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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목적 및 추진 배경
1.1. 목적
● 본 가이드는 「삼차원 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삼차원 프린팅법”) 제10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및 「삼차원 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품질인증의 절차 등)에 따라 삼차원 프린팅
품질인증이 시행되기 전,
-국
 내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관련 종사자가 제품의 품질 신뢰성 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삼차원 프린팅 시장, 기술, 정책, 표준 등을 제시하고, 제품의 품질·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 또한, 평가기준 별 검증 사례 및 방법을 제시하여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평가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여 제품의 품질 신뢰성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참고 - 법적 근거]
삼차원 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 2016. 12. 23.] [법률 제13582호, 2015. 12. 22., 제정]
제 10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정부는 삼차원 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삼차원 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삼차원 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 5조(기술 및 서비스 품질인증)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삼차원 프린팅 장비: 삼차원 도면을 제작하거나 삼차원형상을 구현하는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2. 삼차원 프린팅 소재: 삼차원형상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특성을 갖출 것
3.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가.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나. 신뢰성, 효율성, 사용과 유지ㆍ보수의 편의성 및 이식의 용이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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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추진 배경
● 국내 삼차원 프린팅 기술력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국내 삼차원 프린팅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등은 영세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전히 외산 의존도 및 기술 장벽이 존재한다.
● 특히, 국내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제품들은 외산 제품 대비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어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의 기술 자립화가 어려운 상태이다.
●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 삼차원 프린팅 제품에 대한 신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삼차원 프린팅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출력물 별 품질인증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품질평가 방안
마련 등 삼차원 프린팅 기술의 품질 검증 기반을 조성 중이다.
● 이중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기술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해 삼차원 프린팅 품질 신뢰성 확보 가이드를
개발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시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 항목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 삼차원프린팅 품질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경과]

Ⅰ. 가이드라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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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내용 구성
본 가이드에서는 삼차원 프린팅 기술 중 수지 광중합(Vat Photopolymerization, PP)의 대표적인 공정 중,
DLP(Digital Light Processing) 및 SLA(Stereolithography 방식에서 활용되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에 대해 기술하며,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출력물 품질 확보를 위해 고려해야할 평가 기준과
점검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장
본 가이드를 기술하게 된 목적, 추진 배경, 활용방법 등 가이드 관련 일반 사항을 기술한다.

Ⅱ장
삼차원 프린팅 정의, 구성요소,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등에 대해 기술한다.

Ⅲ장
삼차원 프린팅 시장, 표준, 기술, 정책 동향에 대해 기술한다.

Ⅳ장
수지 광중합 방식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해 특성별로 기술한다.

Ⅴ장
수지 광중합 방식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신뢰성 기준별 점검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부록
삼차원 프린팅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의 품질 수준을 체크해볼 수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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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용어
본 가이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삼차원 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KS X ISO/IEC 25000*, KS D ISO/ASTM
52900:2015**에 나타나 있는 용어 정의를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 정보기술 – 소프트웨어공학 – 제품 품질 요구사항 및 평가(SQuaRE) - SQuaRE 안내서
** 적층가공 – 일반원리 – 용어

●삼
 차원 프린팅(3D printing)
- 프린트 헤드, 노즐 또는 기타 프린터 기술을 사용하여 소재의 적층을 통해 출력물을 제작하는 것
●삼
 차원 프린터(3D printer)
- 삼차원 프린팅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
●삼
 차원 스캐닝(3D scanning)
-물
 체의 표면상의 점들의 집합을 x,y,z 좌표로 기록하고 이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삼차원 표현으로 획득하는 방법
●출
 력물(part)
-제
 작 의도에 따라 제작된 결과물의 전체 호은 부분을 구성할 수 있는 기능적 요소로 성형된 재료의
결합
●삼
 차원 모델(3D model)
-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에서 제작하고 편집 가능한 삼차원 모형

Ⅰ. 가이드라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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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작 플랫폼(build platform)
- 기계의 플랫폼은 출력물의 제작이 시작되고 제작되는 동안 이를 지지하는 기반 면
●층
 (layer)
- 출력물의 면을 만들기 위하여 소재가 배치되거나 펼쳐져서 만들어진 영역
●S
 TL(“Standard Triangulation Language” or “Standard Tessalation Language”)
-출
 력 대상의 표현 기사를 표현하는 모델 데이터의 파일 형식으로써 출력물의 제작을 위하여
삼차원 기하 구조를 모자이크 세공(tessellation) 형태로 장비에 전송
●A
 MF(Additive Manufacturing File Format)
-적
 층가공 모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파일 형식으로, 색상, 재질, 격자, 텍스처, 짜임(constellation)
및 메타데이터를 지원하는 삼차원 표현 기하 정보를 포함한다.
●확
 장 가능 마크업 언어 (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
- W3C(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 표준으로서, 사람과 기계 모두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문서 내에서
콘텐츠를 표현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정보 태깅을 제공하는 표준
● IGES(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
- 플랫폼에 중립적인 CAD 데이터 교환 형식으로서 제품의 기하 정보 및 기하 주석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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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활용 방법
● 본 가이드의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품질 신뢰성 확보 방안 및 기준별 점검 방법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 개발한 제품에 대한 자체적인 품질 시험을 수행할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 또한, 품질수준 진단 가이드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하여,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이
자발적으로 품질 신뢰성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 본 가이드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의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확인할 항목 및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발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 따라 가이드에 제시된 시험
방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Ⅰ. 가이드라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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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삼차원 프린팅이란?
● 삼차원 프린팅이라고 불리는 적층 가공(Additive Manufacturing, AM)은 삼차원 모델 데이터로부터
출력물을 만들기 위해 소재를 결합하는 공정으로, 일반적으로 겹겹이 층(layer)을 쌓아 제작하는
방식으로 절삭 가공(Subtractive manufacturing) 및 조형 가공(Formative manufacturing) 방식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삼차원 프린팅 기술을 통해 디지털 모델을 물리적 삼차원 기하구조로 출력할 수
있어 기존의 절삭 및 조형 가공으로 제작이 불가능했던 복잡한 형상의 출력물을 구현할 수 있다.
● 국내에는 ‘삼차원 프린팅산업 진흥법’을 통해 삼차원 프린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2조 2항에서
삼차원 프린팅의 개념을 “삼차원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를 자동화된 출력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제2조 2항에서는 삼차원 프린팅과 관련된 장비 · 소재 ·
소프트웨어 · 콘텐츠 등을 개발 · 제작 ·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산업을 ‘삼차원 프린팅산업’
이라 정의하고 있다.
삼차원 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 2016. 12. 23.] [법률 제13582호, 2015. 12. 22., 제정]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삼차원 프린팅"이란 삼차원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이하 "삼차원 도면"이라 한다)를 자동화된 출력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삼차원 프린팅산업"이란 삼차원 프린팅과 관련된 장비 · 소재 · 소프트웨어 · 콘텐츠 등을 개발 · 제작 ·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삼차원 프린팅사업"이란 삼차원 프린팅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삼차원 프린팅서비스사업"이란 삼차원 프린팅사업 중 이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를 위한 삼차원 프린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삼차원 프린팅 장비 · 소재 · 소프트웨어 ·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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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란?
2.1.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정의
● ISO/ASTM 52900:2015에서는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를 적층가공 기계*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있다.
* 적층가공 기계(AM machine): 적층가공 시스템(AM System)의 한 부분으로서 제작 사이클을 완료하기 위해 요구되는 하드웨어,
기계 제어 소프트웨어, 요구되는 설정 소프트웨어 및 주변장치

● 즉, 삼차원 프린팅 공정 사이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델링,
편집 및 변환, 프린팅, 출력물 검사, 공정계획 및 관리 등이 있다.
● 삼차원 프린팅 공정은 소재 및 원리, 소재 결합 방법, 삼차원 프린터의 종류, 소프트웨어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2.2 삼차원 프린팅 공정 분류
● 삼차원 프린팅 공정은 적층방식과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다양한 기술로 구분되지만, 각각의 공정을
결정하는 요인은 소재를 적층하는 기법에 있다. 예를 들어 수지 광중합 방식은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가 담긴 수조 안에 UV레이저 혹은 빔프로젝터와 같은 조광장치를 시용하여 재료를 굳혀가며
적층하는 방식이다.

Ⅱ. 삼차원 프린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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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 프린팅 공정 결정요인>

●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에서는 ASTM F2792–12
(Standard Terminology for Additive Manufacturing Technologies) 표준을 통해 삼차원 프린팅 공정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분류하였다.
<삼차원 프린팅 공정 분류>
공정 분류

정의

접착제 분사

분말 소재를 결합하기 위해 액상 결합제가 선택적으로 분사되는 방식의 삼차원

(Binder Jetting)
고에너지 직접 조사
(Directed Energy Deposition)
소재 압출
(Material Extrusion)
소재 분사
(Material Jetting)
분말 적층 용융
(Powder Bed Fusion)
판재 적층
(Sheet Lamination)
수지 광중합
(Vat Photopolymerization)

16

프린팅 공정
소재에 집속된 열 에너지를 조사하여 녹여 결합(융착)시키는 방식의 삼차원 프린팅
공정
노즐 또는 구멍을 통하여 소재를 선택적으로 배출시키는 방식의 삼차원 프린팅 공정

소재의 입자를 선택적으로 분사하여 삼차원 프린팅 하는 방식

분말 베드의 일부 영역을 열 에너지로 선택적으로 녹이는 방식의 삼차원 프린팅 공정

소재의 판재를 접착시켜 출력물을 제작하는 방식의 삼차원 프린팅 공정
액상 경화성 수지가 감광성 수지에 의해 선택적으로 경화되는 방식의 삼차원 프린팅
공정

수지 광중합(Vat Photopolymerization)방식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2.3 소프트웨어 관점에서의 삼차원 프린팅 공정
● 삼차원 프린팅 공정은 소재와 출력 기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공정을
구분하였을 때는 필수적인 부분이 되는 프린팅 작업과 제품과 적용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별도의
전처리 및 후처리 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모델링 소프트웨어, 빌드 준비 소프트웨어 등
여러 유형의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

전처리

1

프린팅

2
모델링

3
편집 및 변환

후처리

4
빌드

출력물 검사

<소프트웨어 관점에서의 삼차원 프린팅 공정 단계>

① 모델링
•사용자가 원하는 제품의 설계를 위한 과정이며, 설계 이후 삼차원 프린팅 가능한 파일 형식(.STL
등)으로 변환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제품의 설계는 사용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부분과
삼차원 스캐닝 데이터 등을 활용해 설계하는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직
 접적으로 디자인 (CAD*): 적층제조 삼차원 모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외부 형상을 완전히
설명하는 삼차원 모델로 설계해야 한다. 대부분의 전문 CAD 솔리드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능하다.
* CAD : 컴퓨터 지원설계(Computer - aided design)

-이
 외에도 역공학 장비(예: 레이저 및 광학 스캐닝)를 이용하여 삼차원 스캐닝 데이터를 역설계
하여 삼차원 모델을 설계할 수도 있다.
•설계 이후에는 삼차원 프린팅이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을 해야하는데, 대부분의 삼차원
프린팅은 사실상 표준(de-facto) 이 된 STL파일 형식을 수용하고 있다. 이 파일은 CAD 모델의
외부 닫힌 표면을 설명하고 슬라이싱 계산의 기초를 형성한다.

Ⅱ. 삼차원 프린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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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M/ISO에서는 STL파일 포맷을 대체하기 위해 적층제조를 위한 파일 포맷인 AMF(Additive
Manufacturing File Format, 적층가공 파일 형식)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AMF는 지오메트리,
스케일, 색상, 재질, 격자, 복제본 및 방향과 같은 파일 사양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된
XML 기반 형식이다.

② 편집 및 변환
•삼차원 프린팅 편집 및 변환 단계는 설계 파일을 오류가 없이 수정하여 프린팅이 가능한 파일로
변환하는 단계이며, 삼차원 프린팅의 특성에 따라 지지 구조물의 설계, 적층 범위 설정, 적층
방법의 경로 제어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설계한 모델링 파일을 STL파일로 변환할 때 데이터 상에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작업을 거쳐야 프린팅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STL 보정 소프트웨어
(예: Autodesk Netfabb, Materialise Magics, Autodesk Meshmixer 등)를 통해 STL 파일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프린팅이 가능한 파일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설계 모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는 Flipped/Inverted Triangle, Bad Edges, Hole, Noise shell,
Intersection 등이 있으며, 해당 유형의 오류가 있으면 반드시 수정한 뒤 출력을 진행해야 출력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출력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오류가 없는 STL파일로 편집을 모두 완료했다면, 프린팅 시 무너지거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 구조물 생성, 삼차원 모델 오리엔테이션 등 빌드 준비 작업을 진행한다. 이 작업은 Autodesk
Netfabb, Materialise Magics와 같은 빌드 준비를 통해 가능하다.
•빌드 준비 작업의 종류로는 빌드 전략 설정, 툴 패스 계산, 제작 플랫폼에 모델 배치, 후처리 방식
설정 등 삼차원 프린팅 공정별로 상이하다. 특히, PBF(Powder Bed Fusion)방식의 경우 소재
제약조건, 에너지원, 층 두께, 타이밍 등과 같은 빌드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빌드 준비를 모두 마친 모델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프린터의 특정 명령으로 변환하는 슬라이싱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재 압출 방식의 경우, 슬라이싱을 진행하면 STL형식의
모델에서 g-code 형식의 프린터 명령으로 변환되며, 이러한 작업은 Cura, Slic3r, Kisslicer와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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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빌드
•기계 형식으로 변환된 모델은 장비의 동작을 제어하는 펌웨어를 통해 인쇄되며, 출력물 만드는
것은 주로 자동화된 과정이며 기계는 대부분 감독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때 기계에 대한 피상적인
모니터링만 수행하면 재료의 부족, 전원 또는 소프트웨어 결함 등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④ 출력물 검사
•프린터가 제작을 완료하면 출력물을 제작 플랫폼에서 분리하고, 사용하기 전에 지지 구조물
제거, 표면 처리 등의 후처리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출력물이 정상적으로 인쇄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력물 검사 소프트웨어를 통해 후처리를 모두 거친 최종 모델과, 모델링한
CAD 파일과의 비교를 수행한다.

□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유형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차원 프린팅 공정에서 소프트웨어는 매우 다양하며, 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위해 유형을 분류하고 정부 과제와 연계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에서는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가이드라인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0555호)을 통해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를 용도 별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분류,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가이드라인(2016)>
용도

설명
현존하는 입체를 3D 모델로 역공학

모델링(Modeling)

3D 모델의 설계, 변경을 위해 사용
실제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이전에 3D 모델 파일의 출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STL파일의 무결성을 검사하고 편집하기 위해 사용

예시
3D 스캐닝 및
역설계 소프트웨어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STL 편집 소프트웨어

편집 및 변환
(Editing and Conversion)

모델링으로 생성된 STL파일을 3D 프린터가 어떠한 경로 및
원료를 사용해야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G-code로 변환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Ⅱ. 삼차원 프린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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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팅

프린터의 헤드/베드 조작, G-code 프린터 전송 등의 기능을 수행

(Printing)

호스트 소프트웨어

출력물 검사
(Monitoring and

3D 프린터로 생산된 출력물을 검증

출력물 검사 소프트웨어

Qualification)
3D 프린팅 공정계획 및
관리 지원

3D 모델 데이터 관리, 3D 프린팅 작업 계획 수립 및 공정

(3D Printing Process

모니터링, 3D 프린팅 작업 실적 보고서 생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Planning and

소프트웨어

3D 프린팅 공정계획 및
관리 지원 소프트웨어

Management Support)

● 또한 2018년도 R&D 기술 분류에서는 삼차원 모델을 생성/변형하는 삼차원 형상 획득/생성
소프트웨어, 출력 및 장비 운용과 관련된 출력 연계 소프트웨어로 구분하고 있다.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분류, SW ICT R&D 기술로드맵 2023(2018)>
분류

설명
의료용 모델링, CAD 모델링, 메시 모델링 SW 및

3D 형상 획득/생성 SW

시뮬레이션을 비롯하여 3D 프린팅 대상이 되는 3D
모델을 복원·생성·변형하는 모델링 기술

요소기술
3D 형상 측정, 역설계, CAD/디자인,
메시 모델링, 의료영상기반 모델링

서포터 생성, 슬라이서, 적층 해석 SW 등 가상 적층
시뮬레이션과 실 장비 출력에 사용되는 적층제조 서포터 생성, 슬라이싱, 적층 제어,
출력 연계 소프트웨어

호스트/컨트롤러, 출력 결과를 관찰하는 적층 구조해석/시뮬레이션,

적층모니터링,

모니터링 SW 등 3D 프린팅 출력 및 장비 운용에 공정계획, 검증/보정/피드백
관련된 핵심 SW 요소기술

● 본 가이드에서는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유형 중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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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란?
● 슬라이싱은 프린팅 전에 편집 및 변환 단계에서 삼차원 프린터가 삼차원 모델 파일을 읽을 수 있도록
한층 한층(Layer) 나누는 것을 말한다. 삼차원 모델을 삼차원 프린터로 인쇄하기 위해서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를 통해 지지 구조물 생성 등의 빌드 준비를 모두 완료한 뒤 삼차원 모델을 층(Layer)별로
슬라이싱해야한다.

<삼차원 프린팅 공정에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의 활용>

● 평범한 삼차원 프린터를 사용하더라도,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따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품질이 우수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는
좌표, 인쇄 속도, 노즐 및 베드 온도, 고급 치수 정확도, 지지 구조물 요구 사항 및 기타 정확도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STL 파일을 기반으로 형상을 생성한다.

Ⅱ. 삼차원 프린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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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 광중합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로는 Materialise Magics, Autodesk Netfabb,
Formlab PreForm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삼차원 프린터 개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외산 소프트웨어를 커스터마이징하여 프린터 납품 시 번들로 함께 제공하고
있다.
-슬
 라이싱 소프트웨어의 여러 기능 중 특히 소재 낭비와 지지 구조물 제거 등의 후처리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지 구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삼차원 모델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즉, 지지 구조물 생성은 빌드 성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 슬라이싱은

사용자가 정의한 두께로 z축을 따라 층별로 나누는 작업이며, 이를 통해 기계 코드로
변환된다. 코드 내부는 층 높이, 프린팅 속도, 밀도 등의 출력 프로파일을 포함한 기계의 이동
경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차원 프린터는 설정된 값대로 층을 한층씩 쌓아 완전한 출력물을
인쇄한다.

<슬라이싱(Slicing)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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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장 동향
1.1. 국내 시장 현황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는 매년 삼차원 프린팅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삼차원 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9년 국내 시장은 전년 대비 6.9% 성장한 4,234억원으로 `23
년까지 연평균 21.5% 성장하며 1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 및 성장률>

<국내 시장 전망>

● 부문별로 보면 공공 영역의 삼차원 프린팅 보급 확대와 민간 시장의 삼차원 프린팅 도입 증가로 인해
삼차원 프린터 제조 시장은 `18년 대비 38.7% 성장한 797.58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며 시장 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소재 제조시장도 장비 보급의 확대에 따라 `18년 대비 22.3% 상승한
57.73억원의 시장규모를 기록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은 `18년 대비 24.7% 상승한 387.30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했다.

<장비 제조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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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조업계에서도 제품 개발주기 단축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해 삼차원 프린터 활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장비 공급 업체는 주로 저가 산업용 및 개인용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다.
-대
 부분 산업용 삼차원 프린터는 외산 제품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국산 제품은 보급용
제품이 주를 이룬다. 국내 보급용 제품은 `19년 368.31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시장 규모를
형성하였고, 산업용 제품의 경우 기업은 ㈜윈포시스, ㈜캐리마, ㈜인스텍, ㈜로킷헬스케어, ㈜
센트롤 등 산업용 전문 삼차원 프린팅 기업들의 수요가 유지되면서 전년 대비 1.8% 소폭 상승한
시장 규모를 형성하였다.
-국
 내 보급용 제품 중 134.34억원 시장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외산 제품은 스트라타시스(Stratasys)
의 자회사인 메이커봇(Makerbot), 3D시스템즈(3DSystems)의 자회사인 큐비파이(Cubify) 등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년 국내 삼차원 프린터 보급용 시장 규모>

<`19년 국내 삼차원 프린터 산업용 시장 규모>

Ⅲ. 삼차원 프린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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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차원 프린팅 소재 제조 시장을 제품별로 살펴보면 플라스틱 계열이 전체 소재 제조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전반적으로 보급형 삼차원 프린터에 많이 활용되는 필라멘트 계열의 소재가 다수 사용되고
있다. 향후 산업용 시장을 이끌 금속 소재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19년 삼차원 프린팅 소재 제조 시장 비중>

●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개발 시장을 살펴보면 3D모델링/스캐닝 SW소비가 증가하며 `18년 대비
24.7% 성장한 387.3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했다. 제품별로는 제품 설계를 소프트웨어(예: 모델링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스캐닝 소프트웨어)가 전체의 약 90%를 육박하며, 이를 이어
호스트 소프트웨어가 5.6%, 스캐닝 소프트웨어가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유형별 시장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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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외 시장 현황
● 전 세계 삼차원 프린팅 시장은 일반 기계설비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장비의 성능 향상, 가격 하락
및 관련 서비스산업 발전에 힘입어 고속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19년도 세계 삼차원 프린팅 시장은
2018년도 대비 21.2% 상승한 118억 6,700만 달러로 추정된다.
● 또한, 삼차원 프린팅 시장은 크게 제품 시장과 서비스 시장으로 나누고 있으며, 전 세계 제품 시장은
`19년 기준 50억 4,300만 달러로 2018년 41억 2,200만 달러에서 22.3%로, 서비스 시장은 `19년 기준
68억 2,300만 달러로 2018년 56억 7,300만 달러에 비해 20.3%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글로벌 삼차원 프린팅 시장 규모, Wohlers Report 2020>

Ⅲ. 삼차원 프린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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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 보급용 삼차원 프린터 판매량은 약 70만대로, 전년 대비 19.4% 성장하였으며, 매출은 843.8
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하였다.

<보급용 삼차원 프린터 시장 규모, Wohlers Report 2020>

● 산업 분야별로는 자동차, 소비재 및 전자 기기, 항공 분야 순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19년 기준
16.4%, 15.4%, 14.7%를 차지하였다. 또한 의료/치과 및 교육 분야에서도 삼차원 프린팅을 활용한
완제품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 특히 소비재 및 전자기기 분야는 휴대폰, 가전 제품, 주방 용품, 장난감 등 광범위한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 분야는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 주기가 매우 짧아서 삼차원
프린팅을 통한 제품 개발이 매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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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별 삼차원 프린팅 시장 점유율, Wohlers Report 2020>

● 위와 같은 산업 분야에서 주로 시제품 제작(68%), PoC(Proof of Concept) 또는 테스트 모델 제작(59%),
생산(49%) 교육/연구(40%) 순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
 제품 제작의 경우 제품의 대량생산 수행 전, 제품의 전체적인 디자인, 사용성, 기능을 기존
방식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프로토타입 제작이 가능하므로 삼차원 프린팅이
나왔을 때부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이다.
- PoC 또는 테스트 모델 제작의 경우는 제품 제작 시 방법/이론이 생각한 대로 제작이 가능한지
테스트 해보기 위한 용도로 프로토타이핑 제작 분야와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
-생
 산 부문의 경우는 최근 삼차원 프린팅 팩토리의 발전과 함께 삼차원 프린터의 출력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생산부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 시장에서 새로운 소재 및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육/연구, 기계 부품, 의료
분야에서도 삼차원 프린팅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Ⅲ. 삼차원 프린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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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 프린팅 활용 목적, The State of 3D Printing 2020, Sculpteo(2020)>

● 해외삼차원프린팅제조업체의판매량시장점유율을확인해보면Stratasys(16.6%),Markforged(12.8%),
3D Systems(10.3%)를 차지하고 있다. Stratasys의 경우 2018년도 대비 판매량이 1.3%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율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별 삼차원 프린팅 시장 점유율, Wohlers Repor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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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
●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는 제품 설계와 출력물 인쇄 시 필수적인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과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영국의 시장조사기관인 IDTechEx에서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2018년 1.3천억원 규모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22%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장률은 CAE 소프트웨어*가 가장 높지만 CAM
소프트웨어*가 전체 시장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구조적 특징을 최적화하거나 유한요소해석 솔버를 활용한 프린팅 중의 변형 및 왜곡을
계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 CAM(Computer Aided Manufacture): 삼차원 프린팅을 위해 필요한 지지 구조물 생성, 슬라이싱 등의 단계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또, 산업용에 삼차원 프린터(ex. PBF 기술 기반)에서 사용하는 CAM을 Premium CAM이라 하고, 일반적인 삼차원
프린터 (ex. 소재 압출 기술 기반)에서 사용하는 CAM을 Midrange CAM이라 한다.

