선택하 다.  

1.2 SSD(Shaded Surface Display) 파일 변환
출력할 인체 골반 의 크기, 두께, 골 도, 골 의 형

태를 확인하여, 정한 상품질 값을[표 2] 설정하고 

출력된 골 모형이 실제 와 같게 출력되도록 변환된 

VR 상을 SSD 일로 변환하 다. 

표 2. SSD 파일 품질 설정 값
Quality Value

Decimate - Resolution 0.3 ∼ 0.5
Smooth - Iterations 20 ∼ 50
Surface Pixel value 180 ∼ 200

변환된 SSD 일을 OsiriX에서 STL 일로 Export

하 다. [그림 3]에서 상단좌측은 CT 상이고 상단우

측은 VR 상, 아래는 SSD 상이다.    

그림 3. STL 파일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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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TL 파일 변환   
연구에 사용한 조립형 3D 린터는 한 번에 제작할 

수 있는 골 모형의 최 출력 크기가 140 mm×140 

mm×160 mm로 골반 를 한 번에 출력할 수가 없었다. 

출력하려는 의 CT 상을 OsiriX Dicom viewer에

서 STL 일로 변환하여, Netfabb Studio Basic 

4.9.5(Demo)에서 [그림 4]와 같이 일자르기를 하여 

출력크기에 맞게 분할하 다. 

그림 4. STL 파일 분할

STL 일로 변환한 후에 분할한 이유는 제작된 골 

모형의 부분들을 합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기 하여 일변환 후에 분할하 다. CT 상에서 

DICOM 일을 나 어 일변환하고 출력한 후 합하

면 해부학  구조가 변형되는 오차가 발생하 다. 분할

된 일은 각각 출력하여 후처리를 하고 해부학  구조

에 맞게 정 하게 합하는 방법으로 완성하 다.

1.4 G-code 생성(Slicer)
3D 린터에서 모형을 출력할 수 있도록 린 의 

시작과 끝을 제어하고 노즐의 움직이는 방향과 순서, 

속도, 층 높이, 벽의 두께, 노즐과 Heat 베드의 온도 

등 린터와 출력물에 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

고, 층 높이에 맞게 층층이 분할되어 있는 것을 

G-code라 한다. 

이 G-code의 생성을 해 [그림 5]와 같이 오  소스 

CURA 13.0.4 로그램을 사용하 다.

 

그림 5.G-code 생성
 

CURA의 설정 값은 불규칙하고 복잡한 인체 골  모

형을 출력할 때는 맞지 않아 값을 변경하면서 여러 번 

출력하여 인체 골 모형 제작에 최 화 값을 찾았다. 제

작에 사용된 모형 출력의 최 화 값은 [그림 6]에 표시

된 것과 같다.

    

그림 6. CURA 설정

1.5 프린터 인터페이스
린터 인터페이스는 오 소스 PrintRun[그림 7]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이를 통해 컴퓨터에서 3D 린

터를 제어하 다. 각축의 모터와 익스트루더 모터, 베드 

구동, 노즐의 온도와 베드의 온도를 제어하고 린 을 

실행할 수 있었다. 린터의 노즐과 베드의 온도, 재 

상태를 확인하는 상태창과 린 의 진행 상황, 총 제

작소요 시간과 진행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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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rinter Interface Printrun

1.6 인체 골 모형 출력
Netfabb Studio Basic에서 STL 일을 분할할 때 출

력물의 체크기를 확인하여 2등분 는 3등분으로 분

할하 다. 해부학 인 구조와 크기, 골 의 치 형태에 

따라 분할 개수와 치를 결정하여야 출력할 때 안정

으로 출력이 이루어졌다. 분할된 STL 일은 CURA에

서 피라미드형으로 회 하여 안정한 모양으로 G-code

를 생성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출력 시 출력물이 

넘어지는 실패가 발생하지 않았다. 

재료는 색상이 와 유사한 아이보리색 ABS수지를  

사용하 고, 노즐의 온도는 230도, 히트베드의 온도는 

100도로 설정하 고 출력되는 재료가 잘 붙을 수 있도

록 종이테이 를 Heat 베드에 붙이고 출력하 다. X축 

노즐 에 Cooling fan을 장착하여 녹아나오는 재료가 

층되면서 바로 굳을 수 있도록 하여 형태의 변화 없

이 출력되도록 하 고, 출력물은 지지 를 제거하고 표

면을 처리하고 각각의 부분을 착제를 사용하여 해부

학  구조에 맞게 착하 다. 착제는 아세톤에 재료

를 3:1 비율로 녹인 것을 사용하 다. 

