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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 method of precise estimation for printing time and material consumption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3D printing cost. Printing process and head motion of 3D print-

ers using digital printing head, which is analyzed by its digitized steps, is rapidly simulated

without slicing to calculate estimated printing results. Using this method, printing time and

material usage of 3D printer were estimated quickly and precisely and compared to the real

printing result. Applying compensation using the printing parameters, transferred from the 3D

printer to the printing estimation system, even more accurate estimation is achieved. This

method is used in the 3D Sprint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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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차원 프린터는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새로운 바

람을 일으키고 있다. 재료를 계속 더하는(Additive)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몰드를 제작할 필요가 없

고, 절삭 공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버리는 재

료의 양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정의 성격

때문에 3차원 프린팅은 기존 공정에 비해 훨씬 낮

은 비용으로 원하는 형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각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실제 제품을 제작하기 전

3차원 프린터로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해보거

나[2,3], 의료기기 등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경우 기

존 공정보다 더 간소하고 저렴한 과정을 거쳐 사

용자에게 꼭 맞는 부품을 제작하기도 한다[4-6]. 이

외에도, 재료가 계속 더해지는 공정 자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기존의 다른 공정으로 제작하기 어려운

형상이나 시스템을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한다[7,8].

3차원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크게 출력 시간과 재료 소모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출력 시간은 직접 비용은 아니지만 제품

출력 주기와 생산성을 추정하는데 중요하게 사용

되는 요소이다. 재료 소모량은 크게 원하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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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출력하는데 사용되는 재료와 모델이 원하는 형

태로 출력될 수 있도록 돕는 서포트 재료 사용량

으로 나뉘며, 이 두 가지가 모두 사용자에게 알려

져야 한다.

3D Systems의 프린터 중 MJP 프린터의 경우 디

지털 프린팅 헤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프린터

에 비해 프린팅 단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

된다. 또한 서포트 재료가 3차원 모델 아래쪽에 채

워지는데, 모델을 출력하기 위해 3차원 정보를 디

지털화 시키는 슬라이싱 과정에서 서포트 재료가

채워지는 형태가 결정된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3차원 프린터의 프린팅

시간 및 재료 사용량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시스템

을 설계하고 개발하였다. 프린팅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프린팅 시간을 추정하고, 슬라이싱 과정

을 모사하여 재료 사용량을 정확히 추정하도록 하

였다. 이 시스템은 Fig. 1에 나타낸 3D Sprint 소프

트웨어 안에 이식되어 있으며, 추정된 출력 시간

및 재료 사용량 정보가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된다.

2. 본 론

출력 시간 및 재료 사용량을 추정하는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 번째는 출력

시간을 추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재료 사용량을

추정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은 프린터에서 사용

하는 변수들의 보정에 대해 설명한다.

2.1 Build Time Estimation

프린팅 시간의 추정은 프린팅의 과정을 세부 단

계로 분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Fig. 2에 프

린팅 시간 추정 과정 단계가 간단히 나타나 있다.

프린팅 과정은 크게 재료 분사, 재료 경화(큐어

링),  헤드 클리닝, 재료 또는 프린터 냉각의 과정

으로 나눌 수 있다.

3차원 프린터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디지털

프린팅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스테이지가 일정 방

향으로 움직이면서 재료가 헤드에서 분사된다. 이

때문에 대체로 한 개의 층(레이어)를 출력하는 시

Fig. 1 Snapshot of 3D Sprint software for 3D printing

preparation 

Fig. 2 Summary of build time estimation process 

Fig. 3 Example of 3D model rasterizing for estim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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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스테이지의 이동시간과 대체로 같으므로 이

것이 정해져있거나 출력하고자 하는 모델의 길이

에 따라 계산이 가능하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는 스테이지가 지나가는 길(레인)에 모델이 어떤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지 계산이 필요하다. 만약 스

테이지가 X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각 레이어가 Z

축 방향으로 쌓이는 형태라면 각 레이어에서 모델

의 XY 단면이 얼마나 길게 배치되어 있는지 계산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Fig. 3에 묘사되어 있는

것 처럼 3차원 모델을 래스터라이징 하는 과정을

거친다. 3차원 모델을 단수 또는 복수의 이미지나

복셀맵으로 변환하여 특정 Z 좌표에서 XY 단면

에 대한 정보를 쉽게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

가 모두 추출되면 스테이지의 속도 정보를 활용하

여 레이어별로 스테이지가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

간을 계산해낼 수 있다.

재료의 경화는 재료를 출력하면서 스테이지가

움직일 때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필요한 경우에 추

가적으로 경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에는 경화 시간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고, 후자

의 경우에는 프린팅 시간에 경화에 걸리는 시간을

단순히 더해주는 것으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헤드 클리닝은 헤드에 재료가 막히거나 이물질

이 붙어 출력물의 품질에 손상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이다. 헤드 클리닝은 주기적으로 이루어

지는데, 출력 시간 계산을 위한 시뮬레이션 중 주

기적으로 헤드 클리닝 시간을 삽입하면 이를 쉽게

계산해낼 수 있다.