<글로벌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전망>

Ⅲ. 삼차원 프린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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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E 소프트웨어의 경우 현재 시장 규모는 작지만 금속 삼차원 프린팅 시장이 확대되면서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CAM 소프트웨어의 경우 하드웨어에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다양한
삼차원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CAM 소프트웨어 구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워크플로우 관리 소프트웨어*는 사용자마다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프린터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사용자들이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 워크플로우 관리 소프트웨어: 여러대의 프린터를 관리하며, 설계에서 프린팅까지의 프로세스 흐름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CAE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현황>

<CAM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현황>

<워크플로우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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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활용 사례 ①우주 항공 분야) 스위스 기업인 RUAG는 Altair사의 Hyperworks 소프트
웨어와 EOS의 M400 프린터를 활용하여 인공위성 안테나 브라켓을 재설계하였다. 특히 Altair의 위상
최적화 및 설계 기능을 활용하여 이론적으로 완벽한 안테나 브라켓 형태를 구현했다. 소재는 알루미늄
AlSi10Mg이 사용되었으며, 무게를 1.6kg에서 940g으로 약 40% 감소시켰으며 고강도 및 강한 응력을
갖추었다.

<위상 최적화를 적용한 RUAG의 인공위성 안테나>

● (소프트웨어 활용 사례 ②의료 분야) 독일 기업인 Fraunhofer IWU은 Concept Laser의 M2장비를
활용하여 고관절 임플란트를 제작하였다. 소재는 티타늄을 사용하였으며, 래티스 구조를 적용하여
주변 골밀도 손실을 줄이고 유착을 개선하여 임플란트의 수명을 연장시켰다.

<격자구조를 적용한 Fraunhofer IWU의 고관절 임플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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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술 동향
2.1. 삼차원 프린팅 기술 유형
● 삼차원 프린팅 기술은 적층가공 공정과 소재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최초의 적층가공
방식은 1981년 나오가시립 연구소의 히데오 코다마가 개발하였으나,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한 것은
미국의 발명가 찰스 헐(Charles Hull)이다. 그는 1984년에 최초로 삼차원 프린터 회사인 3D Systems를
설립하고 액체기반의 SLA 기술 특허를 출원하였다. 삼차원 프린팅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현재
약 20여 가지의 기술유형이 존재하며, 각 기술의 원리는 아래와 같다.
<삼차원 프린팅 공정 분류>
공정 분류
소재 압출
(Material Extrusion)

기술 분류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SLA
(Stereolithography)

수지 광중합

DLP

(Vat

(Digital Light

Photopolymerization)

Processing)

기술 설명
필라멘트 형태의 얇은 플라스틱 실을 노즐 안에서 녹여 아래부터 위로
층층이 쌓아나가는 방식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가 담긴 수조안에 UV 레이저를 조사하여
층층이 레이저가 움직이는 선에 따라 재료를 굳혀서 적층하는 방식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가 담긴 수조안에 빔프로젝터와 같은 UV
조광 장치를 이용하여 재료를 굳히고 면단위로 적층하는 방식

CDLP
(Continuous Digital
Light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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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분사
(Material Jetting)

MJ

프린트 헤드에 수백개의 작은 노즐에서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를

(Material Jetting)

베드위에 뿌림과 동시에 UV 램프로 재료를 경화시켜 적층하는 방식

NPJ

금속이나 세라믹의 물방울 형태 나노 입자를 분사하고 내부의 높은

(Nano Particle Jetting)
DOD
(Drop on Demand)

접착제 분사

BJ

(Binder Jetting)

(Binder Jetting)
SLS
(Selective Laser
Sintering)
MJF
(Multi Jet Fusion)

온도를 이용하여 재료를 경화시켜 적층하는 방식
왁스를 소재로 사용하며 두개의 노즐이 있어 출력물과 지지 구조물을
각각 분사하여 생성하고, 출력 후에는 지지 구조물을 전용 용액으로
녹여내는 방식
세라믹(유리, 석고) 및 금속(스테인레스 스틸) 기반 분말 재료의 얇은
층이 결합이 가능하도록 접착제를 뿌려 적층하는 방식.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재료를 얇게 깔고 레이저를 적층 경로에 따라
쏘아 재료를 소결시키며 적층하는 방식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재료를 얇게 깔고, 소재를 녹이는데 도움을
주는 촉매와 녹는것을 막아주는 촉매를 도포하여 소재가 녹은 곳이
적층되는 방식

분말 적층 용융
(Powder Bed Fusion)

DMLS/SLM
(Direct Metal Laser

분말 형태의 금속 재료를 얇게 깔고 레이저를 적층 경로에 따라 쏘아

Sintering/Selective Laser 재료를 용융시키며 적층하는 방식
Melting)
EBM
(Electron Beam
Melting)
LENS
(Laser Engineering Net
고에너지 직접 조사

Shape)

분말 형태의 금속 재료를 얇게 깔고 고에너지의 빔을 적층 경로에
따라 쏘아 재료를 용융시키며 적층하는 방식

적층을 할 부분에 금속 분말을 분사하고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하여
용융시키며 적층하는 방식

(Direct Energy
Deposition)

EBAM
(Electron Beam Additive
Manufacturing)

판재 적층
(Sheet Lamination)

금속 분말 또는 와이어 재료 기반으로 고출력 전자빔을 사용하여
용접시키며 적층하는 방식

LOM

종이, 플라스틱 등 시트 형태의 재료가 가열된 롤러로 출력모형에

(Laminated Object

맞게 붙여지고, 나머지 부분을 레이저가 잘라내어 제거하여 적층하는

Manufacturing)

방식
※ 출처: 3dhubs.com/what-is-3d-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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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삼차원 프린팅 주요 기술
현재 국내·외 산업용, 개인용 프린터에 널리 사용되는 인쇄방식으로는 FDM, DLP, SLA, SLS, SLM 이
있으며, 이 5가지 인쇄 방식의 출력 방법 및 특성에 대해 기술한다.

1) FDM 방식
● FDM 방식은 소재압출기술의 대표적인 방식으로, FDM은 오늘날 전문 분야에서 아마추어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FDM 방식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제어되는 헤드에 의해
고체 필라멘트를 고온에서 압출시킴으로써 반 액상 재료를 표면에 증착시키는 원리이며, 주로 ABS,
PLA, polycarbonate 등 소재를 사용한다.
● FDM 방식은 증착 이후 상온에서 물체가 자연적으로 경화되기 때문에 인쇄 후 경화를 위한 별도의 후
처리가 필요 없으며, 다른 방식의 프린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반면, 한 개의 제품을 인쇄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표면처리가 매끄럽지 못해 정밀성과 품질 저하가 일어날 수 있어 완제품 보다는
시제품 제작에 주로 사용된다.
● 상용 FDM 프린터는 Stratasys가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영국에서 시작된 커뮤니티인 RepRap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반 사용자들도 FDM 프린터 개발에 자유롭게 참여고 있다. RepRap을 기반으로
Makerbot, Ultimaker와 같은 보급형 프린터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 출처: https://www.3dhubs.com/guides/3d-printing

<FDM 방식 프린터 구조>

36

수지 광중합(Vat Photopolymerization)방식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2) DLP 방식
● DLP 방식은 빛에 의해 경화되는 광경화성 수지에 빔프로젝터를 쏘아서 면단위로 적층하는 기술이다.
DLP 방식은 FDM이나 SLA방식처럼 각층마다 경로를 구성하여 면을 만드는 형태가 아닌 전체 면을
한번에 노출시켜 출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출력속도가 빠르다.
● 하지만, 빔프로젝터의 특성상 면이 픽셀단위로 출력되기 때문에 빔프로젝터의 해상도가 좋지 않으면
출력물의 표면 품질이 떨어진다. 또, 출력물의 크기가 커지거나 대량으로 출력물을 배치할 경우에도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출력물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출력물의 크기, 빔프로젝터의
해상도 등을 고려하여 작고 디테일한 출력물을 빠른시간에 출력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 출처: Wohlers Report 2020

<DLP 방식 프린터 구조>

3) SLA 방식
● SLA 방식은 최초로 개발된 삼차원 프린팅 기술로써 자외선 빔이 액상 플라스틱 수지에 조사될 때 포토
폴리머의 경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액상 소재 기반의 광조형 가공 방식이다. 액체 형태의 광경화성
수지가 담긴 용기 안에 레이저 빔을 투사하여 각층을 제작 플랫폼 위에 적층하며, 각 층이 쌓일 때마다
제작 플랫폼 이 액상 위로 이동하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친다
● SLA 프린터의 주요 소재는 액상 형태의 폴리머이며, FDM 프린팅 방식에 비해 정밀도가 높은 제품
구현이 가능하여 시제품 제작용으로 사용된다. 또한 표면 처리가 매끄러워 별도의 후 가공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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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지 않으나 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SLA 가공에 사용된 재료는 액상이므로 한 공정이
완료되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 출처: https://www.3dhubs.com/guides/3d-printing

<SLA 방식 프린터 구조>

4) SLM 방식
● SLM 방식은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하여 금속 파우더를 용융 및 결합시켜 출력물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SLM 방식의 프로세스는 제작 챔버에 불화성 가스로 가득 채우기 및 온도 가열이 완료되면,
금속파우더를 얇게 제작 플랫폼 위에 핀다. 그 후, 출력물의 경로에 맞게 레이저를 쏘아 재료를 적층하며,
한층의 적층이 완료되면 금속파우더를 피고, 레이저를 쏘는 과정을 출력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한다.
● SLM의 경우 기존에 금속 출력물들의 경량화, 모형 최적화, 단일 출력물 결합 등을 수행하여 기능이
향상된 출력물을 출력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방식으로 항공 및 우주산업과 같은 산업분야의 핵심적인
기술 역할을 하고 있다.
● 다만, 현재는 금속 삼차원 프린터 장비 및 소재의 비용이 높기 때문에, 출력을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며, 출력 완료 후 잔류응력제거를 위한 열처리 및 지지 구조물 제거 등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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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3dhubs.com/guides/3d-printing

<SLM방식 프린터 구조>

5) SLS 방식
● SLS 방식은 분말형태의 재료에 고온의 레이저 빔을 가함으로써 고열에 의해 녹는 재료 부분을 적층하여
제품을 제작한다. 즉, 분말형 재료에 압력을 가하여 경화시킨 후 녹는점에 가까운 온도로 가열함으로써
재료의 접합면에서 접합과 증착이 일어난다. 소재는 분말형태의 폴리머와 금속이 사용되며 롤러
(roller)를 이용하여 적층, 이후 레이저 빔이 적당 각도로 반사해 선택적으로 제품을 형성한다. 다른
인쇄 방식에 비해 강도가 우수하나, 정밀도가 떨어지며 인쇄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 출처: https://www.3dhubs.com/guides/3d-printing

<SLS방식 프린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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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삼차원 프린팅 소재 유형
● Wohlers Report 2020에 따르면, 고분자 화합물인 포토폴리머 소재가 31.9%, 폴리머 파우더 형태가
28.1%, 필라멘트가 20.6%, 메탈 소재가 17.4% 순으로 활용되고 있다.

<삼차원 프린팅 소재 현황>

● 이 중 폴리머 소재는 크게 열가소성 수지와 열경화성 수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많이 사용되는
재료로는 열가소성 수지로는 FDM 기술에 사용되는 필라멘트, SLA 기술에 사용되는 액체 형태의
재료, 열경화성 수지로는 SLS 기술에 사용되는 파우더 형태의 재료가 있다.
● 금속 소재는 대부분이 파우더 형태로 사용되며, SLM, EBM, DED 기술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금속
삼차원 프린터의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금속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항공,
자동차, 의료 산업 분야에서 금속 소재를 활용한 삼차원 프린팅 출력물들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출처: https://www.3dhubs.com/guides/3d-printing

<삼차원 프린팅 소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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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DM방식 삼차원 프린터용 소재
•FDM방식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열가소성 수지가 필라멘트 형태로 압출되어야 하며, 출력된
제품의 강도, 내구성 등이 적절해야 한다. FDM 방식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재료로는 PLA, ABS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나일론, PC, PVA, TPU, HIPS 등이 있다.
<FDM 방식 소재 종류>
소재 종류

설명

노즐온도

PLA소재는 옥수수 전분을 이용해 만든 재료로서 무독성 친환경적 재료이다. 열변형에
PLA

의한 수축이 적어 다른 FDM 방식 재료에 비해 정밀한 출력이 가능하다. 경도가 다른
플라스틱 소재에 비해 강한 편이며, 표면에 광택이 있고 히팅 베드 없이 출력이 가능하다.

180-230℃

하지만 지지 구조물 생성 시 제거가 어렵고 표면이 거칠다.
유독가스를 제거한 석유 추출물을 이용해 만든 재료로, 강하고 오래가면서 열에도
ABS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파이프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220-250℃

소재이며 가격도 PLA에 비해 저렴한 편이지만 출력 시 휨 현상이 있을 수 있다.
ABS, PLA보다 강도 높은 재질로 기계 부품이나 RC 부품 등 강도와 마모도가 높은
나일론

특성의 제품을 제작할 때 주로 사용된다. 충격 내구성이 강하고 특유의 유연성과 질긴
소재의 특성 때문에 휴대폰 케이스나 의류, 신발 등을 출력하는 데 유용하다. 인쇄물의

240-260℃

표면이 깔끔하고 수축률이 낮다.
전기 절연성, 치수 안정성이 좋고 내충격성도 뛰어난 편이라 전기 부품 제작에 가장 많이
PC

사용되는 재로이다. 연속적인 힘이 가해지는 부품에는 부적당하지만 일회성으로 강한

250-305℃

충격을 받는 제품에 주로 쓰인다.

PVA

고분자 화합물로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 주로 지지 구조물에 활용된다. PVA 소재를 지지
구조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듀얼 노즐 방식의 프린터를 사용해야 한다.

220-230℃

ABS, PLA의 중간 정도의 강도로 신장률이 뛰어나 출력 시 끊어지지 않으며, 고유의
HIPS

접착성을 가지고 있어 히팅 베드 면에 접착이 우수하다. 또한 리모넨(Limonene) 용액에

215-250℃

녹기 때문에 PVA 소재와 마찬가지로 지지 구조물 용도로 많이 활용된다.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탄성 수지인 TPU 소재는 내마모성이 우수한 고무와 플라스틱의
TPU

특징을 고루 갖추고 있어 투과성이 우수하며 마모에 강하다. 탄성이 뛰어나 휘어짐이

210-230℃

필요한 부품 제작에 주로 활용된다.
※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3D프린터용 제품제작 학습모듈, 2020

Ⅲ. 삼차원 프린팅 동향

41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신뢰성 확보 가이드

2) SLA방식 삼차원 프린터용 소재
•SLA방식은 FDM방식과는 달리 출력물 재료로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를 이용하다. 용기에
담긴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를 빛으로 경화시켜 출력물을 만드는 방식이다. 주로 UV레진과
가시광선 레진을 이용한다.

소재 종류

설명
UV광선을 쏘이게 되면 경화가 되며, SLA방식 삼차원 프린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재로이다. UV

UV레진

광경화성 레진은 355~365mm의 빛의 파장대에 경화되는 레진이며, 정밀도가 높은 편이지만 강도가 낮은
편이라 시제품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가시광선 레진

가시광선을 레진에 쏘이게 되면 경화되는 레진으로 파장대는 UV 파장대를 제외한 빛의 파장에 의해
경화된다. 구조물을 제작할 때 별도의 암막이나 빛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
※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3D프린터용 제품제작 학습모듈, 2020

3) SLS방식 삼차원 프린터용 소재
•SLS방식은 고체 분말을 재료로 하여 출력물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분말, 세라믹 분말,
금속 분말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될 수 있다.

소재 종류

설명
주로 나일론 계열의 폴리아미드가 SLS 방식에서 사용된다. 의류, 패션, 액세서리, 핸드폰 케이스 등 직접

플라스틱 분말

만들어서 착용하는 제품을 프린트할 때 사용한다. 또한 플라스틱 분말은 염색성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다.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보통 산소와 금속이 결합된 산화물, 질소와 금속이 결합된

세라믹 분말

질화물, 그리고 탄화물 등이 있다. 알루미나(Al203), 실리카(SiO2) 등이 대표적이다. 플라스틱에 비해
강도가 강하며, 내열성이나 내화성이 탁월하다.
금속 재료는 철, 알루미늄, 구리 등 하나이상의 금속 원소로 구성된 재로이다. 삼차원 프린터에서는 주로

금속 분말

알루미늄, 티타늄, 스테인리스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금속 분말은 자동차 부품과 같이 기계 부품 제작 등에
많이 사용된다.
※ 출처: 국가직무능력표준 3D프린터용 제품제작 학습모듈,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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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글로벌 삼차원 프린팅 기술의 발전 방향

1) 플라스틱용 소형, 모듈화 프린터 증대
•2010년 초반에는 FDM 방식의 데스트톱 프린터가 등장하면서, 플라스틱을 녹여서 선택적으로
증착하는 삼차원 프린터가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되었지만 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삼차원
프린터가 모든 가정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는 꿈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적층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엔지니어링, 시제품 제작 및 제조를 목적으로 한 프린터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후, SLA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소형화되어 사용하기 쉬운 형식으로 개발되었다.
2013년에 개발된 Formlabs Form 1은 고해상도 삼차원 프린터로 (이전에는 80,000 달러 이상의
프린터에서만 사용 가능) 3,300 달러에 전문적인 시장에 출시되었다. 다양한 기능성 재료를
제공하는 이 기술은 치과 및 보석 산업뿐만 아니라 제품 설계 및 엔지니어링 산업분야에서 삼차원
프린터 사용을 확대시켰다.
•이후 삼차원 프린팅 기술은 산업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기술인 SLS방식을 적용한 데스크탑용
삼차원 프린터가 개발되었다. 다른 데스크탑 AM 프로세스와 달리 SLS는 나일론과 같은 열가소성
수지로 사출 성형 된 제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출력물 제작이 가능하다.
•3년 전까지 가장 저렴한 SLS 프린터 가격은 약 $ 200,000 였지만, 나일론 출력물 제작이 가능한
데스크탑용 SLS 프린터(예: Formlabs의 Fuse 1)는 현재 10,000 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장비
소유권을 고려할 때 기술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벤치 탑 SLS는
프로토 타이핑을 넘어서 최종 사용 부품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컴퓨터는 본래 반복적인 작업에 적합하며 여러 회사에서 구조적 성능을 최적화하고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십억 개의 디자인 변형을 생성 및 평가할 수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설계자
또는 엔지니어는 요구 사항 및 최적화 목표를 지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좌석이
바닥에서 높이가 일정하고 무게를 지탱해야하며 의자는 최소량의 재료를 사용해야한다 와 같은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점차적으로 다른 디자인을 생성하기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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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의 목표에 따라 각각의 디자인을 평가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을 다시 수정한다.
•이러한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한 설계는 매우 최적화된 결과를 제시하며, 수동으로 설계를
수정하면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종종 요구 사항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진 유기 기하 구조와 미세 조정된 격자가 포함된다. 오토데스크사는 Dreamcatcher
라는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알고리즘은 수백만개의 의자 설계를 평가하여 강도와 소재 사용을
최적화하는 설계를 선정한다.

<Autodesk의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한 제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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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능은 최근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위상 최적화
-위
 상 최적화(Topology Optimization)는 제품의 성능을 최대화하기 위해 주어진 하중, 제약 조건
및 구속 조건에 대해 주어진 설계 공간 내에서 재료 레이아웃을 최적화하는 수학적 방법이다.
위상 최적화 알고리즘은 Autodesk의 Dreamcatcher 및 Fusion360, Dassault Systems의 Simulia,
Altair용 HyperWorks, Desktop Metal의 Live Parts 등이 있다.
기존 브라켓

위상 최적화 수행

개선된 브라켓

<Altair의 위상최적화 사례>

② 래티스 생성
-래
 티스 구조 설계(Lattice Structure Design)는 제품의 형태와 강성은 유지하면서 제품의 무게와
제작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로, nTopology의 Element Pro 와 Autodesk의 Netfabb 등이
있다.

<nTopology의 격자 구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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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계 자동화
-사
 용자가 소프트웨어에서 매개 변수를 지정하면 소프트웨어가 설계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이러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워크플로우를 자동화시키면 삼차원 프린팅을
진행할 때 설계 및 출력 단계에서의 수작업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다.
-예
 를 들어 driveworks는 solidworks 모델, 어셈블리 및 도면에서 수동으로 변경한 파라미터를
캡처하고, Driveworks Rules Builder를 사용하여 캡처된 매개변수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 또한 Materialise사의 Robot은 모듈 형식으로 구성되어 견적, 데이터 복구,
품질 검사, 데이터 최적화 등을 자동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자동화 및 간소화된 워크플로우
•대부분의 AM 공정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은 인건비이다. 삼차원 프린터로 출력물을
제작하는 것부터 삼차원 프린터에서 출력물을 제거하고 세척, 열처리, 연마, 코팅 등 후처리를
수행하는 부분까지 모두 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공정 및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듀얼 노즐 FDM 프린터는 지지 구조물 소재를 바로 씻어낼 수 있도록 수용성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일부 SLA 프린터는 자동 세척 및 후처리를 통해 워크플로우를
단순화하고 있다. Formlabs, Stratasys, 3D Systems 및 Mass Portal은 모두 플라스틱용 자동 소형
모듈형 프린터 셀을 도입하여, 작업자의 작업을 줄이기 위해 부품 제거를 로봇팔과 갠트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하고, 연속생산을 위해 하루 24시간 가동한다. 이 스마트셀 관리 소프트웨어는 인쇄
대기열을 최적화하고 원격 모니터링을 제공하며 공장의 CRM, ERP, MES 시스템과 통합된다.
일련의 센서가 인쇄 오류를 감지하고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한 시스템이 고장나면 다른
시스템이 작업 부하를 분산시키고 중단없이 생산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화 셀은 데스크탑 시스템의 클러스터를 생산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삼차원
프린팅의 경제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며, 또한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모두 동일한 삼차원 프린팅
플랫폼을 사용하여 프로토타입과 제조를 모두 제작할 수 있으므로 제품 개발주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로봇은 지지 구조물을 제거하고 코팅을 적용하며 접착제를 사용하여 여러 삼차원 프린팅된
부품 및 기존 부품을 결합하여 디지털 제작을 넘어 "디지털 어셈블리"로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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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labs의 Form cell>

4) 소재 향상
•적층 제조 시스템은 광범위한 재료로 작업하며 하나의 기계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용도의 부품을
생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LA 와 같은 수지 기반 폴리머 삼차원 프린팅 공정은 소형 데스크탑 SLA 프린터를
이용하면 개인 치과에서 생체 적합성 스플린트 및 수술 가이드를 생산할 수 있으며, 대형 프린터를
이용하면 자동차 공장용 지그, 고정 장치 및 내열 금형을 생산할 수 있다.
•고온 수지는 저압 플라스틱 사출 성형에 사용될 수 있으며 백랍과 같은 연질 금속을 주조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성형 품질이 하드 툴링의 품질과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삼차원 프린팅
몰드는 툴링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중소형 생산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SLS 및 FDM 부품은 산업 생산 라인을 위한 지그 및 고정구를 제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FDM을 위한 PEEK, ULTEM 및 강화 엔지니어링 열가소성 수지는 금속 부품을 대체하기
위해 향상된 기계적 특성과 온도 저항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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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 프린팅 소재의 다양한 활용>

5) 금속 삼차원 프린팅
•금속 삼차원 프린팅 시장은 지난 몇년동안 엄청나게 성장하였다. 금속 삼차원 프린팅은 항공 우주
및 의료 기기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사용되는 특이한 형상의 강철, 티타늄, 니켈 합금 및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뛰어난 고성능 부품 제작이 가능하다. 이러한 산업은 금속 부품 제조에 있어
삼차원 프린팅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래티스 구조를 적용한
출력물은 재료와 출력물의 무게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기존 금속 AM 시스템은 SLM 및 DMLS이다. 플라스틱 SLS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정은 열원을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녹여서 얇은 분말 소재로 물체를 만든다. 최근까지만해도
이러한 금속 삼차원 프린터의 엄청난 비용과 복잡성 때문에 고부가, 저용량 어플리케이션 외에는
활용도가 낮았다. DMLS과 SLM 금속 프린터는 40만 달러부터 시작하여 100만 달러를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숙련된 운영자와 신중하게 제어되는 환경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SLS 프린트와
달리, 레이저 소결 금속 부품은 지지구조가 필요하고, 최종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후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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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top Metal과 Markforged는 저가형 시장을 타겟팅하여 소형의 삼차원 프린터를 개발했다.
FDM과 유사하게 작동하지만 플라스틱 매트릭스와 결합된 금속 분말로 만든 복합 재료를
사용한다. 전체 시스템에 대해 약 $100,000의 가격으로 시작하는 이 시스템은 기존의 레이저
기반 금속 AM 시스템보다 훨씬 저렴하다.