Ⅳ. 결 과

1. 골반 골절 모형
[그림 8]의 모형은 골반의 왼쪽 골 부분을 제작한 

것으로서, 합방식을 이용하여 3부분으로 나 어 출력

한 후 합하여 제작한 것이다. 

골 의 형태와 크기, 해부학  구조에 따라 분할 

치를 선정하여 제작하 고, 골반 골  환자의 복합골

상태가 정확하게 표 되어 출력되었다.

그림 8. 골반 골절 모형 (1)

제작된 모형을 이용하여 수술방법과 해부학  구조

의 복원방법을 미리 계획할 수 있었다. 

그림 9. 골반 골절 모형을 이용한 수술 계획

[그림 9]와 같이 골 된 에 고정할 속 의 고정 

치와 방향, 길이와 각도를 모형을 이용하여 결정하

고, 환자의 골  상태에 맞게 제작된 속 을 실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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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사용하 다.

[그림 10]은 복합 골 의 골반을 모형화한 것으로서, 

골반의 오른쪽에는 치골과 좌골의 골 이 있고, 왼쪽에

는 골구와 장골의 골 이 심한 환자를 나타내며, 

체골반을 출력하여 제작하 다.  

그림 10. 골반 골절 모형 (2)

6개의 부분으로 분할하여 제작한 후 합하 고 CT 

상을 STL로 변환하고 일 분할과 G-code를 생성하

는 3D 상변환 과정과 후처리 과정을 포함하여 제작

시간은 1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CT 상과 제작된 모형의 골  상태가 정확하게 일치

하 다. 골반 복합 골 모형으로 사  수술계획을 진행

하여 과 내부 장기의 손상이 없도록 좌우측의 속

 크기와 고정 순서, 개 부 와 범 를 결정하고 고

정용 나사못의 길이와 고정 치를 선정하여 시뮬 이

션을 실시하 다. 수술 시에도 개부 에서 보이지 않

는 부분을 환자 골반 모형을 활용하여 골  상태를 확

인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었다.     

[그림 11]은 골반의 오른쪽의 장골이 크게 골 되었

고 퇴골과 을 이루는 골구도 여러 조각으로 골

된 상태의 복합골  환자로 체 골반을 제작하여 해

부학  구조의 복원과 골 된 를 고정하는 수술에 활

용하 다. 

[그림 12]는 사고로 인한 오른쪽 골구와 좌골, 천골

의 골 로 인하여 치골결합과 골반형태가 변형되어 

속  고정 수술을 시행한 후에 제작한 모형이다. 

단순 X-ray 상과 CT 검사에서 수술을 통한 골반

의 형태 복원의 상태를 악하기 어려워 속  고정 

골  수술 후에 골반 모형 제작을 하여 수술의 정확성

과 재수술 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모형이다.    

 

그림 11. 골반 골절 모형 (3)
          

그림 12. 골반 골절 수술 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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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 찰

고에 지 손상에 의해 유발되는 불안정성 골반 골 은 

생명에 치명 인 향을  수 있는 복부나 골반강 내의 

여러 장기들의 손상과 함께 많은 출 을 동반하기 때문

에 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불유합  부정유합으

로 인해 만성 요통, 앉는 자세 불편, 보행 장애, 하지 길이 

부동, 비뇨생식기계 동통 등의 만성 합병증을 남길 수 있

다[11]. 골 의 상태와 정도가 정확하게 진단되어야 성공

인 수술치료를 할 수 있다. 골 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활용되고 있지만 재 주로 사용되는 

것은 상 진단법이다. 방사선 일반검사와 컴퓨터 단층

촬 검사의 단면과 3D 입체 상으로 해부학  구조의 

복원방법과 골 된 를 어떻게 고정할지를 상을 통하

여 결정하고 수술을 한다[12][13]. 