냉각 과정의 경우 조건부로 이루어진다. 프린터

에 따라 냉각 과정을 갖는 프린터와 그렇지 않은

프린터가 있으며, 냉각 시간도 차이를 갖는다. 또

한, 재료가 너무 커서 열응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출력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기적으

로 긴 시간의 냉각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이러한

냉각 조건은 프린터 내부적으로 계산되기도 하

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유저에게 냉각 과정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도 한다.

이렇게 각 과정별로 걸리는 시간을 시뮬레이션

을 통해 계산하고 모두 합한 결과가 총 프린팅 예

상 시간이 된다. Table 1에 실제 프린팅에 소요된

시간과, 프린팅 시간 추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출

력에 수 시간이 소요되는 모델에서도 10분 이내의

오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Material Usage Estimation

재료 사용량의 추정은 3차원 모델 정보에서 프

린팅 헤드에서의 재료 분사 여부를 디지털화시키

Table 1 Comparison between actual printing time and

estimated printing time

Actual 

printing time

Estimated 

printing time
Error

Model 1 1:10 1:04 0:05

Model 2 1:53 1:47 0:06

Model 3 4:19 4:13 0:05

Fig. 4 Summary of material usage estimation process

Fig. 5 Schematic diagram of slice images for 3D printer

using digital print h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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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슬라이싱 과정의 모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다. 3차원 모델이 출력될 때 모델의 겉 부분은 사

용자가 입력한 그대로 출력이 되지만, 모델의 안

쪽이나 서포트 부분은 재료 사용량을 줄이고 물리

적인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디지털

패턴의 조합 형태로 채워지게 된다. Fig. 5에 이 것

이 묘사되어 있다. 3차원 모델이 들어간 프린팅 공

간이 슬라이싱을 통해 복수의 이미지 형태로 재구

성된다. 각 이미지는 하나의 프린팅 레이어를 나

타내며, 프린팅 헤드는 각 픽셀에 표시된 정보에

따라 재료 분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출

력하고자 하는 3차원 모델 데이터에 따라 각 픽셀

에 정보가 채워지고 이는 미리 정의된 패턴의 조

합을 통해 구성된다. Fig. 7에 실제 3차원 모델이

슬라이싱을 통해 되었을 때 특정 높이에서의 단면

예시가 표현되어 있다.

슬라이싱 과정에서는 모든 이미지의 모든 픽셀

에 정보를 채워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다. 하지만 재료 사용량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미지의 모든 픽셀 정보를 계산해낼 필요가 없고,

각 이미지의 픽셀 값에 특정 재료를 출력하라는

명령 정보가 몇 번 포함되어 있는지만 계산해낼

수 있으면 된다. 그렇게 되면 특정 재료가 프린팅

헤드에서 몇 번 분사되는지 알 수 있고, 여기에 한

번 분사되는 재료의 양을 곱해주면 프린팅 헤 드

에서 분사되는 재료의 총량을 구할 수 있다.

이를 구하기 위해 먼저 3차원 모델 정보를 복셀

맵 형태로 변환한다. 슬라이싱 정보는 프린팅 정

밀도에 의해 디지털화되어 있는 정보이므로, 이를

모사하기 위해 실제 프린터의 프린팅 정밀도를 참

조하여 프린팅 공간 안에 X-Y 격자를 구성하고

3차원 메쉬를 복셀맵으로 변환한다. 어떤 위치에

어떤 패턴이 삽입될지는 대체로 3차원 모델의 경

계면에서의 거리 벡터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복셀맵을 패턴이 채워질 복수의

영역으로 분할한다. 미리 정의된 패턴들을 이용하

면 어떤 재료가 어떤 패턴에서 부피당 몇 번 분사

되는지를 도출해낼 수 있다. 복셀맵에서 슬라이싱

규칙에 따라 영역을 분할하고, 각 영역에 부피당

분사 횟수 정보를 넣어 영역 별로 특정 재료가 몇

번 분사되는지를 구한다. 이 영역별 정보를 모두

합해주면 모든 영역에서의 재료 분사 횟수를 구할

수 있다.

Table 2와 Table 3은 슬라이싱 결과를 통해 실제

Fig. 6 Example of sliced pattern region of 3D model

Fig. 7 Rasterized model data to extract pattern region

information 

Table 2 Comparison between actual result and estimated

result of part material ejection count

Actual result Estimated result
Error 

(%) 

Model A 8,385,675,420 8,393,962,897 -0.1

Model B 10,692,994,333 10,648,867,951 0.4

Model C 1,207,531,191 1,202,727,004 0.4



디지털 프린팅 방식 3차원 프린터의 출력 시간 및 재료 사용량 예측 방법 219

로 프린터에게 재료 분사를 명령한 횟수와, 재료

사용량 추정 시스템에서 예상한 재료 분사 횟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모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

양한 모델을 이용하여 횟수를 추정했을 때 평균적

으로 오차율 5% 이내에서 분사 횟수 추정이 가능

하였다. 이는 실제 슬라이싱 결과물을 추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부피가 큰 모델의 경우 수 시간 가

량 소요되며, 제안한 방법을 통한 분사 횟수 추정

은 수 초에서 수 분이 소모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수용할 만한 오차범위이다.