<Markforged사의 Metal X 장비>

<Desktop Metal의 Fiber™ 장비>

2.5. 국내 삼차원 프린팅 기술의 발전 방향
•국내 삼차원 프린팅 장비의 경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장비 기술(PBF, DED, PP 등)에 대한
기술력이 다소 미흡하여 대부분 글로벌 선도기업의 장비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윈포시스는
의료분야에 활용 가능한 PBF장비, 인스텍은 DED장비, 신도의 경우 세라믹 소재 기반의 소재 압출 장비
및 PP장비를 개발하며 국내 삼차원 프린팅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재의 경우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소재(금속, 세라믹, 복합소재 등)가 다양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이며, 기업이 아닌 학계 및 연구소 위주로 개발이 진행중이다.
•삼차원 프린팅 기술 응용에 필요한 삼차원 스캐너 장비 및 소프트웨어, 삼차원 측정 장치, 해석·
시뮬레이션 툴, 삼차원 모델링 툴, 슬라이서, 설계·디자인 소프트웨어 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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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를 위한 역량은 미흡하여, 대부분 국내 삼차원 프린팅 장비는 외산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에서 삼차원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로는 항공, 선박, 중공업, 의료
분야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의료분야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삼차원 프린팅 응용에 적합한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응용 소프트웨어의 활발한 개발과 산업 확산에
필요한 서비스 개발이 추진 중이다.
•국내의 삼차원 프린팅 기술 성숙과 저변 확대에 따라 DfAM*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부각되고 있지만
DfAM 소프트웨어 개발은 미흡하며, 대부분 외산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삼차원 프린팅을 위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있다.
* DfAM: 삼차원 프린팅 특성을 반영해 제품 경량화 설계, 표면적 극대화, 생체모방구조, 다공성 구조, 구조최적화 등을 위한 솔루션

•국내 삼차원 프린팅 기술의 응용분야 확대에 따라 삼차원 프린터 온라인 공유 플랫폼과 같은
응용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삼차원 프린팅 가격 예측, 출력 및
배송 상황 공유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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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정책 동향
3.1. 국외 주요국 정책

●미
 국
-미
 국은 2012년도에 제조업 혁신 및 발전을 목표로 삼차원 프린팅 기술개발에 3천만 달러
규모의 특화연구소 건립 계획을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삼차원 프린팅 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국가제조업 혁신 연례보고서 및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삼차원 프린터 활용 등
첨단제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 촉진 및 기술 기반 산업 인프라 조성 중에 있다.
-미
 국의 삼차원 프린팅 산업 지원정책은 크게 제조업 원가 절감, 에너지 소재 절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에너지 소재 절감은 삼차원 프린팅 기술 도입을 통해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에너지 및
소재의 절감을 추구하고, 원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조 인프라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삼
 차원 프린팅은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대량생산·물류 기반의 경제구조에서 중국과 차별화된
이탈을 꾀하여 신속한 디지털·분산제조로의 이행을 통한 룰 체인저로서의 자리매김하였으며,
압도적 우위에 있는 국방,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서 선산업화를 시도하고 비지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산업화의 빗장을 여는데 성공하였다.
-예
 를 들어 항공 분야에서는 대량맞춤양산을 시작한 연료노즐 이 외에도 트보프롭 부품 등 부품
일체화에 성공한 개발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며, 의료 분야에서는 NIH (미국국립보건원)과 FDA
(미국식품의약국)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삼차원 프린팅 기술에 정보 공개와 연구지원을 통해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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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삼
 차원 프린팅 자체보다는 디지털 데이터로부터 직접 조형물을 만드는 디지털 생산기술을 통해
일본 기업의 강점강화와 약점극복이라는 접근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제조의 디지털화를 통한 제조
프로세스 및 제품 혁신, 시간과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제품혁신 등이 주안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프
 로슈머로서의 제조 저변 확대, 전문화된 서비스 뷰로우의 출현, 소셜미디어와 연계된 개방형
개발환경 등 메이커스 시대로의 산업생태계의 변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삼차원 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주요 분야 삼차원 프린팅 응용 연구 지원을 추진하여 신에너지산업,
의료제품, 바이오 분야 조직재생, 교육용 시뮬레이터 및 시뮬레이션 로봇 등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
 럽
-유
 럽연합은 2020년까지 첨단 기술 육성으로 GDP의 제조업 비중을 16%에서 20%로 늘릴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차원 프린팅 산업이 주요 대상으로 포함됨을 밝히며, 삼차원 프린팅 주요 산업별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유럽연합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독
 일은 인더스트리 4.0 극대화 등을 위한 ‘디지털전략 2025’ 발표 (’16) 하였으며, 영국은 정부
산하 기술전략위원회, 연구위원회에 삼차원 프린팅 기술 분야 18개 R&D 프로젝트 지원 (840
만 파운드), 초중등 교육과정에 ‘디자인과 기술’ 과목을 도입하고 장비 공공구매 유도하고 있다.
-최
 근 유럽 MDD(EU 의료기기 지침) 삼차원 프린팅 가이던스에 맞춤형 의료분야가 포함되었으며,
유럽연합 융커 플랜(Junker Plan)에서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창출 방안 중 하나로 바이오 삼차원
프린팅 산업 투자를 발표하였다.
●중
 국
-삼
 차원 프린팅 기술의 산업화 추진과 국제교류 가속화를 위해 베이징에 삼차원 프린팅
기술산업연맹 설립, 산·학 협력 가속화 및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였고, 공업정보화부에서 글로벌
삼차원 프린팅 기업 육성을 목표로 산업 플랫폼 구축 등 전방위적 지원하고 있다.
-적
 층가공 산업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삼차원 프린팅 기술 진흥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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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완성할 것이며, 2017년까지 삼차원 프린팅 응용 산업 플랫폼 구축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삼차원 프린팅 교육 시장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의료분야의 규제가 약해 의료 프린팅의
분야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3.2. 국내 정책
●정부의 삼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 시행(`16년) 이후 매년 정부는 삼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 계획
발표하고 R&D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2차 삼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계획(`20~`22)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 삼차원 프린팅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삼차원 프린팅 산업 현장 활용
가속화, 차별적 기술력 확보, 혁신성장 중심 산업기반 고도화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삼차원 프린팅 산업 추진방향, 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20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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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차원 프린팅산업진흥법(2016. 12) 발표 이후 3년마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의 4대
전략, 12대 중점과제를 구체화한 ‘삼차원 프린팅산업 진흥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는 ① 수요 연계형 성장기반 조성, ②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③ 기술경쟁력 확보, ④ 법·
제도 개선을 4대 전략으로 세우고, 기업 제조혁신지원, 국민 참여환경 조성,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삼차원 프린팅용 콘텐츠 시장 활성화, 삼차원 프린팅 소재, 장비기술 개발 등 11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
 금도 매년 ‘삼차원 프린팅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통해 삼차원 프린팅 기술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9대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력과 국방, 발전 등의 분야에서 민관 협력 체제를 구축중이고
공급 기술 확부, 수요연계형 품목연구, 설계디자인 중점연구 등으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 R&D의 경우, IITP에서 ICT R&D 기술로드맵 2023을 발표하여, 기존 해외에 의존되어 있던 기반기술
(적층해석 시뮬레이션, 구조해석기반 모델/서포터 최적화 등) 및 모델링, 디자인 툴 등에 대해 국내
기술 확보를 위해 R&D과제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소
 프트웨어 이외에 광원 엔진 등 해외에 의존적인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
분야에서 삼차원 프린팅 도입에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삼차원 프린팅 출력물을 사용하기
위해 소재 다양화, 디자인 고도화 등에 대해 연구과제를 진행 중에 있다.
구분

2018
모바일 3D 프린팅 오류
자동 검증 서비스

서
비
스

모바일 기반의 3D CAD
SW

달
성
목
표

2019

2020

2021

2022

2023

3D프린팅 응용 환자맞춤
의료용 치료물 디자인
3D프린팅 가상 출력· 3D프린팅 성형품 내구/ 3D프린팅 가상 출력
치료물 설계·제작
협업 서비스
재료별 출력검증 서비스 신뢰성 검증 서비스 시뮬레이션 통합 서비스
서비스

3D프린팅 응용 환자맞춤
보조기 디자인 SW 및
제작기술

환자맞춤 인공
어깨관절·고관절
수술계획 SW

3D프린팅 적층공정
제품 변형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및 출력검증 및 구조 보강·강화
SW
모델링 SW

3D프린팅 가상 출력
해석·검증·지능 SW
플랫폼

제
품
모바일 기반 레이저 3D 환자맞춤 치과용 치료물 소아두상교정기 디자인
맞춤형 디지털 신발제조
UVLED 선형 광원엔진
스캐너
디자인 SW
SW
플랫폼

< 삼차원 프린팅 산업 R&D 추진 방향 >

54

SW 융합형 고정밀
광원엔진

수지 광중합(Vat Photopolymerization)방식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 IDC에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삼차원 프린팅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사)한국적층제조사용자협회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
및 교육을 통해 조직이 삼차원 프린팅 기술에 액세스 할 수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의료분야는 한국에서 중점 분야이기 때문에 다양한 임플란트 케이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DC의 2017-2022 국내 삼차원 프린팅 산업 성장률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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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표준 동향
삼차원 프린팅 표준 제정은 ISO, ASTM 중심으로 이뤄져왔으며, 그 외 표준화 기구에서는 ISO, ASTM
표준을 재개정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여러 표준화 기구에서도 자체 삼차원 프린팅 표준 및 기술
규격을 개발하고 있다.

4.1. 국외 삼차원 프린팅 표준 현황

□ ISO/TC 261
● 2011년 삼차원 프린팅 관련 표준화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간사국은 독일이며, 참여국은
P멤버 (Participating, 정회원) 25개국, O멤버(Observing, 준회원) 8개국으로 구성됐다. 한국은 P멤버로
참여중이다.

<ISO/TC 261의 적층제조 표준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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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TC 261은 12개의 WG(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차원 프린팅 관련 표준의 이름을
정하거나 용어의 정의, 적층 제조 기술의 안전성 이슈, 시험 방법 회의 등을 담당한다.
<ISO/TC 261 워킹그룹 목록>
(20.5월 기준)

WG
AHG 5

AHG 6

CAG

JAG

JWG 10

JWG 11

JWG 12

WG 1

WG 2

WG 3

WG 4

WG 6

WG 타이틀 (역할)
ISO/TC 261 홈페이지 내용
(Content for ISO/TC 261 homepage)
ISO/TC 184/SC 1, SC4 간의 협업
(Coordination of work between ISO/TC 261 and ISO/TC 184/SC 1 and ISO/TC 184/SC 4)
의장 자문 그룹
(Chairman's advisory group)
ISO/TC 261-ASTM 42 JWG 활동에 대한 운영 위원회
(ISO/TC 261 - ASTM F42 Steering group on JG activities)
ISO/TC 44/SC 14 WG와 공동 그룹: 항공 우주 분야의 적층 제조
(Joint ISO/TC 261 - ISO/TC 44/SC 14 WG: Additive manufacturing in aerospace applications)
ISO/TC 61/SC 9 WG와 공동 그룹: 플라스틱용 적층제조
(Joint ISO/TC 261 - ISO/TC 61/SC 9 WG: Additive manufacturing for plastics)
ISO/TC 150/WG와 공동 그룹: 외과용 임플란트 분야에서의 적층제조
(Joint ISO/TC 261 - ISO/TC 150/WG: Additive manufacturing in surgical implants)
용어
(Terminology)
프로세스, 시스템, 소재
(Processes, systems and materials)
시험 방법 및 품질 명세
(Test methods and quality specifications)
데이터 및 설계
(Data and Design)
환경, 건강 및 안전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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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TC 261과 ASTM F42의 JG(Joint Group)으로는 2020년 5월 기준 26개의 그룹이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별 설계 지침 및 표준(JG57), “금속 분말에 대한 기술 사양” 연구 그룹(JG66) 등 삼차원 프린팅
관련 기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연구 활동을 진행 중이다.
<ISO/TC 261 – ASTM F42 JG (Joint Group)>
(20.5월 기준)

WG
JG 51

JG 52

JG 54

WG 타이틀 (역할)
용어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Terminology)
표준 시험 시료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Standard test artifacts)
설계의 기본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Fundamentals of Design)
플라스틱 소재의 압출 기반 적층 제조를 위한 표준 사양

JG 55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Standard Specification for Extrusion Based Additive
Manufacturing of Plastic Materials)
엄격한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금속 PBF 표준 사례

JG 56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Standard Practice for Metal Powder Bed Fusion to Meet Rigid
Quality Requirements)

JG 57

공정별 설계 지침 및 표준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Process-specific design guidelines and standards)
PBF 부품의 인증, 품질 보증 및 후처리

JG 58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Qualification, quality assurance and post processing of powder
bed fusion metallic parts)

JG 59

AM 부품용 NDT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NDT for AM parts)
적층제조 - 비파괴 검사 및 평가 - 부품에 의도적인 결함을 파종하기 위한 표준 지침

JG 60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Additive manufacturing — Non-destructive testing and
evaluation — Standard guideline for intentionally seeding flaws in parts)
AM 부품의 기계적 특성에서 이방성 효과에 대한 안내

JG 61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Guide for anisotropy effects in mechanical properties of AM
part)
적층 제조를 위한 라운드 로빈 연구 수행을 위한 가이드

JG 62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Guide for conducting round robin studies for additive
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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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분말 유동 특성의 특성화 테스트 방법
JG 63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Test methods for characterization of powder flow properties
for AM applications)

JG 64

JG 66

적층 제조 파일 형식 (AMF)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Additive Manufacturing File Format (AMF))
금속 분말에 대한 기술 사양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Technical specification on metal powders)
기능 등급 적층 제조 부품 설계를 위한 기술 보고서

JG 67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Technical report for the design of functionally graded additive
manufactured parts)

JG 68
JG 69
JG 70

JG 71

JG 72

JG 73

JG 74

삼차원 프린터를 위한 EH & S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EH&S for 3D printers)
금속 재료 사용을 위한 EH & S(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EH&S for use of metallic materials)
최적화된 의료 이미지 데이터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Optimized medical image data)
파우더 품질 보증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Powder quality assurance)
기계-생산 공정 자격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Machine - Production process qualification)
디지털 제품 정의 및 데이터 관리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Digital product definition and data management)
개인 자격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Personnel qualifications)
적층 제조 센터의 산업 적합성 평가

JG 75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Industrial conformity assessment at additive manufacturing
centres)

JG 76

JG 77

ISO 17296-3 및 ASTM F3122-14 개정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Revision of ISO 17296-3 & ASTM F3122-14)
금속 주조용 샌드 몰드의 시험 방법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Test method of sand mold for metalcasting)
AM 기계에 관한 안전 (유럽 표준, C형 표준에 관한)

JG 78

(Joint ISO/TC 261-ASTM F 42 Group: Safety regarding AM-machines (relating to harmonized
European Standards, Type C-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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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개발한 표준은 총 18건이며(`20년 12월 기준), 이 중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데이터 관련 표준은 총 6건이 있으며, 주로 삼차원 프린팅 일반 원리 및 설계 가이드라인을
기술별로 제시하거나,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파일 포맷을 기술하고 있다. 관련이 있는 표준은
아래 표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17296-2, 17296-4, 52910, 52911-1, 52911-2, 52915이다.
<ISO/TC 261의 적층제조 표준화 현황>
(20.5월 기준)

No.

1

2

3

표준 번호
ISO 172962:2015

ISO 172963:2014

ISO 172964:2014

표준명

발행 년도

적층 제조 - 일반 원리 - 제2부: 공정 분류들과 원료의 개요
(Additive manufacturing — General principles — Part 2: Overview of process

2015

categories and feedstock)
적층제조 - 일반원칙 - 제3부: 주요 특성 및 시험방법
(Additive manufacturing — General principles — Part 3: Main characteristics

2014

and corresponding test methods)
적층제조-일반원리-제4부: 데이터 처리 개요
(Additive manufacturing — General principles — Part 4: Overview of data

2014

processing)
플라스틱 - 주형 없는 기술을 사용하는 열가소성 재료의 테스트 시편 준비 -

4

ISO 275471:2010

part1: 일반 이론 및 테스트 시편의 레이저 소결
(Plastics — Preparation of test specimens of thermoplastic materials using

2010

mouldless technologies — Part 1: General principles, and laser sintering of
test specimens)

5

6

7

8

60

ISO/ASTM
52900:2015
ISO/ASTM
52901:2017

ISO/ASTM
52902:2019

ISO/ASTM
52903-1:2020

적층가공 - 일반원리 – 용어
(Additive manufacturing — General principles — Terminology)

2015

적층가공 – 일반원리 – 상용 AM 출력물 요구사항
(Additive manufacturing — General principles — Requirements for

2017

purchased AM parts)
적층제조 - 테스트 인공물 - 적층 제조 시스템의 기하학적 성능 평가
(Additive manufacturing — Test artifacts — Geometric capability assessment

2019

of additive manufacturing systems)
적층제조 - 플라스틱 소재의 소재 압출 방식 적층제조 - Part 1: 공급 재료
(Additive manufacturing — Material extrusion-based additive manufacturing
of plastic materials — Part 1: Feedstock materials)

2020

수지 광중합(Vat Photopolymerization)방식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9

ISO/ASTM
52903-2:2020

적층제조 - 플라스틱 소재의 소재 압출 방식 적층제조 - Part 2: 공정 장비
(Additive manufacturing — Material extrusion-based additive manufacturing

2020

of plastic materials — Part 2: Process equipment)
적층제조 - 프로세스 특성 및 성능 - 주요 응용 분야를 만족시키기 위한 PBF 공정

10

ISO/ASTM
52904:2019

예시
(Additive manufacturing — Process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

2019

Practice for metal powder bed fusion process to meet critical applications)

11

12

13

14

15

16

17

ISO/ASTM
52907:2019

ISO/ASTM
52910:2018

ISO/ASTM
52911-1:2019

ISO/ASTM
52911-2:2019

ISO/ASTM TR
52912:2020

ISO/ASTM
52915:2020

ISO/ASTM
52921:2013

적층제조 – 원천 소재 – 금속 파우더 정의를 위한 방법론
(Additive manufacturing — Feedstock materials — Methods to characterize

2019

metal powders)
적층제조 - 설계 - 요구사항, 지침 및 권고사항
(Additive manufacturing — Design — Requirements, guidelines and

2018

recommendations)
적층제조 - 설계 - 제1장: 금속 레이저 기반 PBF 방식
(Additive manufacturing — Design — Part 1: Laser-based powder bed

2019

fusion of metals)
적층제조 - 설계 - 제2장: 폴리머 레이저 기반 PBF 방식
(Additive manufacturing — Design — Part 2: Laser-based powder bed

2019

fusion of polymers)
적층제조 - 설계 - 기능 등급 기반 적층 제조
(Additive manufacturing — Design — Functionally graded additive

2020

manufacturing)
적층제조 파일포맷의 스펙
(Specification for additive manufacturing file format (AMF) Version 1.2)

2020

적층제조를 위한 표준 용어 - 좌표 시스템 및 테스트 방법론
(Standard terminology for additive manufacturing — Coordinate systems

2013

and test methodologies)
적층제조 - 품질 원리 - 항공 우주 분야에 사용되는 레이저 금속 분말 베드 융합

18

ISO/ASTM
52942:2020

기계 및 장비의 운용 자격을 갖춘 운영자의 자격
(Additive manufacturing — Qualification principles — Qualifying machine

2020

operators of laser metal powder bed fusion machines and equipment used
in aerospace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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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M F42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 1898년 설립된 미국의 민간단체 표준화기구로서, 제품 및 시스템 규격개발 등을 진행하는
미국재료시험학회이다.
● F42 기술위원회는 2009년에 삼차원 프린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ISO/
TC 261과 협약 이후 자문그룹 F42.95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은 약 725명 이상이며, 연간 2회 모임을
개최하여 약 150명의 회원이 회의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이 8개의 WG을 구성하고 있으며, WG별 시험 방법, 설계, 소재 및 프로세스 등의 분야에서
표준을 개발하고 연구 중이다.
<ASTM의 적층제조 표준화 현황>
(20.5월 기준)

No.