수술시 개부 로 확인되는 것은 골 된 의 일부

분이므로, 체 인 형태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어, 정형외과 수술실에서는 방사선 상검사장비와 투

시용 장비를 통하여 수술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3D 린터의 발달로 골 된  모형을 제작하

여 수술에 활용하는 임상  유용성 검증은 많은 선행연

구를 통하여 증명되어있다[3][4][7][10].    

선행연구에 사용된 3D 린터는 정 도와 해상도가 

좋은 산업용으로 SLS 방식의 고가의 장비와 로그램

을 사용하 고, 주문 제작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

요되어 일반 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형외과 골반 골 수술 상 환

자의 맞춤형 골 모형을 직  제작할 수 있도록 보 형  

FDM 라스틱 와이어 층 방식의 3D 린  시스템

을 개발하여 골 된 골반의 모형을 제작하여 수술방법

과 사용도구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 다. 한 

개발된 시스템에서는 제작 크기의 한계가 있어 골반 모

형은 한 번에 제작하지 못하여 큰 모형은 분할 출력하

여 합하는 분할 합방식을 사용하여 제작 크기의 제

한 없이 골반 모형을 제작할 수 있었다.

문 인 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제작할 수 있

는 방법과 데스크톱용 3D 린터를 사용하여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병원에서 일반 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로그램은 모두 공개용 소

트웨어를 사용하 고, 린터에 사용된 재료는 와 색

감이 유사한 아이보리색의 ABS를 사용하 다. 의 형

태와 골 의 상태에 따라서 SSD 상의 해상도와 

G-code 변환수치를 설정하고, 층이 원활히 되도록 

피라미드 형태로 일을 회 하여 변환해야 출력도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고 정확한 골  모형이 제작되었

다. 골  모델의 두께와 강도를 조 하면 인체의 와 

유사하게 출력이 가능하여 임상 으로 유용하 다. 

외국의 연구 사례에서는 공개용 소 트웨어를 사용

하여 CT 상을 3D 출력 일로 변환하여 일을 주문

제작을 의뢰하여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하

는데, 배송되는 시간이 수일 소요 된다고 하 다[7]. 

본 연구에서는 체 골반을 제작하는데 12시간의 시

간과 8천 원 정도의 재료비용이 소요 되었다. 선행 연구

에서 보면 병원에서 직  골반 모형을 제작하여 수술에 

사용한 것은 없었다. 

C 학의 정형외과 교실의 조를 받아서 6명의 골

반 복합 골 로 수술할 환자의 골  부 를 출력하여 제

작모형을 수술  임상의에게 제공하여 수술에 활용할 

수 있는 임상  가능성과 유용성을 평가받았다. [그림 

8-12]와 같이 제작모형을 사용하여 고정용 나사못의 길

이와 고정용 속 의 고정 치를 결정하고 해부학  

구조에 맞게 길이와 구부러진 각도를 사  성형하여 수

술에 직  사용하 다. 수술 에도 개부 에서 보이

지 않는 골  부분은 제작 모형을 이용하여 확인하면서 

해부학  구조를 복원하고 고정하 다. 임상  활용 가

능 여부에 한 검토와 분석의견 결과 정 도, 해상도가 

수술계획에 사용하여도 유용한 것으로 단되었다.

  

Ⅴ. 결 론

직  제작한 골  모델을 이용하여 골  특성을 악

하고 인체 형상에 합한 고정용 속 을 선정하고 형

태를 해부학  구조에 맞게 사  변형  고정나사못의 

치를 선정하고, 수술시 최소 개를 한 치선정을 

할 수 있었다. 사  수술계획을 실시하여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손상을 이고, 수술 효율을 높일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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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 다. 제작된 모델을 이용하여 수술  시뮬 이션

을 해보면 환자의 안 과 부작용 방지, 수술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일 수 있어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술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 등 기타 문제가 발

생할 소지를 일 수 있고, 수술계획을 환자에게 설명할 

때 본인의 상태와 동일한 골 모형을 집도의와 함께 보며 

입체 으로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수술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집도의에 한 신뢰도

가 향상되고, 환자별, 증례별로 제작하여 추후 의료기록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수술에 한 공의나 학생

들 교육 목 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체 제작으로 은 비용과 신속한 제작으로 일반 병

원에서도 수술에 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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