프린팅 헤드에서 재료가 분사되는 횟수를 구하

고 나면 여기에 1회 분사시 소모되는 재료의 양을

곱하여 프린팅 헤드에서 나오는 재료의 소모량을

계산할 수 있다. 1회 분사시 소모되는 재료의 양

은 프린터의 다양한 조건에 의해 달라지지만, 실

험에 의해 그 추정값을 구해낼 수 있다.

프린팅 헤드에서 분사되는 것 이외에도 앞서 언

급했던 클리닝 등 기타 과정에서 소모되는 재료의

사용량도 고려하여야 한다. 클리닝의 경우 노즐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린팅 도중 주기적으

로 이루어지며 프린팅 시간 추정을 통해 그 횟수

를 구할 수 있으므로, 미리 구해진 클리닝 횟수에

단순히 클리닝 1회 실행 시 소모되는 재료의 양을

곱해주면 된다. 이러한 기타 재료 사용량까지 모

두 더해주면 해당 작업의 총 재료 소모량을 구해

낼 수 있다. 

Table 4와 Table 5는 실제 출력에 소모된 재료의

양과 재료 사용량 추정 시스템에서 구한 값을 비

교하였다. 이는 Table 2와 Table 3에 사용된 모델

과 같은 모델에서 도출된 결과인데, 1회 분사시 재

료 소모량 등 다른 요소들의 오차에 의해 재료 분

사 횟수 오차와 비교하였을 때 오차의 값이 조금

씩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모

델에서 실험하였을 때 전체 재료 사용량을 평균적

으로 오차율 5% 이내의 추정 가능하였다.

2.2 Parameter Compensation

앞서 출력 시간 및 재료 사용량이 실제 출력 결

과와 비교하였을 때 5% 이내의 오차로 성공적으

로 추정이 되었으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추가적

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예로, 프린터 관련 정

보가 변수화되어 출력 시간 및 재료 사용량 추정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지만, 프린터

의 실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프린터의 정보가 펌웨어 업데이트 등에

의해 변경되거나, 프린터 설치 시 환경 조건 등 다

른 특성에 의해 정보가 달라져야 하는 경우가 생

긴다. 이러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프린팅 정보를

Table 3 Comparison between actual result and estimated

result of support material ejection count

Actual result Estimated result
Error 

(%)

Model A 9,947,374,337 9,865,555,491 0.8

Model B 20,257,733,966 20,634,058,690 -1.9

Model C 1,605,815,762 1,558,565,480 2.9

Table 4 Comparison between actual result and estimated

result of part material usage

Actual result 

(g)

Estimated result 

(g)

Error 

(%)

Model A 396.9 397.2 -0.1

Model B 502.2 500.8 0.3

Model C 78.6 78.6 0.0 (<0.1)

Table 5 Comparison between actual result and estimated

result of support material usage

Actual result 

(g)

Estimated result 

(g)
Error (%)

Model A 378.0 371.2 1.8

Model B 751.1 752.3 -0.2

Model C 77.1 75.0 2.7 Fig. 8 Summary of parameter compens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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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프린터의 정보를 직접 사용

하여 결과 값이 보상될 수 있게 하여야 실제 결과

와 가까운 추정을 할 수 있다.

Fig. 8은 3차원 프린터의 프린팅 관련 정보를 이

용하여 변수를 보정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프

린터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프린팅 관련

변수에 맞는 자기 자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시스템에서 값 보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린팅 정보를 전송하여 변수

가 보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펌웨어 업데이트시 매번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할

필요도 없고, 프린터 엔지니어가 프린터를 설치할

때 보상된 프린팅 정보를 프린터에 입력한다면 더

정확한 출력 시간 및 재료 사용량 추정을 가능하

게 할 수 있다.

3.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프린팅 헤드를 사용하는

3차원 프린터의 정확한 출력 시간과 재료 사용량

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이 설명되었다. 출력하고자

하는 3차원 모델의 정보와 다양한 프린터 정보를

이용하여 출력 시간 및 재료 사용량 추정 시스템

을 구현하였고, 실제 결과와 비교하여 정확한 결

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출력 시간을 추정

하기 위해 프린팅 과정이 세부 단계로 구별되었

고, 각 단계별 조건을 파악하여 출력 시간을 추정

하였다. 재료 사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슬라이싱 조

건에 의해 전체 프린팅 공간에서의 재료 분사 횟

수가 통계적인 추정에 의해 계산되었고, 여기에 부

가 재료 사용량 정보를 더하여 재료 사용량을 추

정하였다. 또한,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하여 변수

를 보정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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