표준 번호

1

F2971 - 13

표준명

발행 년도

적층제조로 준비된 시편의 데이터 보고를 위한 실습 표준
(Standard Practice for Reporting Data for Test Specimens Prepared by

2013

Additive Manufacturing)
적층 제조 공정을 통해 제조된 금속 재료의 기계적 특성 평가를 위한 표준 가이드
2

F3122 - 14

(Standard Guide for Evaluating Mechanical Properties of Metal Materials

2014

Made via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es)
PBF 방식 티타늄-6 알루미늄-4 바나듐 적층 제조를 위한 표준 사양
3

F2924 - 14

(Standard Specification for Additive Manufacturing Titanium-6 Aluminum-4

2014

Vanadium with Powder Bed Fusion)
PBF 방식 티타늄-6 알루미늄-4 바나듐 ELI 적층 제조를 위한 표준 사양
4

F3001 - 14

(Standard Specification for Additive Manufacturing Titanium-6 Aluminum-4

2014

Vanadium ELI (Extra Low Interstitial) with Powder Bed Fusion)
적층제조 공정에서 금속 파우더의 특징 속성에 대한 표준 가이드
5

F3049 - 14

(Standard Guide for Characterizing Properties of Metal Powders Used for

2014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es)
PBF방식 니켈 합금(UNS N07718) 적층 제조를 위한 표준 사양
6

F3055 - 14a

(Standard Specification for Additive Manufacturing Nickel Alloy (UNS

2014

N07718) with Powder Bed Fusion)
PBF 방식 니켈 합금(UNS N06625) 적층 제조를 위한 표준 사양
7

F3056 - 14e1

(Standard Specification for Additive Manufacturing Nickel Alloy (UNS

2014

N06625) with Powder Bed Fusio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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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091/
F3091M-14

플라스틱 소재의 PBF 방식 표준 사양
(Standard Specification for Powder Bed Fusion of Plastic Materials)

2014

수지 광중합(Vat Photopolymerization)방식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PBF방식 스테인리스 합금(UNS S31603) 적층 제조를 위한 표준 사양
9

F3184 - 16

(Standard Specification for Additive Manufacturing Stainless Steel Alloy

2016

(UNS S31603) with Powder Bed Fusion)
10

F3187 - 16

금속 DED 방식 표준 가이드

2016

(Standard Guide for Directed Energy Deposition of Metals)
적층제조 표준 – 완제품 속성 – PBF 방식을 통한 코발트-28 크롬-6 몰리브덴 표준
사양

11

F3213 - 17

(Standard for Additive Manufacturing – Finished Part Properties – Standard

2017

Specification for Cobalt-28 Chromium-6 Molybdenum via Powder Bed
Fusion)
적층제조 표준 – 후처리 방법 – PBF 방식을 통해 제조된 열처리된 금속 부품
12

F3301 - 18a

(Standard for Additive Manufacturing – Post Processing Methods – Standard
Specification for Thermal Post-Processing Metal Parts Made Via Powder Bed

2018

Fusion)
적층제조 표준 – 완제품 속성 – PBF 방식 티타늄 합금을 위한 표준 사양
13

F3302 - 18

(Standard for Additive Manufacturing – Finished Part Properties – Standard

2018

Specification for Titanium Alloys via Powder Bed Fusion)
적층제조 표준 – 완제품 속성 – PBF AlSi10Mg 사양 - 레이저 빔
14

F3318 - 18

(Standard for Additive Manufacturing – Finished Part Properties –

2018

Specification for AlSi10Mg with Powder Bed Fusion – Laser Beam)

4.2. 국내 삼차원 프린팅 표준 현황

□ 국가표준원
● 국가표준원에서는 삼차원 프린팅 장비, 소재 등 관련 KS 부합화를 위해 ISO TC 261에서 발간한 표준
6건을 제·개정였다.
<국내 삼차원 프린팅 표준화 현황>
(20.5월 기준)

No.
1
2

표준 번호
KS D ISO/
ASTM52910
KS D ISO/
ASTM52921

표준명

발행 년도

적층제조 - 설계 - 요구사항, 지침 및 권고사항

2019

적층제조 - 일반원칙 - 좌표계 및 시험방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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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

3

4

ISO17296-4
KS D ISO/
ASTM52915
KS D

5

6

ISO17296-3
KS D ISO/
ASTM52900

적층제조 - 일반원리 - 데이터 처리 개요

2019

적층제조 파일 형식(AMF) 버전 1.2

2018

적층제조 - 일반원칙 - 제3부: 주요 특성 및 시험방법

2018

적층가공 - 일반원리 - 용어

2017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14년부터 TTA 디지털콘텐츠 프로젝트 그룹(PG610), 사물인터넷 네트워킹 프로젝트 그룹(SPG12)
에서 삼차원 프린팅 관련 표준을 제·개정 중이며, 이 중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및 파일 포맷에 대한
표준화는 PG610에서 작업 중이다.
<삼차원 프린팅 관련 TTA 단체표준 현황>
(20.5월 기준)

.PG

No
1

2

3

표준 번호
TTAE.OT10.0443

표준명
지능형콘텐츠 디바이스웹API 인터페이스 - 3D프린터

TTAE.OT-

지능형콘텐츠 디바이스웹API 요구사항 및 기술구조 모델 - 3D

10.0442

프린터

TTAK.KO-

다중 패치로 구성된 3D 스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압축

10.1128

파일포맷

발행 년도
2019

2019

2019

PG 610
4

5

6

64

TTAK.KO10.1127
TTAK.KO10.0863/R1
TTAK.KO10.0961

다중 재료를 지원하는 음식용 3D 프린팅 파일포맷

2019

텍스트 기반의 영역별 재질 지정이 가능한 3D 프린팅 파일포맷

2016

전자회로를 포함하는 3D 프린팅 출력물을 위한 데이터 파일포맷

2016

수지 광중합(Vat Photopolymerization)방식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7

8

TTAK.KO10.0953
TTAK.KO10.0864

맞춤형 온라인 3D 프린팅 서비스를 위한 메타데이터

2016

바이너리 기반의 멀티 재질을 지원하는 3D 프린팅 파일포맷

2015

모델의 슬라이스 정보를 이용한 레이어 기반 3D 프린팅 파일 포맷

2015

3D 프린팅 색상 변환 프로세스

2014

ICT DIY – 제15부: 3D 프린터 선정 지침

2016

ICT DIY – 제8부: 3D 프린팅 요구사항

2014

PG 610
9

10

TTAK.KO11.0188
TTAK.KO10.0784
TTAK.KO-

11

10.0789Part15/R1

SPG 12
12

TTAK.KO10.0789-part8

- 3D프린팅연구조합, ETRI, 연세대 등이 협업체계를 이루어 ISO/IEC JTC1 WG12 삼차원 스캐닝 및
삼차원 프린팅 국제 표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 제안 중인 삼차원 프린팅 국제 표준>
(20.7월 기준)

No

제목
Information technology — 3D Printing

1

and Scanning — Framework for Additive

ISO/IEC CD

nformation Technology — 3D Printing and

ICT 기반의 3D 프린팅 융복합 응용을 위한 용어

ISO/IEC

Scanning — Overview and vocabulary

표준

PWI 24398

의료영상 기반의 3D 프린팅 모델링을 위한 기본

ISO/IEC NP

Scanning — Medical Image-Based Modelling
— Part 1: General Requirement
Information technology — 3D Printing and

4

ICT 기반의 3D 프린팅 적층 제조를 위한 서비스

23510

Information technology — 3D Printing and
3

진행상태

플랫폼 요구사항 및 구조 정의

Manufacturing Service Platform
2

주요내용

Scanning — Medical Image-Based Modeling
— Part 2: Segmentation

절차 및 요구사항 정의

3531-1

의료 영상 기반의 3D 프린팅 모델링을 위한
딥러닝 기반 분할 방법 및 절차

ISO/IEC NP
3531-2

※ 출처: 3D프린팅 창의융합 표준화 포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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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 평가항목 분류
3. 주특성별 평가항목 소개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신뢰성 확보 가이드
수지 광중합(Vat Photopolymerization)방식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신뢰성 확보 가이드

01
품질 평가항목 개발 방법
□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항목
●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의 품질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항목을
개발하였으며, ISO/IEC 25010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모델), ISO/ASTM 17296-4 (데이터
프로세싱 개괄), ISO/ASTM 52910 (적층제조 설계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품질 평가항목을 작성하였다.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항목>

68

수지 광중합(Vat Photopolymerization)방식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항목 구분
-평
 가항목은 항목의 상하위 구성 관계에 따라 주특성, 부특성, 측정 항목, 점검 항목으로 구분되며,
각 구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
 특성: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특성
•부
 특성: 각 주특성에 포함된 세부 특성
•측
 정 항목: 부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측정기준에 따라 측정 방법으로 구성됨
•점
 검 항목: 각 측정 항목별 필수 점검 내용

<평가항목의 관계 예시>

-또
 한 평가항목은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제품군 별로 특성 구분이 가능한 공통 품질 특성과
특화 품질 특성으로 구분되며, 각 특성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
 통 품질 특성: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제품군과 상관없이 공통으로 평가할 수 있는 품질
특성으로, 주특성은 삼차원 프린팅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명시된 품질기준을 따고 있다.
•특
 화 품질 특성: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제품군(총 8종)별, 특화된 기능들을 평가할 수 있는
품질 특성으로, 제품군 별로 기능 및 활용분야 등 분석을 통해 각각 상이하게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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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특성 별 평가항목 구분 예시>

●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항목
-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항목은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
외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제품·시장 및 활용 분야를 분석하여 주특성, 부특성, 측정항목, 점검항목을
삭제·변경하여 개발하였다.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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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라이싱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항목 중, 공통 품질 특성은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모든
제품군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항목과 동일하게 사용된다.
-하
 지만, 특화 품질 특성의 경우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주요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평가항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시험수행 절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또
 한, 삼차원 프린팅 기술별 제품이 제공하는 기능 범위, 사용 목적, 활용되는 분야 등에 따라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특화 품질 특성의 측정항목 및 점검항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삼차원 프린팅
기술별로 제품의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항목이 상이하다.
-따
 라서, 본 가이드의 Ⅳ장부터는 수지 광중합 방식 프린터에서 활용되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을 주특성에 따른 부특성, 측정항목, 점검항목까지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삼차원 프린팅
업계 개발자들이 소재 압출 방식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품질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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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품질 평가항목 분류
●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품질평가항목은 기능적합성, 성능효율성, 사용성 등 크게 8가지의 주특성으로
분류되며, 부특성은 기능완전성, 시간반응성, 적절인식성 등 총 27개로 구성된다.
● 국내 삼차원 프린팅 업체들이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품질특성을
“필수”로, 권장하는 품질특성을 “선택”으로 구분하였다.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항목의 필수/선택 항목 구분>
주특성

기능적합성

부특성

기능 명세에 기재된 기능이 구현된 되었는지를 평가

필수

기능정확성

기능 명세에 제공된 기능이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를 평가

필수

기능적절성

사용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이 구현되었는지를 평가

필수

자원효율성
용량성

적절인식성

학습성
사용성
운영성
사용자 오류
방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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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선택

기능완전성

시간반응성
성능효율성

설명

기능 명세에 제공된 시간/처리량과 관련된 유형 및 응답 정도를 충족시키는지
평가

필수

기능 명세에 제공된 자원의 양과 유형을 충족시키는지 평가

필수

제품/시스템의 임계치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평가

필수

사용자가 제품 혹은 제품설명서를 보고 자신의 요구에 맞는 제품인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
사용자 문서, 제품 등을 통해 사용자가 제품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용이한지를
평가

필수

필수

제품이나 시스템을 얼마나 쉽게 운영 및 제어할 수 있는지를 평가

선택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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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성

심미성

선택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

선택

성숙성

시스템 정상 운영 환경에서 제품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평가

선택

신뢰성
결함허용성

복구성

분석성

변경성
이식성

정도

접근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에게 편안함과 만족스러운 상호 작용을 가능케하는

적응성

시스템 작동 시간, 서비스 사용 비율 등으로 제품이 운영되어야 하는 시간에 운영
가능한지를 평가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결함이 존재하더라도 제품이 의도된 대로 동작하는지를
평가
시스템 중단 또는 장애 발생 시 직접 영향을 받는 데이터를 복구하고 명시된 성능
수준(평균 복구 시간, 데이터 복구비율)을 설정할 수 있는지 평가
제품 사용 시 발생하는 오동작의 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로그 또는 진단기능이
제공되는지를 평가
제품/시스템의 변경이 용이하고, 변경 후 결함이나 고장을 발생시키지 않는지를
평가
소프트웨어가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환경으로 옮겨질 수 있는 효과성
및 효율성의 정도를 평가

선택

필수

필수

선택

선택

필수

설치성

제품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하고, 설치 시간이 명세된 시간을 충족하는지를 평가

필수

공존성

다른 제품과 기능 저하없이 운영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지를 평가

선택

상호운용성

서로 다른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간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를 평가

필수

데이터 파라미터를 명확히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는지를 평가

필수

호환성

지오메트리
적절성
가공허용성
부피감소성
표준준수성

후처리를 위하여, CAD모델 생성시 영역의 크기를 제품에서 명세한 만큼 확대/
축소할 수 있는지를 평가
비용/시간의 절약을 위해 부피 감소 기능이 적절히 제공되는지를 평가

선택
선택

삼차원 모델
정렬 및
지지 구조물

부품 정렬 및 지지 구조물 생성기능이 제품에서 명세한 유형을 충족시키는지를
평가

필수

적절성
파일포맷
적합성

적층제조 공정에 필요한 파일 포맷이 제품 명세에서 제공한 유형을
충족시키는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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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특성별 평가항목 소개
3.1. 기능적합성
기능적합성은 사용자의 목적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능력을 말하며,
기능적합성의 부특성으로는 기능완전성, 기능정확성, 기능적절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능완전성
-기
 능완전성은 기능 명세에 기재된 기능이 구현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기
 능완전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부특성

측정항목

기능적합성

기능완전성

기능구현범위

점검항목

참고페이지

기능 명세 여부
P. 88
기능 구현 여부

● 기능정확성
-기
 능정확성은 사용자 명세서에 제공된 기능이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기
 능정확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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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특성

부특성

측정항목

기능적합성

기능정확성

기능정확성

점검항목
제공된 기능의 정확한 결과 제공
정도

참고페이지
P.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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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적절성
-기
 능적절성은 기능 명세에 제공된 기능이 사용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현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해
 당 품질특성을 시험할 때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자주 식별되는 사용 목적
(usage objective)를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재 압출 방식의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는
슬라이싱 기능이 가장 주요한 기능으로 간주된다.
-기
 능적절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부특성

측정항목

기능적합성

기능적절성

사용목적의 기능 적절성

점검항목

참고페이지

단위 기능 적절성
P. 92
통합 기능 적절성

3.2. 성능효율성
성능효율성은 명시된 조건에서 사용된 자원의 양에 따라 제공되는 성능(performance)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성능효율성의 부특성으로는 시간반응성, 자원효율성, 용량성으로 구성된다.

● 시간반응성
-시
 간반응성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의 명세에서 제공된 시간/처리량과 관련된 유형 및 응답
정도를 충족시키는지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시
 간 반응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능(예: 슬라이싱 기능) 실행에 대한 테스트 시나리오
(사전 조건, 절차, 예상출력값 등)를 작성하여 확인한다.
-시
 간반응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부특성

성능효율성

시간반응성

측정항목

점검항목

참고페이지

평균 응답 시간

응답 시작에 소요되는 시간

P. 106

평균 처리 시간

작업(job) 당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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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효율성
-자
 원효율성은 기능 명세에 제공된 자원의 양과 유형을 충족시키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시
 간반응성과 마찬가지로, 특정 기능을 수행할 때의 자원효율성을 확인한다. 예를 들어, 슬라이싱
기능에 대한 자원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CPU 또는 GPU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GPU를 이용한다면 추가적으로 GPU 사용률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원효율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부특성

성능효율성

자원효율성

측정항목

점검항목

참고페이지

CPU 사용률

평균 CPU 사용률

P. 109

메모리 사용률

평균 메모리 사용률

P. 111

● 용량성
-용
 량성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의 임계치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슬
 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의 한계치는 최대 용량/최다 개수의 삼차원 모델을 성능의 저하없이
편집하고 슬라이싱 할 수 있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용
 량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부특성

측정항목

성능효율성

용량성

삼차원 모델 파일 용량

점검항목

참고페이지

동시처리 가능한 파일 개수
P. 113
허용 가능한 슬라이스 파일 용량

3.3. 사용성
사용성은 지정된 사용 상황에서 효과성, 효율성 및 만족도를 가지고 지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사용성의 부특성으로는 적절인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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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성, 운영성, 사용자 오류 방지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심미성, 접근성으로 구성된다.

● 적절인식성
-적
 절인식성은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혹은 제품설명서를 보고 자신의 요구에 맞는 제품인지 인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적
 절인식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부특성

측정항목

점검항목

참고페이지

사용성

적절인식성

설명완전성

제품 설명서 완전성

P. 116

● 학습성
-학
 습성은 사용자 문서,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사용자가 제품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용이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학
 습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부특성

측정항목
입력필드 기본값

사용성

학습성

오류메시지 이해도
자체 설명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점검항목
제공된 입력필드 관련 정보의
적절성
제공된 오류메시지의 완전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보 제공의
적절성

참고페이지
P. 117
P. 119
P. 122

● 운영성
-운
 영성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쉽게 운영 및 제어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운
 영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부특성

측정항목

점검항목

참고페이지

사용성

운영성

모니터링 능력

기능 상태 가시성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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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오류 방지성
-사
 용자 오류 방지성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사
 용자 오류 방지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사용성

부특성
사용자 오류
방지성

측정항목
사용자 운영 오류 회피율

점검항목

참고페이지

사용자 운영 오류 회피를 위한

P. 124

정보 제공 여부

● 사용자 인터페이스 심미성
-사
 용자 인터페이스 심미성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사용자에게 편안함과 만족스러운 상호 작용을
가능케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사
 용자 인터페이스 심미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부특성

측정항목

점검항목

참고페이지

사용자 인터페이스 외관 심미성

GUI 요소 이용 용이성

P. 126

사용자
사용성

인터페이스
심미성

● 접근성
-접
 근성은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접
 근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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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특성

부특성

측정항목

점검항목

참고페이지

사용성

접근성

지원 언어 적절성

제품이 지원 가능한 언어의 적절성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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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신뢰성
신뢰성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오류 없이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신뢰성의 부특성으로는 성숙성, 가용성, 결함허용성, 복구성으로
구성된다.

● 성숙성
-성
 숙성은 정상 운영 환경에서 제품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성
 숙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부특성

측정항목

점검항목

참고페이지

신뢰성

성숙성

평균 무고장 시간(MTBF)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적절성

P. 130

● 가용성
-가
 용성은 소프트웨어의 총 운용 시간 중 정상적으로 가동된 시간을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가
 용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부특성

측정항목

신뢰성

가용성

시스템 가용성

점검항목
시스템 가동시간의 정의 및 정의된
시간동안의 작동 여부

참고페이지
P. 131

● 결함허용성
-결
 함허용성은 소프트웨어 내 결함이 존재하더라도 제품이 의도된 대로 동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결
 함허용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부특성

측정항목

점검항목

참고페이지

신뢰성

결함허용성

고장 회피율

결함 발생 시 연속적 기능 보장성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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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성
-복
 구성은 소프트웨어 중단 또는 장애 발생 시, 직접 영향을 받는 데이터를 복구하고 명시된 성능 수준
(평균 복구시간, 데이터 복구 비율 등)을 설정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복
 구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부특성

측정항목

점검항목

참고페이지

신뢰성

복구성

백업 자료 완전성

데이터 회복의 적절성

P. 134

3.5. 유지보수성
유지보수성은 유지보수자가 소프트웨어를 변경할 수 있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유지보수성의 부특성으로는 분석성, 변경성으로 구성된다.

● 분석성
-분
 석성은 소프트웨어 사용 시 발생하는 오동작의 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로그 또는 진단기능이
제공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분
 석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부특성

측정항목

점검항목

참고페이지

유지보수성

분석성

시스템 로그 완전성

적절한 시스템 로그 제공 여부

P. 136

● 변경성
-변
 경성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변경이 용이하고, 변경 후 결함이나 고장을 발생시키지 않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변
 경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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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특성

유지보수성

부특성

측정항목

점검항목

참고페이지

변경 효율성

제품 환경설정 변경의 적절성

P. 137

변경성
변경 정확성

프로그램 환경설정 변경 시 시스템
및 프로그램 정상 작동 여부

P. 139

3.6. 이식성
이식성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가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환경으로 옮겨질 수 있는 효과성 및
효율성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이식성의 부특성으로는 적용성, 설치성으로 구성된다.

● 적응성
-적
 응성은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하드웨어 환경, 시스템 환경 및 운영 환경에 쉽게 적응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적
 응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부특성

측정항목
하드웨어 환경 적응성

이식성

점검항목
설치가 가능한 하드웨어 정보 제공
및 정상설치 여부 확인

참고페이지
P. 142

적응성
소프트웨어 환경 적응성

설치가 가능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보 제공 및 정상설치 여부 확인

P. 143

● 설치성
-설
 치성은 소프트웨어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하고, 설치 시간 명세된 시간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설
 치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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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특성

부특성

측정항목

점검항목

참고페이지

설치 예상 시간 및 진행도 표시 여부
설치 프로그램 제공 여부
이식성

설치성

설치 용이도

설치 기본 설정값 정보 제공 및

P. 145

변경 가능 여부
프로그램 중복 설치시 적절한 경고
메시지 제공 여부

3.7. 호환성
호환성은 동일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공유하는 동안 타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교환하거나,
소프트웨어가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호환성의 부특성으로는
공존성, 상호운용성으로 구성된다.

● 공존성
-공
 존성은 다른 소프트웨어와 기능 저하없이 운영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삼
 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로 삼차원 모델을 보내거나, 슬라이싱이
완료된 삼차원 모델을 바로 프린터로 보내고자 할 때는 프린터 드라이버와 함께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공
 존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부특성

측정항목

호환성

공존성

타 제품과의 공존성

점검항목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과의
환경 및 리소스 공유

참고페이지
P. 148

● 상호운용성
-상
 호운용성은 서로 다른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간 정보 교환이 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82

수지 광중합(Vat Photopolymerization)방식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말한다.
-상
 호운용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호환성

부특성

상호운용성

측정항목

점검항목

참고페이지

데이터 포맷 교환성

슬라이스 파일 포맷 지원 여부

P. 150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충분성
외부 인터페이스 적절성

슬라이스 파일 교환 프로토콜 지원
여부
외부 인터페이스 구현 여부

P. 151
P. 152

3.8. 표준준수성
표준준수성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및 인터페이스에 관한 표준, 규정, 관례 등을 따르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표준준수성의 부특성으로는 지오메트리 적절성, 가공허용성, 부피감소성,
삼차원 모델 정렬 및 지지 구조물 적합성, 파일포맷 적합성으로 구성된다.

● 지오메트리 적절성
-지
 오메트리 적절성은 삼차원 모델 슬라이싱 시 파라미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값대로 설정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지
 오메트리 적절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부특성

측정항목

점검항목

참고페이지

슬라이스를 수행할 층 두께 설정
슬라이스된 삼차원 모델의 층 정보
표시
표준준수성

지오메트리

슬라이스 데이터 지오메트리

적절성

적절성

슬라이스된 삼차원 모델의 최소/

P. 155

최대 높이 표시 기능 제공 여부
최적의 툴패스 생성을 위한
파라미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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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허용성
-가
 공허용성은 후처리를 위하여, 삼차원 모델 생성시 영역의 크기를 제품에서 명세한 만큼 확대/
축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삼
 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항목 중, 특화 품질 특성으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되어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다.
-가
 공허용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부특성

측정항목

표준준수성

가공허용성

후처리 용이도

점검항목
적층제조 방법 및 삼차원 모델
정보 제공 여부

참고페이지
P. 159

● 부피감소성
-부
 피감소성은 비용/시간의 절약을 위해 부피 감소 기능이 적절히 제공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삼
 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항목 중, 특화 품질 특성으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만
적용되어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다.
-부
 피감소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부특성

측정항목

점검항목

참고페이지

부피 감소에 따른 삼차원 모델
표준준수성

부피감소성

부피/질량 감소

품질 적절성

P. 161

부피 감소 예상 시간 및 진행도

● 삼차원 모델 정렬 및 지지 구조물 적절성
-삼
 차원 모델 정렬 및 지지 구조물 적절성은 삼차원 모델 정렬 및 지지 구조물 생성 기능이
소프트웨어에서 명세한 유형을 충족시키는지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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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차원 모델 정렬 및 지지 구조물 적절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표준준수성

부특성

측정항목

삼차원 모델

삼차원 모델 정렬

정렬 및
지지 구조물
적절성

점검항목
최적의 출력 예상시간의 변화 확인
가능 여부

참고페이지
P. 163

지지 구조물 파라미터 설정
지지 구조물 생성

P. 166
지지 구조물 필요 부분 가이드

● 파일포맷 적합성
-파
 일포맷 적합성은 DLP 및 SLA 공정에 필요한 파일 포맷이 제품 명세에서 제공한 유형을
충족시키는지 평가하기 위한 특성을 말한다.
-파
 일포맷 적합성은 다음와 같은 측정항목과 점검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특성

부특성

측정항목

점검항목

참고페이지

메시(Mesh) 파일 표준문서를
메시 파일 포맷 적합성
표준준수성

따르는 Mesh 파일들을 불러올 수

파일 포맷

있는지 확인

적합성

슬라이스 파일 표준문서를 따르는
슬라이스 파일 포맷 적합성

슬라이스 파일들을 불러올 수

P. 169

P. 171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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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신뢰성 확보 가이드

01
기능적합성
1.1. 기능 구현 범위
기능 구현 범위는 기능 명세서 (요구사항 명세서, 사용자 설명서 등)에 명시된 기능이 모두 구현되었는지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 세부 점검 항목
측정항목

점검항목
기능 명세 여부

확인사항
제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프로그램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이 명세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기능구현범위
기능 구현 여부

제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명세된 기능이 프로그램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세부 설명
- (기능 명세 여부) 요구사항 명세서, 설계 명세서, 사용자 설명서 등에 프로그램에 구현된 기능이
모두 명세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DLP 방식 및 SLA 방식 기반의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필요한 기능 항목들에는 파일 입출력 / 삼차원 모델 편집 / 장비 설정 / 지지
구조물 생성 / 출력 설정 / 출력확인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들이 제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명세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 파일 입출력 기능: 삼차원 모델 파일 불러오기 및 슬라이스 파일 내보내기
(2) 삼차원 모델 편집 기능: 삼차원 모델 식별 및 이동, 복제, 크기 조절, 회전
(3) 장비 설정 기능: 빌드 외형 크기 및 장비 프로파일, 펌웨어 유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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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지 구조물 생성 기능: 지지 구조물 파라미터 설정 및 생성, 이동, 크기 조정 등
(5) 출
 력 설정 기능: 바닥 보조물 설정, (DLP) 광원 노출, 제작 플랫폼 이동 거리, 속도 등 설정,
(SLA) 스캐닝 전략 설정
(6) 출력확인: 슬라이싱, 층 별 출력 경로 확인, 출력 요약 정보
- (기능 구현 여부) 제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명세된 기능이 모두 프로그램에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부분에서는 구현 여부만 확인한다.
(1) 파일 입출력 기능
- 삼차원 모델 데이터(메시 형식)를 불러올 수 있는지 확인한다.
-삼
 차원 모델 데이터(메시 형식)를 장비에 맞는 슬라이스 파일로 변환하여 내보낼 수 있는지
확인한다.
(2) 삼차원 모델 편집 기능
- 삼차원 모델을 식별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삼차원 모델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원하는 삼차원 모델을 선택하여 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삼차원 모델의 크기(Scale)를 조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삼차원 모델을 정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3) 장비 설정 기능
- 장비 모델명을 설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빌드 외형 크기(폭, 깊이, 넓이) 값을 설정 또는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장
 비 파라미터(예: 광원 세기, 광원 해상도, 레이저 세기, 레이저 직경, 재료 등)을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4) 지지 구조물 생성 기능
- 장비에 맞는 지지 구조물 생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장비에 맞는 지지 구조물 편집(예: 이동, 회전, 크기 조정 등)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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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력 설정 및 슬라이싱 기능
- (DLP) 라프트 설정 및 광원 세기, 광원 노출 시간, 리프트 거리, 속도 등을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SLA) 해치 거리, 오프셋 두께, 해치 방향, 스캔 방향, 패턴, 스캔 방향 등 스캐닝 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6) 출력 확인
- 슬라이싱된 삼차원 모델의 층의 수를 확인하는 기능이 구현되었는지 확인한다.
- 슬라이스 파일의 출력 경로를 보여주는 기능이 구현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출력 요약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이 구현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2.1 Functional completeness measures
- functional coverage: 명세된 기능들이 구현된 비율 확인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기능 구현 여부
- 사용자 매뉴얼에 명시된 기능이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내에 모두 구현되어 있음

●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기능 구현 여부
-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부가기능 (시점 이동, 뷰모드 등) 요구사항 중 일부가 프로그램에 구현되어 있지 않음
· 사용자 매뉴얼에 기재된 기능 항목 수: 20개
·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능 항목 수: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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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능 정확성
기능 정확성은 프로그램에 제공된 모든 기능이 의도된 목적대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 세부 점검 항목
측정항목
기능 정확성

점검항목

확인사항

제공된 기능의 정확한 프로그램에 제공된 모든 기능이 의도된 목적대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결과 제공 정도

여부를 확인한다.

● 세부 설명
-제
 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는 기능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기능은 1.1.
기능구현범위에서 명시한 기능들을 말하며, 제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기재된 기능의 사용
방법과 절차대로 수행 시, 올바른 결과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2.2 Functional correctness measures
- functional correctness :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의 비율 확인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파일 입출력” 기능
(1) 제품 설명서에서 시험대상제품에서 지원 가능한 파일 포맷을 명시함
지원 3D 파일 형식
stl

대부분의 3D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며, 3D 모델 출력을 하기 위한 산업 표준

obj

3D Geometry를 표현하는 간단한 데이터 포맷. 일반적으로 3D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포맷

Ⅴ. 품질 신뢰성 기준별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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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대상제품에서 해당 파일 포맷들을 모두 지원하는지 확인함

●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출력 이력 표시 기능
- 출력 이력을 표시하는 기능 실행 시, 기대 결과와 실제 결과가 상이함
· 기대 결과: 사용자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면서 출력했던 삼차원 모델들의 이력이 보여짐
· 실제 결과: 사용자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면서 출력했던 삼차원 모델의 이력 몇 개가 제거되어 표시되지
않음

1.3. 사용 목적의 기능 적절성
사용 목적의 기능 적절성은 1.1 기능 구현 범위에 명시한 수지 광중합 방식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의
기능들이 적절히 구현되었는지 측정하는 항목이다.

● 세부 점검 항목
측정항목

점검항목

확인사항
삼차원 모델 파일, 슬라이싱 파일을 불러오고 내보내는 기능이 적절히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사용목적의 기능
적절성

단위 기능 적절성
슬라이싱을 위해 삼차원 모델을 적절히 배치하고 편집할 수 있는 적절히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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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광중합 기술 기반의 삼차원 프린터 장비에 맞는 값을 설정하는 기능이
적절히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단위 기능 적절성
사용목적의 기능

수지 광중합 기술 기반의 삼차원 프린터에 맞게 지지 구조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적절히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적절성
수지 광중합 기술 기반의 삼차원 프린터 장비에 맞는 출력 값을 설정하고
슬라이싱하는 기능이 적절히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통합 기능 적절성

단위 기능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때 기능이 적절히 구현되는지 확인한다.

● 세부 설명
1) 단위 기능 적절성
파일 입출력 기능, 삼차원 모델 편집 기능, 장비 설정 기능, 지지 구조물 생성 기능, 출력 확인 기능
단위별로 사용자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1) 파일 입출력 기능
•삼차원 모델 파일 불러오기
⇢삼
 차원 모델 데이터(메시 형식)를 불러올 때 유효성 검사를 통해 메시 형태의 STL, AMF, 3MF
등 메시 형태의 파일 포맷을 지원하는지 확인한다.
•슬라이스 파일 내보내기
⇢S
 LA 장비의 경우 장비사마다 다른 슬라이스 파일 포맷을 사용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파일
형식인 SLC, CLI 파일 형식을 지원하는 것을 권장하며, 해당 슬라이스 파일 형식에 맞게
내보내기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D
 LP 장비의 경우 장비사마다 다른 슬라이스 파일 포맷을 사용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파일
형식으로 각 층별 적층 이미지파일 (JPG, PNG 등)로 이루어진 압축파일 형식을 지원하는 것을
권장하며, 슬라이스 이미지가 적절하게 내보내기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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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삼차원 모델 편집 기능
•삼차원 모델 식별
⇢여
 러개의 삼차원 모델을 동시에 출력할 경우, 삼차원 모델 개별로 편집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로 하여금 삼차원 모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삼차원 모델명 설정, 삼차원 모델
선택 시 색 변화 등 식별 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다
•삼차원 모델 이동
⇢삼
 차원 모델을 XYZ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사용자가 직접
이동하고자 하는 거리 값을 입력하거나, 삼차원 모델을 클릭하여 마우스로 조작하는 방법 등이
있다. 삼차원 모델은 중앙으로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러개의 삼차원 모델을 출력하는
경우 플랫폼에 일정 마진을 두고 출력을 하는 것이 좋다
•삼차원 모델 복제
⇢한
 번에 여러개의 삼차원 모델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삼차원 모델을 복사 또는 원하는
갯수만큼 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연관되어 삼차원 모델을 붙여넣거나, 삭제도 가능해야
한다.
•삼차원 모델 크기 조절
⇢삼
 차원 모델의 스케일을 XYZ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직접 스케일 값을 입력하거나, 삼차원 모델을 클릭하여 마우스로 조작 등의
방법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 상에서 장비의 빌드플랫폼 사이즈에 맞는 삼차원 모델의 최대/
최소 크기를 제공해주면, 빌드 실패를 막을 수 있다.
•삼차원 모델 정렬
⇢단
 일 삼차원 모델의 경우 삼차원 모델과 플랫폼 간 정렬이 가능해야 하며, 복수개의 삼차원
모델인 경우에는 삼차원 모델 사이 간격 정렬도 포함하면 좋다.
•삼차원 모델 회전
⇢삼
 차원 모델을 X,Y,Z 방향으로 일정 각도만큼 회전하거나 미러(mirror)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삼차원 모델 회전 기능 역시 각도를 직접 입력하거나 삼차원 모델을
클릭하여 마우스로 조작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최대한 지지 구조물이 덜 달릴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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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회전/미러한 후 삼차원 모델을 출력하는 것이 좋다.
(3) 장비 설정 기능
•장비 모델 설정
⇢특
 정 장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장비 모델명 표시 기능만 있으면
되지만, 여러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사용자가 원하는 장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비 모델명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빌드 외형 설정
⇢특
 정 장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빌드 외형 값(x,y,z)을 표시해주면
되지만, 여러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빌드 외형 크기 값(x,y,z)과 모양, 원점
위치(x,y) 등을 직접 설정해야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장비 프로파일 설정
⇢장
 비 정보를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고 불러오면, 사용자만의 최적의 파라미터 정보를 가지고
삼차원 모델 제작시마다 이용할 수 있다. 장비 프로파일은 DLP의 경우 광원 세기, 광원 노출
시간, 광원 해상도 등이 있으며, SLA의 경우 레이저 세기, 레이저 직경, 스캔 속도, 층 두께 등
장비 매개변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① DLP 방식
- 광원 세기: 소재가 경화되는 강도를 조정을 위한 파라미터
- 광원 노출 시간: 층마다 광원을 비추는 시간을 입력하는 파라미터
-광
 원 해상도: 출력물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로 해상도가 높을수록 정교한 출력물
출력이 가능함
-층
 두께: 슬라이스의 두께 즉, 1개 층의 높이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로 장비마다 층의 최대
두께가 정해져 있으며, 그 이상으로는 출력이 불가능함
② SLA 방식
- 레이저 세기: 레이저의 전력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로 파트의 경화에 영향을 끼치는 파라미터
-레
 이저 속도: 레이저의 스캔 속도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로 총 출력시간 및 출력물의 스캔
시간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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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직경: 레이저 빔의 직경을 결정하는 파라미터
- 층 두께: 슬라이스의 두께 즉, 1개 층의 높이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로 총 출력물의 시간 및
출력물에 높이에 영향을 끼치는 파라미터
(4) 지지 구조물 생성 기능
•지지 구조물 생성
⇢지
 지 구조물은 삼차원 모델 출력 시 출력물 내 비어있는 공간의 올바른 성형을 위한 하부
받침을 의미한다. DLP 및 SLA방식에서는 방식에서는 제작 플랫폼과 출력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 구조물로 고정시켜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지지
구조물을 생성하는 방식은 크게 자동, 수동으로 나뉜다.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일수록 지지
구조물 파라미터를 각각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지지 구조물 생성 예시>

•지지 구조물 편집
⇢지
 지 구조물 편집 기능에는 이동, 회전, 크기 조정 등이 있으며, 삼차원 모델 편집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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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구조물 파라미터 설정
⇢지
 지 구조물 파라미터에는 지지 구조물 생성 각도, 유형, 깊이, 두께 등이 있으며, 다양한
파라미터를 제공할 수록 정확도 높은 출력물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DLP 및 SLA 방식의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할 시, 지지 구조물은 45도 각도 이하의 경우에는 생성을 하는 것이
좋다. 해당 기능은 8.5의 지지 구조물 생성에서 더 자세하게 다룬다.

⇢ 수지 광중합 방식에서는 콘(cone) 형태의 지지 구조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콘 지지 구조물은
상부 직경, 하부 직경, 등의 파라미터를 입력하여 수정이 가능하며, 상부 직경을 두껍게할수록
출력물이 고정은 잘 되지만, 출력 후 지지 구조물 제거가 어렵다.

<콘 지지 구조물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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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보조물 설정
⇢ 수지 광중합 방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바닥 보조물은 라프트(Raft)이다. 라프트는 제작
플랫폼과 출력물의 접착이 잘 되도록 돕는 것으로 제작 플랫폼에 잘 부착 되고, 단단히
출력하기 위해 출력물의 경화시간보다 약 10배정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좌: 라프트가 없는 경우, 우: 라프트가 없는 경우 예시>

(5) 슬라이싱 기능
•DLP 방식
⇢ 슬라이싱을 위한 광원 해상도, 광원 노출 시간, 제작 플랫폼 이동 거리 및 속도, 층 두께, 재료
등을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① 광원 해상도
DLP장비의 빔프로젝터의 해상도를 설정할 수 있는 변수이며, 실제 빔프로젝터가 지원
가능한 해상도보다 높은값을 입력할 수 없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정확도 높은 출력물 출력이
가능하다.
② 광원 노출 시간
광원 노출 시간은 출력물의 층 마다 프로젝터 빛을 조광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오랜시간
광원이 노출될수록 단단한 면을 출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작 플랫폼과 접촉하는 바닥
층은 출력물의 접착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층보다 광원 노출 시간이 약 10배정도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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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작 플랫폼 이동 거리 및 속도
출력물의 한 층이 적층이 완료된 후, 수지가 담긴 수조에서 제작 플랫폼을 떼어내기 위한
이동거리 및 속도를 정하는 값이며, 이동 거리 및 속도 값을 재료의 점성에 따라 적절히
설정하여야 출력물의 Z축 분리선이 출력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https://www.chitubox.com/en/article/support/howto/chitubox-free/editing/39

<Z축 분리선이 출력된 예시>

④ 층 두께
출력물의 층 두께를 설정하는 값으로 25 ~100 μm 정도의 값을 설정이 가능하다. 층의 두께를
얇게할수록 정밀도는 높아지고 출력 시간은 오래 걸리며, 두께를 두껍게 할수록 정밀도는
낮아지고 출력 시간은 단축된다.
•SLA 방식
⇢ 슬라이싱을 위한 해치 거리, 해치 오프셋, 외각 경계면 거리, 층 두께 등 스캐닝 전략을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① 해치 거리
레이저가 스캔될 때, 출력물 안이 채워지는 인접한 두 경로 사이의 거리로 일반적으로는
레이저 직경 사이즈 혹은 직경의 절반 사이즈 정도가 일반적이다.
② 해치 오프셋
출력물 가장 안쪽의 경계면과 해치 부분의 영역 사이의 거리를 정하는 값으로, 출력물의

Ⅴ. 품질 신뢰성 기준별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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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면과 내부 해치를 연결해 주는 정도를 뜻하며, 출력물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값이다.
③ 외각 경계면과의 거리
레이저가 스캔될 때, 외각 경계면과 안쪽 경계면 사이의 거리를 정하는 값으로 너무 값이
작으면 출력물이 쉽게 끊어질 수 있으므로 소재, 장비에 맞게 적절한 값을 정해주는 것이 좋다.
④ 층 두께
SLA 방식에서 일반적인 층의 두께는 25 ~ 100μm정도의 값을 설절이 가능하다. 층의 두께를
얇게 할수록 정밀도는 높아지고 출력 시간은 오래 걸리며, 두께를 두껍게 할수록 정밀도는
낮아지고 출력 시간은 단축된다.

(6) 출력 확인 기능
•층 수 확인
⇢슬
 라이싱된 삼차원 모델의 층의 수를 확인하는 기능이 구현되었는지 확인한다. 슬라이스 이후
층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항목이다.
* 삼차원 모델 전체 높이 / 설정한 층 두께 = 층 수

•출력 경로 보기
⇢슬
 라이스 파일의 출력 경로를 보여주는 기능이 구현되어있는지 확인한다. GUI형태로
보여주어서 사용자로 하여금 슬라이싱이 잘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출력 요약 정보
⇢출
 력 요약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이 구현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인쇄 요약 정보는 ①예상 재료
사용량, ②금액, ③예상 시간 등이 있으며, 슬라이서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면 필요한 재료와
시간,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다.
2) 통합 기능 적절성
서로 관련이 있는 기능들에 대한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나리오 흐름대로 제품을
테스트 해봤을 때 예상 결과대로 출력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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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 8.2.3 Functional appropriateness measures
- functional appropriateness of usage object : 특정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결과를 제공하는 사용자 요구
기능 비율 확인
ISO/ASTM 52910:2018 Additive manufacturing - Design - Requirement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 6.6.4 Minimum feature size :
최소 형상 크기는 공정에서 제작 가능한 최소 크기를 의미하며, 튀어나온 형상(ex.얇은 원기둥), 들어간 형상(ex. 홀,
구멍) 등이 있으며, 장비의 해상도 등을 고려하여 출력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6.6.8 Maximum part size :
최대 제작 가능 크기는 삼차원 프린팅 장비가 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제품의 크기를 의미하며, 제품이 선택된 장비보다
크기가 클 경우 여러개의 부품으로 나누어 조립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한다.
• 6.6.9 Maximum unsupported feature :
일반적으로 표면을 적층할 때 지지 구조물 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수직 방향 대비 최소 각도*가 존재한다. 이 기준
각도는 형상의 크기나 길이에 의해 결정된다.
* 수직 방향 대비 최소 각도: 장비 및 장비의 설정 값, 소재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이 공정 값을 적절히 사용 하면, 출력물의
품질 향상, 출력시간 감소 등에 도움을 준다.

• 6.6.10 Physical consideration :
적층제조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두께가 적층제조 장비와 선처리 소프트웨어(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요구하는 최소 두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두껍게 설계되어야 한다.
• 6.8.2.7 Vat Photopolymerization:
지지 구조물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지지 구조물은 제품의 재료와 동일한 액조 안에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다.
핵심 공정 변수는 공정 구성(레이저 스캔 대 마스크 투영), 에너지 빔 출력, 스캔 패턴 또는 광원 패턴, 레이저 스캔 속도
또는 광원 지속 시간, 층 두께가 있다.

Ⅴ. 품질 신뢰성 기준별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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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단위기능 적절성 - “파일 입출력 기능” 예시
1) 불러오기: stl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지 확인하며, 그 외에도 적층제조 표준 파일인 amf, 대표적인 CAD파일 형식인
obj 등을 제공한다.

2) 내보내기 : DLP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파일들을 압축파일로 묶어서 내보내기가 가능하며, 각 이미지들이 삼차원
모델을 층별로 적절히 절단되어 표현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단위기능 적절성 - “파일 입출력 기능” 예시
- 장비사의 자체 파일포맷만 지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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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단위기능 적절성 - “삼차원 모델 편집 기능” 예시
1) 삼차원 모델의 크기(Scale) 및 위치(Move) 편집: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X,Y,Z 값 입력 또는 마우스 클릭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2) 삼차원 모델 회전: 삼차원 모델 출력 시, 시간 및 출력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출력 면을 설정해 주는 기능이 있으면
유용하다.

Ⅴ. 품질 신뢰성 기준별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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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단위 기능 적절성 –“삼차원 모델 편집 기능” 예시
1) 삼차원 모델의 크기(Scale)
삼차원 모델의 크기 값을 ‘0’으로 변경하여 삼차원 모델 크기를 변경할 경우, 삼차원 모델의 지오메트리가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
2) 삼차원 모델 회전
기본적으로 삼차원 모델을 회전하는 공간은 X, Y, Z축 모두 0~360° 혹은 -180~180°로, 그외 값을 입력하여 회전을
수행할 경우, 잘못된 잘못된 입력값이라며 알람을 제공하거나 잘못된 값 입력을 방지해야하지만, 해당 기능이
구현되어있지 않은 경우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단위 기능 적절성 - “지지 구조물 생성 기능” 예시
- 슬라이싱을 하고 나면 총 층의 수가 몇개인지 확인 할 수 있고, 각 층마다 출력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선의 타입(삼차원 모델, 지지 구조물 등)별로 색깔로 표시하면 사용자가 출력경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삼차원 모델을 출력하는 데 필요한 총 재료량과 시간을 표시해주어 출력예상시간을 확인한다. 아래 그림은, 총 939개
층을 출력하는데에 필요한 재료량은 8.15ml, 시간은 3시간 29분이며, 예상 무게는 9g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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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예시
구분

삼차원
모델
배치
및 지지
구조물
생성

개요

절차

1. 삼차원 모델
불러온 후
작업화면으로
이동

삼차원 모델을
제작 플랫폼에 2. 삼차원 모델을
배치 후 지지
지지 구조물이
구조물을 생성할
최소화되는
수 있다
방향으로 배치

테스트케이스

예상결과

1

파일 > 삼차원 모델
불러오기 클릭

파일 불러오기 화면으로
이동한다.

2

삼차원 모델 파일 선택 후
열기 버튼 클릭

STL파일 형식의 삼차원
모델이 작업창에 표시된다.

3 편집 > 회전 클릭

4 y축 45도 입력 후 저장

관련 기능
•삼차원 모델
입출력 기능 삼차원 모델
불러오기

삼차원 모델을 x,y,z 축으로
회전할 수 있다.

•삼차원 모델
편집기능 삼차원 모델 y축 방향이 45도 삼차원 모델
회전되어 작업창에 표시된다. 배치

지지 구조물 > 지지 구조물 프로그레스 바가 나타나고 •지지 구조물
3. 지지 구조물 자동 5 자동 생성 클릭
생성 기능 100%까지 진행된다.
생성
지지 구조물
지지 구조물이 생성된 삼차원 자동 생성
지지 구조물 생성 화면에서
6
모델을 작업창에서 확인할
확인 버튼 선택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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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성능효율성
2.1. 평균 응답 시간
평균 응답 시간은 슬라이싱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시스템의 응답 시작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을 측정하는
항목이다.

● 세부 점검 항목
측정항목
평균 응답 시간

점검항목

확인사항

응답 시작에

슬라이싱 기능 수행 시 시스템에서 응답 시작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을

소요되는 시간

측정한다.

● 세부 설명
-응
 답시간은 요청제출(submission) 시점부터 첫번째 응답이 생산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즉,
응답시간은 응답 출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아니라, 응답을 시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3.1 Time behavior measures
- mean response time : 시스템이 사용자 태스크 또는 시스템 태스크에 대한 응답 평균이 얼마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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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슬라이싱 기능 평균 응답시간 측정
- 슬라이싱 기능의 평균 응답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확인한다.
1) 사전 조건
- 제작플랫폼 내 최대 크기의 삼차원 모델 1개
- 제작플랫폼 내 최다 개수의 삼차원 모델
2) 절차
- 삼차원 모델을 불러오기
- 층 두께, 재료, 프린팅 속도 등의 설정값을 설정하기
3) 예상 출력값
- 반복수행을 통해 평균 응답시간을 측정한다.

2.2. 평균 처리 시간
평균 처리 시간은 작업 또는 비동기 프로세스의 완료에 걸리는 시간이 적절한지 측정하는 항목이다.

● 세부 점검 항목
측정항목
평균 처리 시간

점검항목
작업(job)당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확인사항
슬라이싱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을 확인한다.

● 세부 설명
-응
 답시간이 슬라이싱 기능이 응답할때까지의 시간이라면, 처리시간은 슬라이싱이 모두
완료될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처리시간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균 처리시간과
처리시간의 목표 임계값(threshold)을 비교할 수 있다.

Ⅴ. 품질 신뢰성 기준별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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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3.1 Time behavior measures
- mean turnaround time : 하나의 작업 또는 비동기적인 프로세스의 완료에 걸리는 평균 시간 확인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자동 빌드 준비 수행 시 평균 처리 시간 측정 예시
-자동 빌드 준비 수행 시, PC의 평균 처리 시간을 측정하면 다음과 같다.
1) 세부 프로세스: 오리엔테이션 설정 - 서포트 설정 - 레이아웃 설정
2) 삼차원 모델 파일 크기: 1.14MB
3) 측정 결과: 자동 빌드 준비 수행 시, 평균 394.09초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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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슬라이싱 수행 시 평균 처리 시간
- 평균 처리 시간은 여러 번 반복 수행을 하여도 측정치가 서로 비슷해야 하지만, 슬라이싱을 수행할수록 슬라이싱 수행
시간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2.3. CPU 사용률
CPU 사용률은 특정 기능 수행시에 CPU 사용률이 적절한지 측정하는 항목이다.

● 세부 점검 항목
측정항목

점검항목

CPU 사용률

평균 CPU 사용률

확인사항
특정 기능을 수행할 경우 CPU 사용률을 측정한다.

● 세부 설명
-일
 반적인 소프트웨어의 경우, 프로그램 구동 및 프로그램을 이용한 작업과 같은 동작을 수행할
경우에 CPU 사용률이 적절한지, CPU 과사용으로 인해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이 중지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슬
 라이싱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에서 확인하는 부분을 동일하게 확인한다.
하지만, 삼차원 프린팅 공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슬라이싱과 관련된 기능(슬라이싱, 장비 설정,
공정 변수 설정 등)을 수행할 경우 CPU 사용률이 적절한지 주의 깊게 확인하여, CPU 과사용으로
인해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되지 않는지 확인한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3.2 Resource utilization measures
- mean processor utilization: 주어진 태스크 집합을 실행하기 위한 작동시간 동안의 프로세서 사용률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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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슬라이싱 수행 시 CPU 사용률 측정 예시
- 삼차원 모델 파일 불러오기, 편집 및 슬라이싱 수행 시 CPU 사용률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세부 프로세스
프로그램 실행 → STL파일(ASCII) 불러오기 → 슬라이싱 수행 → 슬라이스 파일 저장하기 → 프로그램 종료
2) 측정도구
Windows 응용프로그램 성능모니터 사용
3) 측정결과

4) 측정결과의 해석
CPU 최대 사용률은 슬라이싱 기능 수행 도중으로 41.89%로 확인되었지만, 슬라이싱이 모두 수행되고 나서 CPU
사용률은 다시 2.5%로 떨어짐을 확인

●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슬라이싱 수행 시 CPU 사용률
- 슬라이싱을 수행할 경우, CPU사용률이 100%를 유지하여,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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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
•CPU를 이용한 슬라이싱 기법
1) 메쉬의 각 삼각형에 대해 현재 슬라이스의 수평 Z평면과 교차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교차한다면, 교차점을 따라
선분을 계산, 이는 인쇄해야하는 단면의 일부)
2) 현재 슬라이스의 모든 선분을 정렬하여 닫힌 다각형을 만든다. 닫히지 않았거나 다른 오류가 있는 다각형은 모두
수정한다.
3) 겹치는 모든 다각형을 결합하고 어떤 것이 구멍인지 아닌지를 분류한다.
4) 컨투어 오프셋(벽) 및 해칭(채우기) 작업을 수행한다. 이 부분이 가장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으로, FDM/SLS의
경우 벡터기반의 형식(.gcode, .svg, .slc)으로, DLP 경우 픽셀 기반의 형식(.png)으로 내보낸다.

2.4. 메모리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은 특정 기능 수행시에 메모리 사용률이 적절한지 측정하는 항목이다.

● 세부 점검 항목
측정항목

점검항목

메모리 사용률

평균 메모리 사용률

확인사항
특정 기능을 수행할 경우 메모리 사용률을 측정한다.

● 세부 설명
-일
 반적인 소프트웨어의 경우, 프로그램 구동 및 프로그램을 이용한 작업과 같은 동작을 수행할
경우에 메모리 사용률이 적절한지, 메모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Ⅴ. 품질 신뢰성 기준별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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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라이싱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에서 확인하는 부분을 동일하게 확인한다.
하지만, 삼차원 프린팅 공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슬라이싱과 관련된 기능(슬라이싱, 장비 설정,
공정 변수 설정 등)을 수행할 경우 메모리 사용률이 적절한지 주의 깊게 확인이 필요하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3.2 Resource utilization measures
- mean memory utilization : 주어진 태스크 집합을 실행하기 위해 가용한 메모리 대비 얼마나 많은 메모리가
사용되었는지 확인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슬라이싱 수행 시 메모리 사용률 측정 예시
- 삼차원 모델 파일 불러오기, 편집 및 슬라이싱 수행 시 메모리 사용률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세부 프로세스
프로그램 실행 → STL파일(ASCII) 불러오기 → 슬라이싱 수행 → 슬라이스 파일 저장하기 → 프로그램 종료
2) 측정도구
Windows 응용프로그램 성능모니터 사용
3)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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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정 결과의 해석
전체 메모리 8192 MB 중 메모리 평균 사용량 3448.65 MB이며, 최대 사용량은 슬라이싱 수행 시이며
4875.08 MB로 확인됨

●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슬라이싱 수행
- 슬라이싱 수행 완료 후, 사용 중이던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반환되지 않음

2.5. 삼차원 모델 파일 용량
삼차원 모델 파일 용량은 시험대상제품이 삼차원 및 슬라이스 파일 용량을 명시하고 있으며, 파일을
작업할 경우 정상동작 하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 세부 점검 항목
측정항목

점검항목

삼차원 모델 파일

허용 가능한 슬라이스

용량

파일 용량

확인사항
정상동작하는 범위의 삼차원 모델 및 슬라이스 파일 용량을 명시하고
있으며, 명시된 최대 용량의 파일을 작업할 경우 정상동작 하는지, 데이터
손실은 없는지 확인한다.

● 세부 설명
-허
 용 가능한 삼차원 모델 파일(예: stl, obj등)의 용량(또는 지오메트리 정보)을 사용자 매뉴얼에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사
 용자 매뉴얼에서 명시하고 있는 삼차원 모델 파일의 최대 용량을 불러와 빌드 준비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품이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설계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정도의
데이터 품질이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Ⅴ. 품질 신뢰성 기준별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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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표준
ISO/ASTM 52910:2018 Additive manufacturing - Design - Requirement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6.6.11 Mesh consideration
- 6.6.11.1 설계자는 목표 크기와 메시 데이터 용량 간의 균형을 맞춰서 형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메쉬파일 면의
개수를 최적화 해야한고 명시하고 있음

ISO/ASTM 52910:2018 Additive manufacturing - Design - Requirement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7.9 Tessellation
- 메시파일(STL 또는 AMF)은 삼각형의 크기에 따라 정확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 삼각형이 커질수록 용량은 커지게 되지만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었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설계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해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설계자에 의해 검토가 필요하다.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삼차원 모델의 파일 용량 측정
출력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삼차원 모델의 파일 용량 측정한 예시이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삼차원 모델 정보

(단위: mm)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X

61.1

76.3

91.6

106.9

122.2

Y

72.4

90.4

108.5

126.6

144.7

Z

90.0

112.5

135.1

157.6

180.1
(단위: mm3)

Volume

398127.60

775971.00

1342704.86

2132885.90

3184589.43

2) 측정 결과
삼차원 모델의 크기(Scale)을 1.2배씩 증가시켜 5개의 시료의 슬라이싱 가능여부를 확인한 결과, 삼차원 모델의
볼륨이 약 318만 mm3 인 경우에도 슬라이싱이 가능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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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삼차원 모델의 파일 용량 확인
- 사용자 매뉴얼에 출력 및 불러오기 가능한 파일 종류가 명시되어있지 않음
- 사용자 매뉴얼에 최대로 불러오기 가능한 파일 크기가 명시되어있지 않음
- 사용자 매뉴얼에 명시되어있는 파일크기의 최대치를 불러올 경우, 파일을 정상적으로 불러오지 못함

Ⅴ. 품질 신뢰성 기준별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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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용성
3.1. 설명완전성
설명완전성은 제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를 제공하며, 제품에 대한 설명이 완전한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 세부 점검 항목
측정항목

점검항목

설명완전성

제품 설명서 완전성

확인사항
제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를 제공하며, 제품에 대한 설명이 완전한지
확인한다.

● 세부 설명
-제
 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작업에 관련된 정보와 그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① 제품이 수행하는 업무
② 제품의 기능
③ 제품 사용을 위한 기술적 정보
④ 시스템 요구사항
-설
 명서 대신 제품의 데모를 제공하는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포함하여야 한다.
-사
 용자가 원할 때 제품 설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툴팁이나, 온라인 도움말 형식으로 제공하여도
무관하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5.1 Appropriateness recognizability measures
- description completeness : 제품 설명서나 사용자 문서에 설명되어 있는 사용 시나리오의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확인

116

수지 광중합(Vat Photopolymerization)방식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사용자 매뉴얼
- 제품이 수행하는 업무, 제품의 기능, 제품 사용을 위한 기술적 정보, 시스템 요구사항 등이 사용자 매뉴얼에
포함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사용자 매뉴얼
-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음
- 사용자 매뉴얼에 제품이 사용 가능한 시스템 요구사항을 명시하지 않음

3.2. 입력필드 기본값
입력필드 기본값은 기본값 지정이 가능한 입력필드 중 기본값이 자동으로 지정되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 세부 점검 항목
측정항목
입력필드 기본값

점검항목

확인사항

제공된 입력필드 관련 기본 설정값이 있는 입력필드 중에서 기본 값이 자동적으로 채워지는지
정보의 적절성

확인한다.

● 세부 설명
-기
 본적으로 설정값이 있어야하는 입력 필드에 기본값이 제공되는지, 그리고 기본값을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슬
 라이싱 소프트웨어는 장비의 설정값을 기본값으로 제공하면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장
 비 셋팅을 변경하면 안되는 값들의 경우, 사용자 오류를 막기 위해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Ⅴ. 품질 신뢰성 기준별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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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로 입력해야 하는 필드의 경우,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또는 확인메시지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5.2 Learnability measures
- entry fields defaults : 기본 설정값이 있는 입력 필드 중에서 기본값이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확인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장비의 설정값을 기본값으로 제공하는 경우
- 아래 그림과 같이 출력을 위한 기본 세팅 값을 제공하면 사용성이 향상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세팅값을 조정하고싶은
사용자를 위해 커스텀 화면을 제공하여 입력값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입력 필드의 적절성
- 삼차원 모델링 파일을 불러올 경우, 모델을 적절히 불러오기 위해 입력하는 설정값 중 수정이 불가능한 입력 필드에
마우스 클릭을 통한 선택이 가능함
- 장비 값 설정에 잘못된 설정파일을 불러올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드 값이 공백으로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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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오류메시지 이해도
오류메시지 이해도는 제공되는 오류메시지가 완전한 정보를 파악하여 사용자가 오류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 세부 점검 항목
측정항목
오류메시지 이해도

점검항목

확인사항

제공된 오류메시지의

제공한 오류메시지가 오류가 발생한 원인과 그 처치 방법을 설명하고

완전성

있는지 확인한다.

● 세부 설명
-오
 류메시지를 제공할 때 사용자가 오류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 오류의 원인, 해결 방법 등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
 공되는 오류메시지만으로 오류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다른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한다.
-제
 공되는 메시지 만으로 오류를 해결할 수 있으며, 메시지를 통해 반복 실수를 회피할수 있어야
한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5.2 Learnability measures
- error messages understandability: 오류가 발생한 원인과 그 처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오류 메시지의 비율이
어느정도 인지 확인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삼차원 모델 불러오기 시 사용자 오류메시지 제공을 통한 출력 불가능한 삼차원 모델 인지
- 여러개의 삼차원 모델 불러오기 시, 제작 플랫폼 공간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삼차원 모델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오류메시지를 통해 오류가 발생한 원인을 나타내고, 어떤 삼차원 모델이 출력이 불가능 한지 다른색상으로 표시해주면
사용자가 오류를 인지하기 쉽다.

Ⅴ. 품질 신뢰성 기준별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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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메시지 제공 예시>

<출력 불가능한 삼차원 모델 표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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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입력 필드에 오류메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슬라이스 두께, 광원 노출 시간, 바닥면 노출 시간 등 음수값이 입력이 되지 않아야하는 필드에 아래 그림과 같이
입력 필드에 음수값을 입력하여도 경고 또는 확인메시지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잘못된 값을 입력하고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잘못된 오류메시지 제공
- 슬라이싱 파일 저장 시, 한글을 입력할 경우 판단하기 힘든 글자를 포함한 오류 메시지를 제공함

Ⅴ. 품질 신뢰성 기준별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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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체 설명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자체 설명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도는 사용자가 사전 학습이나 외부 도움 없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User Interface)에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제품을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 세부 점검 항목
측정항목

점검항목

확인사항

자체 설명적인 사용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제품을 이해할 수 있는지

인터페이스

정보 제공의 적절성

확인한다.

● 세부 설명
-사
 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품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기능 또는
메뉴명, 메뉴/툴바 등의 배치, 아이콘의 모양 등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5.2 Learnability measures
- self-explanatory user interface: 처음 사용자가 사전 학습이나 훈련 또는 외부 도움 없이 통상적인 태스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제시되는 정보 요소는 어느정도인지 확인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메뉴 및 아이콘을 통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예시
- CAD 또는 삼차원 프린팅용 모델링 소프트웨어, 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보지 않은 사용자라 하더라도, 메뉴/
툴바의 배치 및 아이콘의 모양을 통해 어떤 기능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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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잘못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예시
- 슬라이싱 값 설정 시, 입력필드와 텍스트가 겹쳐서 표시되는 경우
- 툴바에서 제공되는 기능에 대한 툴팁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3.5. 모니터링 능력
모니터링 능력은 모니터링 기능으로 도움이 되는 기능 중 실제로 제공되는 기능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 세부 점검 항목
측정항목

점검항목

모니터링 능력

기능 상태 가시성

확인사항
실제 기능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현재 기능 상태가 변경되어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 세부 설명
-상
 태를 표시하는 기능의 경우,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상
 태는 숫자나 그래픽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상
 태 모니터링 능력: 슬라이싱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 기능상태를 프로그레스 바 %를 통해서
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중간에 중단이 가능하도록 사용자가 취소할 수 있게 해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취소를 통해 데이터 소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확인 또는 경고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5.3 Operability measures
- monitoring capability : 작동 중에 그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어느정도 있는지 확인

Ⅴ. 품질 신뢰성 기준별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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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슬라이싱 상태 모니터링 예시

●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잘못된 모니터링 능력 예시
- 슬라이싱 수행 시, 상태바가 제공되지 않아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없음
- STL 불러오기 경고 팝업창이 뜰 경우, 프로그레스바가 0%~100%까지 반복되어 오브젝트가 어느정도 진행된건지
확인할 수 없음

3.6. 사용자 운영 오류 회피율
사용자 운영 오류 회피율은 어떤 시스템 오작동을 가져오는 사용자 행위 및 입력이 방지되기 위한 방법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 세부 점검 항목
측정항목

점검항목

확인사항
상태에 변화가 있는 기능의 경우 상태 변화에 대한 파악이 손쉬운지 확인한다.

사용자 운영 오류
회피율

사용자 운영 오류
회피를 위한 정보
제공 여부

심각한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는 작업의 경우 취소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필수 필드에 값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만 편집하도록 UI가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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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사
 용자가 오류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켜야 한다.
① 상태에 변화가 있는 기능인 경우 : 상태 변화에 대한 파악이 손쉬워야 함
② 심각한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는 작업의 경우 : 취소 기능이 있어야 함
③ 데이터 입력 필드 관련 : 필수 필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만 편집 가능해야 함
-특
 히, ②번 항목은 신뢰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데이터 삭제, 잘못된
조작, 잘못된 데이터 입력 방지를 위해 사용자의 오조작 회피를 위한 수단(경고/확인메시지 등)을
제공을 통해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5.4 User error protection measures
- avoidance of user operation error: 어떤 시스템 오동작을 가져오는 사용자 행위 및 입력이 방지되는 정도를 확인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심각한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는 작업 예시
- 작업 도중 저장하지 않고 프로그램 종료 버튼을 누른 경우, 저장여부를 묻는 팝업 화면을 통해 사용자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다.

Ⅴ. 품질 신뢰성 기준별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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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필수 필드에 값 미입력 시 경고/확인 메시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지지 구조물 생성을 위해 ① 지지 구조물 각도를 입력하지 않고 ② 지지 구조물이 생성될 위치를 계산한 후 ③ 지지
구조물 생성을 할때, 사용자에게 경고/확인 메시지가 제공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모든 각도에 ④ 지지 구조물이
생성되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지 구조물 각도 입력 후 사용자가 선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 (② 위치 계산 및 ③ 지지
구조물 생성)를 고려하여 예외처리를 해야하며, 사용자에게도 경고/확인 메시지를 제공하여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3.7. 사용자 인터페이스 외관 심미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외관 심미성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전반적인 설계의 겉모습이 심미적으로 적절한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 세부 점검 항목
측정항목

점검항목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 요소 이용

외관 심미성

용이성

확인사항
GUI의 요소들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용이한지 확인한다.

*G
 UI(Graphical User Interface): 사용자가 편리하게 제품을 사용 가능하도록 입출력 등의 기능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컴퓨터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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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화
 면에 제시된 문자들은 읽기가 용이해야 하며, 그래픽 요소(예: 아이콘 등)의 모양을 보고 기능을
유추가 가능해야 한다.
- UI에 표시되는 모든 항목(예: 버튼, 텍스트, 삼차원 모델 등)에 대해 활성화된 상태/비활성화된
상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팝
 업창, 프로그램 화면에 대해서 취소 또는 종료 버튼이 항상 있어야 한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5.5 User interface aesthetics measures
- appearance aesthetics of user interfaces: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전반적인 설계의 겉모습이 심미적으로 어느 정도
즐겁게 보이는지 확인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사용자가 이해하기 용이한 GUI 예시
- 삼차원 모델의 빌드준비를 위해 삼차원 모델 편집 시, 삼차원 모델/단면/선/점 등을 선택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아이콘을 활성화/비활성화로 표시
<활성화 예시>

<비 활성화 예시>

●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GUI 예시
- 제품의 배경색과 글씨 색깔이 비슷하여 직관성이 떨어짐

Ⅴ. 품질 신뢰성 기준별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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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지원언어 적절성
지원언어 적절성은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언어가 적절하게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 세부 점검 항목
측정항목

지원언어 적절성

점검항목
제품이 지원 가능한
언어의 적절성

확인사항

제품에서 명세하는 지원 가능한 언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세부 설명
-제
 품설명서 혹은 제품의 도움말에 지원 가능한 언어의 종류를 명시해야한다.
-여
 러개의 언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코딩이 적절해야된다.
-언
 어 변경에 적용되지 않는 이미지 형식의 텍스트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통화, 수, 날짜 및
시간 등의 표기 방식도 언어에 맞게 변경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5.6 Accessibility measures
- supported languages adequacy : 필요한 언어가 지원되는 비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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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지원 언어에 대한 변경 적절성 예시
- 제품의 지원 가능한 언어를 설정할 경우, 메뉴 및 설정 값들이 지원 언어에 맞추어 표시됨

●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한글로 설정되어있는 프로그램에서 일부 기능에 대해 언어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
- 플랫폼에 모델이 가득 차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모델을 불러올 때 “Platform is fulled. Check the 3D models” 라는
영문 팝업창이 표시됨

Ⅴ. 품질 신뢰성 기준별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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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신뢰성
4.1. 평균 무고장 시간
평균 무고장 시간(MTBF)은 정의된 시간 내 발생한 고장 횟수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측정항목
평균 무고장 시간

점검항목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적절성

확인사항
프로그램이 고장 없이 평균적으로 운영가능한 시간은 적절한지 확인한다.

● 세부 설명
-프
 로그램 특성 별로 비정상 종료 없이 사용 가능해야할 시간이 다르므로 적절한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삼
 차원 프린팅 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구동 소프트웨어. 공정계획 및 관리지원 소프트웨어
등)은 출력이 완료될 때 까지가 하나의 프로세스 이므로, 이때까지를 고장없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하는 적절한 시간으로 설정한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6.1 Maturity measures
- mean time between failure : 시스템/소프트웨어 운영에 MTBF는 얼마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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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
•MTTR, MTTF, MTBF 설명
- MTTR(Mean Time To Repair, 평균 수리 시간): 제품을 정상 운용상태로 돌려놓기 위해 자동복구 또는 유지보수에
소비되는 시간들의 평균을 의미
- MTTF(Mean Time To Failure, 평균 고장 시간): 제품이 고장난 후, 다음번 고장이 발생할 때 까지의 시간들의 평균을
의미
-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 평균 고장 시간 간격): 고장을 복구한 시간부터 다음 고장 시점까지 가동시간들의
평균을 의미
· 제품의 수리가 가능한 제품의 경우: MTBF = MTTR+MTTF
· 제품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MTBF = MTTF

4.2. 시스템 가용성
시스템 가용성은 예정된 시스템 운영 시간 대비 실제 운영 시간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측정항목

점검항목

시스템 가용성

정의 및 정의된 시간

시스템 가동시간의
동안의 작동 여부

확인사항
시스템이 가동되는 기간을 적절히 정의하고, 정의된 시간동안 프로그램이
정상동작하는지 확인한다.

● 세부 설명
-프
 로그램마다 사용되는 프로세스가 다르므로 가동시간이 적절히 정의되어야 하며, 정의된
가동시간동안에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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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를 들어, 삼차원 프린팅 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구동 소프트웨어, 공정계획 및 관리지원
소프트웨어 등)은 출력이 완료될 때 까지가 하나의 프로세스이므로, 이때까지를 고장없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하는 적절한 시간으로 설정한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6.2 Availability measures
- system availability: 시스템이 스케줄된 운영 시간 동안에 실제로 사용 가능한 시간 확인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가동시간 예시
- 일반적으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는 삼차원 모델 파일을 불러와 장비에 맞게 출력 값 및 삼차원 모델의 형태를 편집 후,
삼차원 프린터가 읽을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나열한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비정상 종료되지
않고 동작해야함

●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가동시간 중 비정상 종료된 예시
- 제작 플랫폼을 벗어난 곳에 삼차원 모델을 이동시킨 후, 슬라이싱을 수행할 경우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됨

4.3. 고장 회피율
고장 회피율은 고장을 야기하는 결함패턴 대비 고장이 어느정도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측정항목
고장 회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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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항목

확인사항

결함 발생 시 연속적

프로그램의 비정상 종료 및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 및

기능 보장성

메시지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수지 광중합(Vat Photopolymerization)방식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 세부 설명
-사
 용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이 고장나더라도 계속 동작하는것처럼 보이는게 중요하다. 프로그램
내에 결함이 존재할 때 이를 어떻게 감지하고, 진단 및 통제하는지를 파악한다.
-그
 걸 명시된 대로 저장을 하고 있는지 여부 시스템 동작과 데이터를 보면 된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6.3 fault tolerance measures
- failure avoidance : 치명적이며 심각한 고장을 피해갈 수 있도록 제어 가능한 고장 패턴을 확인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응답없음 상태에도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예
- 아래 그림과 같이 메시 개수 1300만개 이상의 삼차원 모델을 생성 시,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응답없음 상태가 되지만
커서의 상태를 로딩 아이콘(

)으로 표시하여 프로그램이 계속 동작하고 있음을 표시하여 사용자가 기다릴 수

있도록 한다.

Ⅴ. 품질 신뢰성 기준별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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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지지 구조물 생성 시 입력값의 유효성 미확인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비정상 종료
- 지지 구조물 의 중앙 부분의 직경을 0.02로 입력하고 지지 구조물을 생성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된다.

4.4. 백업자료 완전성
백업자료 완전성은 제품의 중단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시스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데이터를
적절히 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측정항목

점검항목

백업 자료 완전성

데이터 회복의 적절성

확인사항
데이터 회복 시, 데이터가 적절하게 복구되는지 확인한다.
데이터 회복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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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프
 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되었을 경우, 작업중인 데이터를 지정된 디렉토리에서 정확하게 회복해야
한다.
-데
 이터의 임시 저장 주기에 따라 작업한 데이터가 완벽히 복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복구되는
데이터를 불러올 경우 임시저장된 시간을 함께 표시해주는 것이 좋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6.4 Recoverability measures
- backup data completeness : 정기적으로 백업되는 데이터 항목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데이터 복구
- 프로그램의 비정상 종료를 대비하여, 백업/자동저장/임시 파일 등 데이터 복구를 위한 파일을 명시하고 있으며, 데이터
복구를 위한 방법을 사용자 매뉴얼에 명시하고 있음

●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데이터 복구
-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된 후, 프로그램을 재시작하여도 작업중이던 데이터가 복구되지 않음

Ⅴ. 품질 신뢰성 기준별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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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유지보수성
5.1. 시스템 로그 완전성
시스템 로그 완전성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작동의 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로그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측정항목

점검항목

시스템 로그 완전성

적절한 시스템 로그
제공 여부

확인사항
로그가 제공되며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 세부 설명
-로
 그는 해당 프로그램에 어떠한 위협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예방하며
추후 증적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제공해야한다.
-로
 그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예
 를 들어 성능, 오류, 경고 및 운영 정보 등 중요 정보가 기록되며, 이러한 로그를 분석하여
필요로하는 유용한 정보(예: 시스템 취약점 분석, 시스템 장애 원인 분석)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8.3 Analysability measures
- system log completeness: 시스템의 작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로그에 운영 상태를 기록하는 비율 확인

136

수지 광중합(Vat Photopolymerization)방식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로그 제공 예시
- 사용자 매뉴얼에 명시된 로그 파일 위치에 로그파일이 생성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간에 맞추어
적절히 업데이트 됨

●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로그 미제공 및 잘못된 로그 제공
- 로그를 제공하지 않아,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파악이 어려움
- 프로그램 로그가 시간에 맞추어 생성되긴 하지만, 알수 없는 문자로 기입하여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이 어려움

5.2. 변경 효율성
변경 효율성은 기대시간 대비 변경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측정항목
변경 효율성

점검항목
제품 환경설정 변경의
적절성

확인사항
환경 설정 등을 통해 쉽고 적절하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세부 설명
-사
 용자에게 쉽고 적절한 환경 설정 기능을 제공함으로, 사용자마다 해당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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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적인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설정에는 업데이트 확인, 렌더링, 출력파일, 장비, 이력
등이 있다.
-예
 를 들어, 국가별로 상이한 길이의 단위(mm, inch)를 변경가능하게 하여 사용자가 단위가 상이한
다양한 도면을 확인하기 편리하게 도움을 준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8.4 Modifiability measures
- modification efficiency: 예상 시간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환경설정 예시
- 프로그램 환경설정에 일반적인 프로그램 설정 및 단축키 설정 외에도 빌드준비 및 슬라이싱에 대한 표현 방식에 대해
설정이 가능하며, 변경할 경우 즉시 적용되어 확인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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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지원언어를 변경하였을 때 변경된 언어가 바로 적용되지 않는 예시
- 환경설정에서 한글을 영어로 변경하였을 경우, 환경설정 내의 값들은 언어 변경이 바로 이루어 지지만, 그외
인터페이스의 언어들은 변경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프로그램을 재시작 해야 적용됨

5.3. 변경 정확성
변경 정확성은 변경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측정항목

점검항목

확인사항

프로그램 환경설정
변경 정확성

변경 시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정상동작

환경 설정 변경 후,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여부

● 세부 설명
-프
 로그램의 기능 추가, 디렉토리, 파일명, UI, 컴포넌트, 디스플레이 등을 변경하였을 때 프로그램이
설정대로 동작해야 한다.
-환
 경설정을 변경하더라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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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8.4 Modifiability measures
- modification correctness: 변경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비율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지원언어를 변경하였을 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정되는 예시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단위 변환
- 프로그램 설정에서 삼차원 모델 표기 단위를 mm, inch로 변환할 경우 삼차원 모델상의 길이 표기가 정확히 변경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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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m = 0.03937 inch 이므로 128.062 mm = 5.041811 inch 로 약 5.042 inch로 표기

●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지원언어를 변경하였을 때 변경된 언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예시
- 메뉴 및 환경설정 값들은 모두 한글로 표기되지만, 업데이트와 관련된 팝업은 영어로 혼용 표기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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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이식성
6.1. 하드웨어 환경 적응성
하드웨어 환경 적응성은 운영가능한 하드웨어 환경에 설치, 또는 다른 하드웨어 환경에 이식 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측정항목

점검항목

확인사항

설치가 가능한 시스템 이식 대상이 되는 하드웨어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하드웨어 환경 적응성 소프트웨어 정보 및
정상설치 여부 확인 설치 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한다.

● 세부 설명
-슬
 라이싱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PC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므로, 해당 소프트웨어가 제시한
하드웨어 환경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따
 라서, 해당 소프트웨어 설치가 가능한 하드웨어의 정보가 명확하게 필요하며, 해당 제품에서
제시한 설치가능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동작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9.1 Adaptability measures
- hardware environmental adaptability: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 서로 다른 하드웨어 환경에 적응 가능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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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제품설명서에 설치환경의 최소사양 및 권장사양 정보를 명시하는 경우
시스템 요구사항

추천사양

Memory

1GB

2GB

Disk amount

200MB

500MB

CPU

Pentium 4

Intel core 2 - 2.0 Ghz

●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제품설명서에 설치환경을 명시하지 않거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 제품설명서에 설치환경의 최소사양 및 권장사양 정보를 명시하지 않아 사용자가 제품설치를 위한 PC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줌
- 제품 설명서에 명시된 설치환경의 최소사양 및 권장사양이 정확하지 않아 제품 설치 후, 제품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음

6.2. 소프트웨어 환경 적응성
소프트웨어 환경 적응성은 운영가능한 하드웨어 환경에 설치, 또는 다른 하드웨어 환경에 이식 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측정항목

소프트웨어 환경
적응성

점검항목

확인사항

설치가 가능한 시스템 이식 대상이 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소프트웨어 정보 및
정상설치 여부 확인

설치 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한다.

Ⅴ. 품질 신뢰성 기준별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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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슬
 라이싱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PC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므로, 해당 소프트웨어가 제시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따
 라서, 해당 소프트웨어 설치가 가능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정보가 명확하게 필요하며,
해당 제품에서 제시한 설치가능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동작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컴파일러,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등이 포함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9.1 Adaptability measures
- system software environmental adaptability: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 서로 다른 시스템 소프트웨어 환경에 적응
가능한지 확인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제품설명서에 설치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권장사양 정보를 명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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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제품설명서에 설치환경을 명시하지 않거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 제품설명서에 설치 가능한 OS정보를 명시하지 않아 사용자가 제품설치를 위한 운영체제를 고르는데 어려움을 줌
- 제품 설명서에 명시된 설치환경의 운영체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제품 설치 후, 제품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음

6.3. 설치 용이도
설치 용이도는 사용자나 관리자가 설치를 쉽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에 따라 설치 절차를
적절히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측정항목

점검항목
설치 예상 시간 및
진행도 표시 여부

확인사항
사용자에게 설치 예상시간 및 진행도가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설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설치 프로그램 제공
여부

설치 가이드상에 설치 기본 설정 값(예: 기본 설치 경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설치 용이도
프로그램 설치의
적절성
프로그램 중복 설치시
적절한 경고 메시지
제공 여부

프로그램 설치 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프로그램 내에 이미 제품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적절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세부 설명
(1) 설치 예상 시간 및 진행도 표시 여부
-프
 로그램의 설치 예상 시간 및 진행도를 제공함으로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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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프로그램 제공 여부
-일
 반 배포파일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경우 보안상 문제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배포할 소프트웨어는 설치 파일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
 로그램이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의 설치 지원을 위한 설치 정보 또는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설
 치 가이드(사용 매뉴얼)에 기본 설정값(예: 기본 설치 경로 등)을 제공해야하며, 명시된 설치
파일의 경로와 실제로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로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3) 프로그램 설치의 적절성
-설
 치 시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어, 특별한 이유나 경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시스템 리부팅을 요구하거나, 사용자가 설치 중에 선택한 항목이 누락되는
등의 사례가 있다.
(4) 프로그램 중복 설치시 적절한 경고 메시지 제공 여부
-프
 로그램 설치 후,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추가/삭제에 등록이 되어야 하며,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또 설치가 가능할 경우 기존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설정, 관련 파일 등이
초기화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적절한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9.2 Installability measure
- ease of installation: 관리자나 사용자가 편의에 따라 설치 절차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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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의 설치 과정 예시

●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 프로그램의 설치파일을 제공하지 않고, 일반 실행파일(.exe)로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 가능한 경우
- 프로그램은 설치되었으나, 프로그램 추가/제거에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 (좌) 프로그램 추가/제거에 프로그램이 검색되지 않음, (우) 설치되어 프로그램이 실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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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호환성
7.1. 타 제품과의 공존성
타 제품과의 공존성은 제품과 운영 환경을 공유하는 다른 소프트웨어제품 중, 기능 및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없이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측정항목

점검항목

타 삼차원 프린팅
타 제품과의 공존성

소프트웨어 과의
공존성

확인사항
제품 명세서에 명시된 다른 소프트웨어 제품과 공존 가능한지 확인한다.
다른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유형(예: 모델링 소프트웨어, 호스트
소프트웨어)와 공존 가능한지 확인한다.

● 세부 설명
-소
 프트웨어 제품이 명시된 다른 소프트웨어 제품과 환경을 공유하면서 그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기능성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확인한다.
-모
 델링 소프트웨어, 펌웨어와 함께 사용된다면, 어떤 프로그램과 호환 가능한지 제품 명세서에
기재한다.
-또
 한 일반 레거시 상용 프로그램들과도 공존 가능한지 확인한다.

148

수지 광중합(Vat Photopolymerization)방식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4.1 co-existence measures
- co-existence with other products : 품질 측정하는 제품과 환경을 공유하면서 품질 특성이나 기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소프트웨어 제품 비율 확인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타 소프트웨어 와의 공존성
- 슬라이싱 하기 전단계인 메쉬파일 편집이 가능한 STL편집 소프트웨어 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가 한 PC에 동시에 설치
및 실행이 가능함

<STL 편집 소프트웨어>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타 소프트웨어 와의 공존성
- 설치된 제품이 삼차원 프린팅 관련 소프트웨어 및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와 충돌하여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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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데이터 포맷 교환성
데이터 포맷 교환성은 서로 다른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간에 데이터 포맷을 교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측정항목
데이터 포맷 교환성

점검항목

확인사항

슬라이스 파일 포맷

호스트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와 슬라이스된 파일 교환이 가능한지

지원 여부

확인한다.

● 세부 설명
-다
 른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시스템과 교환 가능한 지정된 포맷을 명시해야 한다.
-해
 당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내보낸 슬라이스 파일을 펌웨어에서 불러들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DLP 방식에서는 각 층마다의 이미지 파일을 모아서 압축파일, SLA방식에서는
SLC 혹은 CLI파일을 사용하며, 장비사마다 고유 파일 포맷 형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4.2 interoperability measures
- data formats exchangeability: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과 교환 가능한 특정 데이터 포맷의 비율 확인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슬라이스 파일 저장 기능 예시
- 수지 광중합 기반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저장한 SLC 파일을 일반적인 SLA기반 삼차원 프린터에서 불러올 경우,
파일을 정상적으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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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SLC 파일 저장 완료>

●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저장된 SLC파일을 삼차원 프린터에서 정상적으로 불러오지 못해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

7.3.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충분성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충분성은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측정항목

점검항목

확인사항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슬라이스 파일 교환

다른 유형의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과 데이터 교환을 위해

충분성

프로토콜 지원 여부

명시된 프로토콜을 정상적으로 지원하는지 확인한다.

● 세부 설명
-펌
 웨어로 슬라이스 파일을 바로 전송할 수 있는 (호스트 기능)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해당 항목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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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삼차원프린터의 펌웨어로 슬라이스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지원해야한다.
- LAN으로 삼차원 프린터와 연결하거나, IP주소/호스트네임을 통해 출력관리서버로 데이터
(삼차원 모델 정보, 출력 정보, 이력 등)를 전송할수도 있다.

● 참고표준

•8.4.2 interoperability measures
- data exchange protocol sufficiency: 명세된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이 지원되는 비율 확인

7.4. 외부 인터페이스 적절성
외부 인터페이스 적절성은 상호운용 가능한 외부 인터페이스를 명시하고 있으며, 인터페이스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측정항목

점검항목

외부 인터페이스

외부 인터페이스 구현

적절성

여부

확인사항
명시된 외부 인터페이스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세부 설명
-외
 부 인터페이스란 다른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말하며, 명시된 외부 인터페이스
관련 기능이 있으면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예
 를들어, '슬라이스 파일을 삼차원 프린터로 바로 넘기기 가능', '삼차원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작업한 파일을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로 바로 넘기기 가능' 등이 있다.
-펌
 웨어로 슬라이스파일을 바로 전송할 수 있는 (호스트 기능)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해당 항목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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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
 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삼차원 프린터의 펌웨어로 슬라이스 파일을 전송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을 지원해야한다.
- LAN으로 삼차원 프린터와 연결하거나, IP주소/호스트네임을 통해 출력관리서버로 데이터(
삼차원 모델 정보, 출력 정보, 이력 등)를 전송할수도 있다.

● 참고표준
ISO/IEC 25023:2016
•8.4.2 interoperability measures
- external interface adequacy: 명세된 외부 인터페이스 (다른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들이 제 기능을
하는 비율 확인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네트워크 상에 있는 삼차원 프린터를 찾아 연결하는 기능
1) 네트워크로 사용 가능한 프린터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보여주며, 검색된 프린터 중 사용하기를 원하는 프린터를
선택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내 프린터 관리에 추가된다.

또는 특정 ip를 입력하여 프린터를 추가하거나, USB 케이블로 연결된 프린터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보여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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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에 연결된 프린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슬라이싱한 후 출력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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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표준준수성
8.1. 슬라이스 데이터 지오메트리 적절성
슬라이스 데이터 지오메트리 적절성은 슬라이싱된 삼차원 모델의 지오메트리(층 두께, 층 개수, 삼차원
모델의 높이 등)를 확인 및 수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측정항목

점검항목
층 두께 설정 값 표시

확인사항
슬라이싱을 위해 삼차원 모델의 층 두께를 표시할수 있는지 확인한다.

슬라이스된 삼차원
모델의 층 관련 정보

슬라이스된 삼차원 모델의 층 관련 정보를 표시할수 있는지 확인한다.

표시
슬라이스 데이터

슬라이스된 삼차원

지오메트리 적절성

모델의 최소 높이,
최대 높이 표시 기능

슬라이스된 삼차원 모델의 최소, 최대 빌드 높이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제공여부
최적의 툴패스 생성을 사용자가 인필의 모양 및 밀도를 조정하여 툴패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지
위한 파라미터 설정

확인한다.

● 세부 설명
(1) 슬라이싱을 수행할 층 두께 설정 값 표시
-수
 지 광중합 방식은 소재의 특성 및 조사하는 빛의 세기와 시간에 따라 출력물의 층별 두께가
상이하여 적층이 가능한 두께를 확인하고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소프트웨어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층의 두께 설정 값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선택한
3D프린터에 맞게 제작 플랫폼의 이동 거리 및 광원의 조사 시간을 설정하여 삼차원 모델을
슬라이싱 할 수 있어, 사용자 실수 및 출력 준비 시간을 감소할 수 있다.
(2) 슬라이스된 삼차원 모델의 층 관련 정보 표시

Ⅴ. 품질 신뢰성 기준별 점검 방법

155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신뢰성 확보 가이드

-슬
 라이싱 된 삼차원 모델의 층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삼차원 프린터 상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가능하다.
①슬
 라이싱 되었을 때, 총 층의 개수를 확인하여 삼차원 프린터가 슬라이싱 파일을 정상적으로
읽고 적층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총 층의 개수 확인이 필요하다.
②슬
 라이스된 삼차원 모델의 현재 층을 확인함으로 층수 별 정상적으로 적층 경로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도움을준다.
(3) 슬라이스된 삼차원 모델의 최소 높이·최대 높이 표시
-삼
 차원 프린터로 출력하는 삼차원 모델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설정한 층 두께의 배수로
적층되므로, 출력할 삼차원 모델, 재료의 점성, DLP및 SLA 3D프린터에서 지원 가능한 출력물
층의 두께에 따라 층의 두께를 적절히 설정해주지 않으면 빌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료의
점성, DLP 및 SLA 3D프린터에서 출력 가능한 층 두께로 설정 후, 삼차원 모델을 빌드하여야
삼차원 모델의 정상적인 출력이 가능하다.
-삼
 차원 프린터의 Z축으로의 이동 가능한 최대 높이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이상의 삼차원
모델을 슬라이싱할 경우는 출력이 불가능 하다. 그러므로, 출력 가능한 최소, 최대의 빌드
높이를 표시함으로 사용자에게 슬라이스된 삼차원 모델이 사용할 삼차원 프린터에서 출력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4) 툴패스 생성
-잠
 재적인 결함이 없도록 툴패스 견고성(Toolpath Robustness)을 유지할 수 있는 툴패스를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툴
 패스 파라미터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인필의 밀도과 패턴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밀도는 10~100% 로 설정할 수 있으며, SLA의 경우 레이저 직경에 따라, DLP의
경우 빔프로젝터의 해상도에 따라 프린터 제조사 별로 기본 설정 값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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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슬라이싱 후 삼차원 모델 단면 및 최대/최소 높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예시
- 슬라이싱하고 난 후 미리보기를 제공하면 총 층의 개수, 출력물의 최소(아래 좌측 그림) / 최대(아래 우측 그림) 높이
및 단명 정보를 알수 있다.

● 참고설명
•슬라이스 지오메트리 특성
- 평면은 로컬 층의 두께에 대응하는 제작 플랫폼로부터의 오프셋에서 정의된다. 이 정의된 평면에 대해 각 삼각형
단면을 순차적으로 검사하고 재귀적으로 생성된 AMF 단면을 명시적으로 평가해야한다. STL이나 AMF 포맷 모두 각
단면이 3개의 공간 좌표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 좌표가 제작 플랫폼(Z값)으로부터 높이에 따라 정해진 경우, 교차되는
경우를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A)슬라이스 단면이 두 단면 에지(facet edge)와 교차
(B) 단면과 점(vertex) 교차
(C) 단면이 단면 에지와 동일 선상
(D) 하나의 점과 하나의 단면 에지와 교차
(E) 교차점 없음

그림 2. 슬라이스 층과 단면 간 교차가 되는 가능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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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접근은 수학적으로 견고하지만 큰 데이터 파일을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연관되어 있는 층에 따라 분류된 단면(facets)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처리는
초반에 단계가 늘어나긴 해도 전체적인 계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슬라이싱 계산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아직까지 슬라이싱 최적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DfAM 분야에서 연구 주제로
남아있다.
- 연속적인 지오메트리를 유한한 수의 삼각기둥으로 나누게 되면 계단 현상(stair-step effect)이라고 알려져 있는 본질적인
기하학적인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계단 현상은 수평 또는 수직 구조물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경사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슬라이싱 작업과 관련한 오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끝단 높이(cusp height) 오차 측정 방법과 체적오차(volumetric
error) 측정 방법이 있다. 특정 시나리오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사용하면 된다.
1) 끝단 높이 오차
슬라이스 형상 표면과 설계 표면 사이의 노멀 코드(normal chord)에 의해 측정된 최대 거리로 측정한다.
2) 체적 오차
모든 삼각기둥 섹션의 전체 부피와 삼차원 모델의 볼륨 오차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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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
•툴패스 생성을 위한 perimeter-and-raster 전략
-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는 툴패스 및 이와 연관된 프로세스 파라미터들을 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툴패스
알고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perimeter-and-raster(둘레와 래스터) 전략으로, 슬라이스 주변에 다수의 자체 교차
연속 컨투어를 정의하고, 나머지 영역은 특정 패턴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한다. 내부를 채우는 패턴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일정한 래스터 기울기의 일정한 래스터 오프셋을 가진 형태로 채워진다. Perimeterand-raster 전략 표면이 상대적으로 덜 거칠 수 있도록 연속적인 주변 필라멘트를 생성하는 방식이나, 곡선 형상의
경우 국소적인 다공성 결함을 내포한다.

8.2. 후처리 용이도
후처리 용이도는 사용자가 후처리를 위한 정보 제공 여부 및 삼차원 모델을 적절히 편집 및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측정항목

후처리 용이도

점검항목

확인사항

적층제조 방법 및
삼차원 모델정보 제공
여부

후처리를 위한 적층제조 방법 및 삼차원 모델 정보가 제공되는지 확인한다.

삼차원 모델 영역 크기
증감 기능 제공 여부

후처리를 위해 모델의 일부 영역의 크기 및 보조물을 증감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세부 설명
- DLP 및 SLA 기반의 출력물에서 활용되는 후처리는 대부분이 지지 구조물 및 바닥 보조물
(라프트) 제거이며, 사용하는 재료, 생성한 지지 구조물 및 바닥 보조물에 따라 후처리 방법에 대해
제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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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처리를 위해 지지 구조물과 출력물 분리를 위해 서로의 접촉면을 최소화해주는 것이 좋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8.5절의 지지구조물 생성에서 설명한다.
- 수지 광중합 방식에 사용되는 재료인 레진은 사용자 피부에 닿거나 냄새를 흡입하지 않는 것이
것이 좋으므로, 마스크나 일회용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고 후처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 참고표준
ISO/ASTM 52910:2018 Additive manufacturing - Design - Requirements,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5.3.6 적층제조 공정중에 서포트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후처리 공정 단계에서 지지 구조물 제거는 소요되는 시간,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6.8.3.1 Post-Processing consideration 후처리가 필요한지 여부는 사용하고 있는 공정과 재료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
•만일 지지 구조물이 사용된다면, 손으로 직접 제거 혹은 기계를 사용하여 제거된다.
•많은 경우에 사용자는 지지 구조물 밀도, 위치, 접촉면의 크기 등을 조절함으로 지지 구조물 제작을 제어 가능하다.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후처리를 고려한 출력물의 출력 방향 제시
- 삼차원 모델의 출력 방향을 결정하느 요소 중 하나로 “지지 구조물 양”이 항상 포함되며, 지지 구조물 양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에러가 최소로 발생하는 방향을 찾아 추천해 주는 기능이 있음. 이렇게 추천해 주는 삼차원 모델의 방향, 위치를
선택하면 출력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후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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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후처리를 위한 기능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 삼차원 프린팅 출력 시, 중요한 보조물 중 하나인 지지 구조물 생성이 자동으로만 가능하여, 사용자가 필요에 맞게
편집할 수 없는 경우

8.3. 부피/질량 감소
부피/질량 감소는 품질의 심각한 손상 없이 모델의 부피/질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측정항목

점검항목

확인사항

부피 감소에 따른
삼차원 모델 품질
부피/질량 감소

부피가 줄어든 삼차원 모델의 품질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적절성
부피 감소 예상 시간
및 진행도

부피를 감소시킬 경우, 수행 예상 시간 및 진행도 제공 여부를 확인한다

Ⅴ. 품질 신뢰성 기준별 점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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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삼
 차원 모델의 부피를 감소시킬 경우, 삼차원 모델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 품질이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프린트 이후에 부피 감소전 모델과 비교하여 외형적으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지 확인한다.
-또
 , 형상이 복잡한 삼차원 모델 (부피 및 용량이 컸던 삼차원 모델)들의 부피를 축소시킬 경우 감소
예상 시간 및 진행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레스 바 등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 참고표준
ISO 17296-4:2014 Additive manufacturing - General principles - Part 4: Overview of data processing
•4.3.3.2 Volume reduction (mass reduction)
- 일부 적층제조 기술에서 큰 부피의 출력물을 제작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CAD 모델링 단계에서
도구를 사용하여 부피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형상이 복잡한 삼차원 모델의 부피를 조정하는 경우
- 형상이 복잡하고, 용량이 큰 삼차원 모델을 불러와 삼차원 모델의 크기를 조정할 경우, 삼차원 모델의 크기가 변경되어도
에러 발생 및 형상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 (좌) 불러온 삼차원 모델 (STL파일) 초기 상태/ (우) 삼차원 모델를 프린터 사이즈에 맞게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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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부피 변경 시 기능 오작동
- 작업평면 상에서 3차원 삼차원 모델의 모서리를 끌어당겨 부피를 변경할 때 X,Y,Z 값 중 하나가 0이 될 때 사용자의
동의 없이 형상이 2차원 형태로 변경되어 데이터가 복구되지 않음

8.4. 삼차원 모델 정렬
삼차원 모델 정렬은 삼차원 모델을 정렬하여 품질 또는 출력속도 향상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측정항목

점검항목

확인사항
삼차원 모델이 정렬되었을 때, 출력 가능하게 정상적으로 배열되는지

삼차원 모델 정렬

삼차원 모델 정렬의
적절성

확인한다.
삼차원 모델 정렬을 변경할 시 출력물의 품질 및 제조 시간 변화가 예상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 세부 설명
•삼차원 모델 정렬 적절성
⇢삼
 차원 프린터의 3축 방향(XY, XZ, YZ) 마다 출력 정밀도가 다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삼차원 모델을 정렬하였는지 확인한다. 또, 자동 삼차원 모델 정렬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확인하는 항목으로, 최적 방향을 고려하여 출력 가능하도록 배열되는지를 확인한다.
수지 광중합 방식의 경우 Z축으로의 크기가 클수록 제작 플랫폼의 이동 시간이 많이 소모되어
출력시간이 오래 걸리며, 지지 구조물과 맞닿은 단면이 갑자기 넓게 출력될 경우 경화층이 갑자기
수축되어 출력물의 품질이 좋아지지 않으므로, 제작 플랫폼과의 적절한 각도를 주어 출력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30~40°정도의 값을 주어 출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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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 정렬 예시>

•삼차원 모델 정렬 별 예측 시간
⇢제
 작 플랫폼 상의 삼차원 모델의 위치 및 정렬 형태에 따라 프린터의 노즐 이동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삼차원 모델 출력시 최적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삼차원 모델 정렬 변경에 따른
예측시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 참고표준
ISO 17296-4:2014 Additive manufacturing - General principles - Part 4: Overview of data processing
•4.3.3.3 Part alignment and supports: 프린터의 3축(X, Y, Z) 방향 마다 출력 정밀도가 다르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삼차원 모델을 정렬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출력물 배치에 따라 제작시간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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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삼차원 모델의 최적 방향 설계 예시
- 삼차원 모델을 설계할 때 방향을 고려하여 지지 구조물 영역(cm2), 지지 구조물 부피(cm3), 높이(mm)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정 소프트웨어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삼차원 모델의 최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삼차원 모델의 방향을 계산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입력하면, 그에 맞는 최적 방향을 순위를 매겨 보여준다.
* 임계각(Critical Angle), 바닥면에 지지 구조물 생성 여부(생성 시, 플랫폼과의 거리), 최소 회전 방향, 삼차원 모델의 최대 높이 등

● 품질 신뢰성 결함 사례
•최적 방향 설계가 어려운 경우
- 삼차원 모델 출력 준비 시, 프린터에 맞는 파트의 출력 방향을 추천해 주지 않으며, 사용자가 직접 배열 및 방향을
조정하여 출력 준비를 수행하는 경우

Ⅴ. 품질 신뢰성 기준별 점검 방법

165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 신뢰성 확보 가이드

8.5. 지지 구조물 생성
지지 구조물 생성은 삼차원 모델을 출력하기 위해 지지 구조물을 최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측정항목

점검항목

확인사항
지지 구조물 생성 시, 밀도의 조절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지지 구조물 파라미터
설정

지지 구조물 생성 시, 출력물과의 접촉 면적 설정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지지 구조물 생성시, 기준 각도의 설정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지지 구조물 생성
지지 구조물 생성 시, 제품이 손상될 수 있는 부분에 표시를 할 수 있는지
지지 구조물 필요
부분 가이드

확인한다.
아래를 향하고 있는 외면의 경우(예: 오버행) 지지 구조물을 생성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 세부 설명
(1) 지지 구조물 파라미터 설정
- (지지 구조물 밀도 조절) 지지 구조물은 삼차원 모델 출력 완료 후, 제거될 목적으로 제작된
지지구조로 삼차원 모델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재료를 낭비하지 않도록 밀도 조절 기능이
필요하다. 지지 구조물의 밀도 값을 높게 설정하면 출력물에 부착되는 지지 구조물의 수는
증가되어 삼차원 모델을 출력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낮아지지만, 후처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반면, 지지 구조물의 밀도 값을 낮게 설정하면 출력물에 부착되는 지지 구조물의 수는
감소되고, 삼차원 모델을 출력하는데 실패할 확률이 증가하지만, 후처리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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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별 지지 구조물 생성의 차이>

- (지지 구조물 접촉 면적 설정) 지지 구조물과 출력물 사이의 접촉 면적을 변경하여 출력 성공률
및 출력물의 품질 조절 가능하다. 지지 구조물과 출력물 사이의 접촉 면적 값을 증가시키면
출력 성공률이 증가하지만 출력물의 후처리 시간 증가 및 출력물의 품질 저하를 야기한다.
반면, 지지 구조물과 출력물 사이의 접촉 면적 값을 감소시키면 출력물과 지지 구조물 사이의
접촉력이 약해져 출력 성공률이 감소하지만, 출력물의 후처리 시간 감소 및 출력물의 품질이
좋아지게 된다.

<출력물과 지지 구조물의 접촉면적 값에 따른 지지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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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구조물 생성 기준 각도 설정) 프린터 마다 오버행(overhang) 각도 (지지 구조물이 필요한
외면)가 상이하므로, 지지 구조물 생성으로 인한 재료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지지 구조물 생성
기준 각도 설정이 필요하다. 지지 구조물 생성 각도는 각 프린터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기준 값을 제공해주는 것이 좋다.
(2) 지지 구조물 생성 필요 부분 가이드
- (지지 구조물 생성 부분 표시) 사용자가 삼차원 모델에 지지 구조물을 생성해야 할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삼차원 모델과 다른색으로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지지 구조물 생성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다.
- (지지 구조물 생성 외면 확인) 출력할 삼차원 모델의 외면 중, 제작 플랫폼와 이루는 각도가
사용자가 설정한 값보다 작은 경우, 삼차원 모델과 제작 플랫폼 사이의 공간이 생겨 허공에
재료를 뿌리게 되어 제대로된 형상이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지지 구조물 설정 시 아래와 같은
면은 지지 구조물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①사
 용자가 설정한 overhang 각도 (삼차원 모델과 제작 플랫폼이 이루는 각도)보다 작은
각도를 이루는 면
② 제작 플랫폼과 맞닿아 있지 않고, 메인 파트와 붙어서 출력되지 않는 면

● 참고표준
ISO 17296-4:2014 Additive manufacturing - General principles - Part 4: Overview of data processing
•4.3.3.3 Part alignment and supports: 일부 삼차원 프린팅 공정에서 삼차원 모델의 하부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 구조물
생성이 필요하며,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하여 지지 구조물을 생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지지 구조물이 생성된
부분은 지지 구조물 제거 시, 표면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지지 구조물 생성이 필요하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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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신뢰성 모범 사례
•지지 구조물 생성 필요 부분 가이드 제공 예시
- 지지 구조물 생성이 필요한 각도를 설정하면, 선택한 삼차원 모델에서 지지 구조물 생성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함

<지지 구조물 생성이 필요한 부분을 붉게 표시함>

8.6. 메시 파일 포맷 적합성
메시 파일 포맷 적합성은 메시 파일 표준문서를 따르는 메시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항목이다.
측정항목
메시 파일 포맷

점검항목

확인사항

메시 파일 포맷 형식

메시 파일 (STL, WRL, PLY, AMF 3MF 등) 표준에 맞추어 작성된 파일을

준수 여부

정상적으로 불러올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세부 설명
-산
 업표준인 STL파일은 삼차원 모델을 모아놓은 페이지인 '싱기버스'등에 올라온 파일이
정상적으로 불러와 지는지 확인한다.
- WRL(x3d)파일은 Web3D에서 제공하는 샘플 WRL(x3d)파일이 정상적으로 불러와 지는지
확인한다.
-산
 업표준인 PLY파일은 삼차원 모델을 모아놓은 페이지인 '싱기버스(Thigiverse)'등에 올라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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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 정상적으로 불러와 지는지 확인한다. 또, ‘스탠포드 3D 스캐닝 리포지토리’의 샘플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가능하다.
- AMF파일은 wikipedia의 AMF파일 설명에서 제공하는 샘플 AMF파일이 정상적으로 불러와
지는지 확인한다.
- 3MF파일은 3MF컨소시엄에서 제공하는 샘플 3MF파일이 정상적으로 불러와 지는지 확인한다.

● 참고설명
•메시 파일의 종류
1. STL파일
- STL은 Stereolithography의 약자로 3D Systems사에서 만든 삼차원 데이터를 표현하는 산업 표준 중 하나이다.
-삼
 차원 데이터를 가장 작은 면 단위인 ‘삼각형’을 이용하여 보여주는 형식으로 삼차원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을 할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삼차원 모델 데이터 형식이다.
-A
 SCII형식과 Binary형식이 존재하며, ASCII 형식은 텍스트 형태로 파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신 용량이 크고,
Binary는 텍스트 형태로 인코딩 되지 않아 ASCII에 비해 용량이 작다.
<STL파일 표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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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RML 파일 (ISO/IEC 14772-1:1997, ISO/IEC 19775-1)
- VRML(‘Vermal Reality Modeling Language’ 혹은 ‘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은 Web3D 컨소시엄에서
개발된 파일 표준으로, ISO에 의해 X3D라는 국제 표준으로 지정되었다.
-텍
 스트 파일 포맷으로 삼차원 폴리곤 엣지, 표면 색상 등을 지정이 가능하며, 현재는 *.wrl 혹은 *.x3d로 혼용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3. PLY 파일
- PLY는 Stanford Polygon File Format으로 삼차원 스캔 장비에서 추출한 삼차원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 파일은 STL 파일 처럼 ASCII형식과 Binary형식을 지원한다.
- 파일의 헤더에서는 파일의 형식, 정점(vertex)·면(face)의 개수, 정점(vertex)·면(face)의 속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AMF파일 (ISO/ASTM 52915:2016)
- AMF(Additive Manufacturing File format) 파일은 삼차원 프린팅에 활용 가능 하도록 ASTM과 ISO가 협력하여
제작된 XML기반 파일 포맷으로 ISO/ASTM 52915:2016 표준으로 제정되었다.
- XML 형식이기 때문에 기계와 인간이 모두 읽을 수 있고, 코딩과 디버깅이 편리하다.
- STL파일 형식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색상, 재료, 격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5. 3MF파일
- 3MF(3D Manufacturing Format)파일은 적층제조를 위해 제작된 XML기반의 파일 포맷으로 3MF컨소시엄에서
개발하고, 산업에 제공하였다.
- XML 형식이기 때문에 기계와 인간이 모두 읽을 수 있고, 코딩과 디버깅이 편리하다.
- STL파일 형식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색상, 재료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8.7. 슬라이스 파일 포맷 적합성
슬라이스 파일 포맷은 슬라이스 파일이 표준을 준수하여 구성되었는지 측정하는 항목이다.
측정항목
슬라이스 파일 포맷

점검항목
슬라이스파일 포맷
준수 여부

확인사항
슬라이스 파일 포맷(예: *. cli, *.slc 등) 이 표준 문서에 맞추어 작성되어
있고, 표준형식에 맞추어 생성된 *. cli, *.slc파일을 정상적으로 불러올 수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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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설명
- SLA기술 기반 프린터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파일은 CLI, SLC파일 형식이므로, 표준에 맞추어
생성된 파일을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정상적으로 불러오고 내보낼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CLI(Common Layer Interface) 는 레이어 제조 기술(Layer Manufacturing Technologies)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에 지오메트리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범용 파일 형식이다.
- 수지의 층별 광경화, 분말의 소결 또는 결함, 시트 재료 절단, 용융 재료 응고 등 PBF 방식의
삼차원 프린터에 적합하다. 현재 버전 2.0까지 나와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hmilch.
net/downloads/cli_format.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SLC(SliCe format)는 3D Systems에서 개발한 파일 포맷으로 CAD 모델의 2.5 차원 파일 포맷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솔리드 모델을 내부 및 외부 경계 선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며, 자세한 내용은
http://paulbourke.net/dataformats/slc/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설정하여 내보낸 공정 매개변수 설정값 및 경로 이동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 DLP기술 기반의 프린터는 이미지 기반으로 빔프로젝터 광원을 조사하여 삼차원 모델을 출력하기
때문에, 층별 조사할 이미지 파일을 압축파일 혹은 장비사 마다 제공하는 파일 안에 담아 저장하여
출력한다.

● 참고설명
•CLI 소개
- CLI 파일 포맷은 독일의 Brite-EuRam 프로젝트가 만든 포맷으로. 횡단면 정보만 포함할 수 있는 STL 형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구성은 층(Layer), 컨투어(Contour), 선(Polyline), 해치(Hatches)로 되어 있으며, ASCII
형식과 Binary 형식을 제공한다.
·ASCII 형식 파일 구조
ASCII 파일은 섹션으로 구분되며, 각 섹션은 시작 및 끝 문구로 표시된다. 문자 A~Z, a~z, 0~9, $ 및 구분 기호( ‘/’, ‘,’,
‘//’)만 읽을 수 있으며 각 파일에서 Header 섹션과 Geometry 섹션은 필수사항이다. Header 섹션의 시작은 데이터의
시작으로 해석되고 Geometry 섹션의 끝은 데이터의 끝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Header 섹션 앞과 Geometry 섹션
뒤의 데이터는 무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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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ary 형식
바이너리 파일은 ASCII 데이터 형식의 Header 세션과 Binary 데이터 형식의 지오메트리 섹션으로 구분된다. 섹션의
시작은 데이터의 시작으로 해석되고 Geometry 섹션의 끝은 데이터의 끝으로 해석된다. 헤더 섹션의 끝은 $$
HEADEREND 명령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자료: https://www.hmilch.net/downloads/cli_format.html 참조

● 참고설명
•SLC 소개
- SLC 파일 포맷은 1994년경 3DSystems에 의해 개발된 파일 포맷이다.
SLC 파일은 헤더 섹션, 3D reserved 섹션, 샘플 테이블 섹션, 컨투어 데이터 섹션으로 나뉜다.
·헤더 섹션
부품에 대한 전역 정보와 준비방법이 포함된 ASCII 문자열이다. 헤더는 캐리지 리턴, 줄 바꿈 및 control-Z 문자
(0x0d, 0x0a, 0x1a)로 종료되며 종료 문자를 포함하여 최대 2048 Byte까지 허용된다.
·3D reserved 섹션
256 Byte 세션은 향후 사용을 위해 남겨둔 세션이다.
·샘플링 데이터 섹션
샘플 테이블은 부품의 샘플링 두께 (층 두께 또는 슬라이스 두께)를 설명하는 섹션이다. 테이블에는 최대 256 개의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각 항목은 Z 시작 위치, 슬라이스 두께 및 해당 샘플링 범위에 속하는 선 너비를 설명한다.
·컨투어 데이터 섹션
컨투어 데이터 섹션은 일련의 연속 오름차순 Z 횡단면 또는 층의 컨투어 정보를 설명하는 세션이다. 각 컨투어 층에는
최소 Z 층 값, 컨투어 수 등이 포함되며, 해당 컨투어에 대한 x, y 정점 수, 간격 수, 부동 소수점 정점 목록이 포함된다.
※ 자료: http://paulbourke.net/dataformats/sl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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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의 품질을 평가해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소프트웨어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품질 점검 항목을 제시하였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점검항목은 필수적
(Required)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 점검항목이며, 회색으로 표시한 점검항목은 선택적(Optional)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 점검항목이다. “No”에 표시된 점검항목의 경우에는 V장의 각 절을 참고하여 품질을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번호

점검항목

설명

1

기능명세여부

제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프로그램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이 명세되어 있는가?

2

기능구현여부

제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명세된 기능이 프로그램에
구현되어 있는가?

3

제공된 기능의 정확한 결과
제공 정도

프로그램에 제공된 모든 기능이 의도된 목적대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가?

4

삼차원 모델파일, 슬라이싱 파일을 불러오고 내보내는 기능이
적절히 구현되어 있는가?

5

슬라이싱을 위해 삼차원모델을 적절히 배치하고 편집할 수 있는
적절히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가?

6

단위 기능 적절성

수지 광중합 기술 기반의삼차원 프린터 장비에 맞는 값을
설정하는 기능이 적절히 구현되어 있는가?

7

수지 광중합 기술 기반의 삼차원 프린터에 맞게 지지 구조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적절히 구현되어 있는가?

8

수지 광중합 기술 기반의 삼차원 프린터 장비에 맞는 출력 값을
설정하는 기능이 적절히 구현되어 있는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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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기능 적절성

단위 기능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때 기능이 적절히 구현되어
있는가?

Yes

No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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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싱 기능 수행 시 시스템에서 응답 시작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적절한가?

10

응답 시작에 소요되는 시간

11

작업(job)당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12

평균 CPU 사용률

13

평균 메모리 사용률

14

동시처리 가능한 파일개수

슬라이싱이 정상동작하는 범위의 삼차원 모델 파일 개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명시된 최대 용량의 파일을 작업할 경우
정상동작 하며 데이터 손실은 없는가?

15

허용 가능한 슬라이스 파일
용량

정상동작하는 범위의 삼차원 모델 및 슬라이스 파일 용량을
명시하고 있으며, 명시된 최대 용량의 파일을 작업할 경우
정상동작 하며, 데이터 손실은 없는가?

16

제품 설명서 완전성

제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를 제공하며, 제품에 대한 설명이
완전한가?

17

제공된 입력필드 관련 정보의
적절성

기본 설정값이 있는 입력필드 중에서 기본 값이 자동적으로
채워지는가?

18

제공된 오류메시지의 완전성

제공한 오류메시지가 오류가 발생한 원인과 그 처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가?

19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보
제공의 적절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제품을 이해할 수
있는가?

20

기능 상태 가시성

실제 기능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현재 기능 상태가 변경되어
표시되는가?

특정 기능을 수행할 경우 CPU 사용률이 적절한가?
특정 기능을 수행할 경우 메모리 사용률이 적절한가?

상태에 변화가 있는 기능의 경우 상태 변화에 대한 파악이
손쉬운가?

21

22

슬라이싱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적절한가?

사용자 운영 오류 회피를 위한
정보 제공 여부

심각한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는 작업의 경우 취소 기능을
제공하는가?
필수 필드에 값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분만 편집하도록 UI
가 설계되어 있는가?

23

24

사용자 오류 발생시 복구 정보
제공 적절성

시스템이 오류의 발생, 오류의 유형 및 가능한 교정 방법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가?

25

GUI 요소 이용 용이성

26

제품이 지원 가능한 언어의
적절성

제품에서 명세하는 지원 가능한 언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27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적절성

프로그램이 고장 없이 평균적으로 운영가능한 시간은 적절한가?

GUI의 요소들이 사용자가 이용하기에 용이한가?

부록.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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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시스템 가동시간의 정의 및
정의된 시간 동안의 작동 여부

시스템이 가동되는 기간을 적절히 정의하고, 정의된 시간동안
프로그램이 정상동작하는가?

29

결함 발생 시 연속적 기능
보장성

프로그램의 비정상 종료 및 데이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
및 메시지를 제공하는가?

30

요구사항에 명세된 평균
복구시간 확인

프로그램이 목적한 복구 시간내에 성공적으로 복구를 완료할 수
있는가?

31

데이터 회복 시, 데이터가 적절하게 복구되는가?
데이터 회복의 적절성

32

데이터 회복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33

적절한 시스템 로그 제공 여부

로그가 제공되며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가?

34

제품 환경설정 변경의 적절성

환경 설정 등을 통해 쉽고 적절하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35

설치가 가능한 HW 정보 제공
및 정상설치 여부 확인

이식 대상이 되는 HW정보가 명확히 제공되는가?

설치가 가능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보 및 정상설치
여부 확인

이식 대상이 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는가?

36
37
38
39

설치 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가?

설치 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가?

설치 예상 시간 및 진행도 표시
사용자에게 설치 예상시간 및 진행도가 제공되는가?
여부

40

설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설치 프로그램 제공 여부

설치 가이드상에 설치 기본 설정 값(예: 기본 설치 경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가?

42

프로그램 설치의 적절성

프로그램 설치 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43

프로그램 중복 설치시 적절한
경고 메시지 제공 여부

프로그램 내에 이미 제품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적절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가?

44

타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과의 공존성

제품 명세서에 명시된 다른 소프트웨어 제품과 공존 가능한가?

45

슬라이스 파일 포맷 지원 여부

호스트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와 슬라이스된 파일 교환이
가능한가?

46

슬라이스 파일 교환 프로토콜
지원 여부

다른 유형의 삼차원 프린팅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과 데이터
교환을 위해 명시된 프로토콜을 정상적으로 지원하는가?

47

외부 인터페이스 구현 여부

48

층 두께 설정 값 표시

슬라이싱을 위해 삼차원 모델의 층 두께를 표시할수 있는가?

49

슬라이스된 삼차원 모델의 층
관련 정보 표시

슬라이스된 삼차원 모델의 층 관련 정보를 표시할수 있는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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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슬라이스된 삼차원 모델의
최소 높이, 최대 높이 표시
기능 제공여부

슬라이스된 삼차원 모델의 최소, 최대 빌드 높이를 제공하는가?

51

최적의 툴패스 생성을 위한
파라미터 설정

사용자가 삼차원 내부 및 지지 구조물의 밀도를 조정하여
툴패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가?

52

적층제조 방법 및 삼차원 모델
정보 제공 여부

적층제조 방법 및 삼차원 모델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고 있는가?

53
최적의 출력 예상시간의 변화
확인 가능 여부

삼차원 모델이 정렬되었을 때, 출력 가능하게 정상적으로
배열되는가?

54

삼차원 모델 정렬 변경 시 출력물의 품질 및 제조 시간 변화가
예상이 가능한가?

55

지지 구조물 생성 시, 밀도의 조절이 가능한가?

56

지지 구조물 파라메터 설정

지지 구조물 생성 시, 출력물과의 접촉 면적이 설정 가능한가?

57

지지 구조물 생성시, 기준 각도의 설정이 가능한가?

58

지지 구조물 생성 시, 제품이 손상될 수 있는 부분에 표시를 할
수 있는가?
지지 구조물 필요 부분 가이드
아래를 향하고 있는 외면의 경우(예: 오버행) 지지 구조물을
생성할 수 있는가?

59

60

메시 파일 포맷 형식 준수 여부

메시 파일 (stl, wrl, ply, amf, 3mf) 표준에 맞추어 작성된 파일을
정상적으로 불러올 수 있는가?

61

슬라이스파일 포맷 준수 여부

슬라이스 파일 포맷(예: *. cli, *.slc 등) 이 표준 문서에 맞추어
작성되어 있고, 표준형식에 맞추어 생성된 *. cli, *.slc 파일을
정상적으로 불러올 수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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