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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소재 출력이 가능한 FDM 방식의 3D 프린터 기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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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저가 3D 프린터는 그 영역을 넓혀 단일 소재를 출력하는데 그치지 않고 2 가지 이상의
소재로 구성된 가공물을 출력하는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동향에 따라 대표적인 저
가 방식으로써 단일 소재를 출력하는 기존의 FDM (Fused Deposition Method) 3D 프린터에서도
단일 노즐을 뛰어넘어 다중 노즐로 구성된 3D 프린터가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다중 노즐 방
식의 3D 프린터의 경우 노즐 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오차가 발생하며, 이를 보
정하기 위해 정밀한 동적 제어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 노즐 FDM 3D 프린터의 구조
적 한계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즐의 회전 이동을 통해 다중 소재
를 출력 할 수 있는 FDM 방식의 3D 프린터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단일 출력포
트로 구성된 노즐을 전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각의 노즐을 원형으로 배치하고, 이 원형 배열
의 축을 중심으로 노즐을 회전시켜 동일한 위치에서 다른 소재가 출력할 수 있게 한다. 이 모
델이 기존의 다중 노즐이나 혼합형 쳄버(mixing chamber)를 대체하게 된다면 다중 소재를 출력
할 때 재료가 섞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노즐 간의 간격으로 인한 오차 보정 문제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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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D 프린팅은 분말, 액체, 고체 형태의 특정
물질을 한 층씩 쌓아 올려 3 차원 형태의 형상
을 조형하는 것이다. 구현하고자 하는 물체를 3
차원 그래픽 설계를 통해 가상의 물체로 디지털
화한 후, 매우 얇은 단면을 한층 씩 형상을 쌓
아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이는 적층제조
(Additive Manufacturing)라고도 한다. 재료의
종류와 적층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기술유형
이 존재하며, 적층방식에 따라서 정밀성 및 효
율성 등이 높은 소결형의 SLS(Selective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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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tering), 압출형의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
다. 특히 FDM 방식의 경우 필라멘트 등의 재료
가 녹아 노즐을 통해 압출되어 경화된 얇은 막
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제작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이며, 타 방식에 비해 장치의 구조와 프
로세스가 간단하기 때문에 장비 가격과 유지보
수 비용이 낮아 3D 프린팅 기술 대중화 주도하
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3 차원 형
상을 출력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여러 산업분
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3D 프린터가 다양한 소
재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패션, 식품과 같은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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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aterial 을 적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
라 형상이 변화하는 4D 프린팅 분야까지 사용되
고 있다. FDM 방식의 3D 프린터 역시 다중 소재
를 출력할 수 있도록 노즐의 개수를 늘리는 등
새로운 기구 모델을 개발이 활발이 이뤄지고 있
지만 다수개의 노즐을 설치하게 되면 노즐들 간
의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료를 변경하는 과
정에서 필연적으로 오차를 보정해주어야 한다.
이 때문에 FDM 방식의 3D 프린터는 타 방식에
비해서 다중 소재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중소재 출력이 가능한
FDM 방식의 3D 프린터가 갖는 기구적 한계를 분
석하고 정밀한 동적 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종래 방식과는 다른 기구 모델을 제안한다.

대로를 따른다. 그래서 사용자가 필라멘트를 다
른 재료로 교체하는 것 외에는 직접 재료의 물
성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Fig. 1 Method of FDM 3D Printer

2. 기존 모델
2.1 Multi-nozzle system
FDM 3D 프린터는 주로 단일 혹인 두 가지
소재의 필라멘트 재료를 이용하여 물체를 출력
한다. Fig. 1 과 같이 두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물
체를 출력하는 경우, 주로 하나의 재료는 model
part 를 출력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용자가 3D
프린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서포터용 재료이며, 주로 원하
는 형상에서 서포터를 손 쉽게 떼어내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사용되는 재료의 특성은 주로
물이나 열을 가했을 때 잘 녹는 소재이다. 하지
만 model part 용 재료를 두 가지 재료 모두에 독
립적으로 사용하여 물성 값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출력물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Fig. 1 과 같은 다중 노즐 시스템의 경
우에는 재료를 전환하여 출력하기 전에 배열된
노즐 사이의 간격 때문에 반드시 동적인 오차
보정을 수행해야만 한다. 고가형의 FDM 3D 프
린터의 경우, 정밀한 모터와 동적 제어를 통해
보정 오차를 최대한 감소시켜 출력물의 표면조
도를 상승시키고 있으나, 중저가형의 FDM 3D
프린터의 경우에는 동적제어 능력이 떨어져 출
력물의 표면조도, 정밀도 등을 낮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FDM 3D 프린
터 모델의 구조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
다
또한 다중 노즐 시스템은 사용할 수 있는 재
료 구성이 제한적이다. 독립된 노즐을 통해 재
료를 압출하여 프린팅 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
문에 출력되는 재료는 필라멘트의 재료 물성 그

2.2 Mixing chamber system
Fig. 1 의 시스템 구성에서 오차 보정 문제와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료의 한계 때문에
출력과 동시에 다양한 필라멘트 재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Fig. 2 의 mixing chamber 가 고안되었다.
이 mixing chamber 는 융해된 필라멘트 재료가
혼합되어 끝 단의 단일 노즐로 압출되는 방식이
다. 녹여진 필라멘트는 노즐 끝에 도달하였을
때 정확히 원하는 위치에 놓이도록 노즐 위치를
정확히 제어해야 한다. 이 방법은 단일 노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즐 간의 열적 간섭을 배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hamber 에 체결되는
노즐들 간의 기구적 간섭 또한 비교적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다양한 재료를 동시
에 사용할 수 있다.

Fig. 2 Multi-material mixing chamber for FDM 3D pr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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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양한 재료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
는 mixing chamber 3D 프린터는 출력포트 끝단에
장착된 mixing chamber 내부에 남아있는 재료 잔
여물이 다른 재료와 섞여 혼합 배율 오차를 야
기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물의 품질을 떨어뜨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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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모델링
3.1 System configuration
다중 노즐 방식과 mixing chamber 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다
중소재가 출력 가능한 FDM 방식의 3D 프린터
모델의 시스템 구성은 Fig. 3 과 같다. 이 시스템
은 가로(X 축)-세로(Y 축)의 독립적인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터와 벨트를 이용하여 정해
진 가이드 라인 위를 단축 이동할 수 있도록 모
델링 되었으며, 높이(Z 축) 방향의 움직임을 위
하여 build tray – platform 전체가 프린팅이 진행
되는 동안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시스템의 3 축 운동을 구현하였다.

Fig. 4 Multi-Filament Material Supplier
기존의 다중 노즐방식의 FDM 3D 프린터가
갖는 오차 보정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
에서는 노즐을 Fig. 5 처럼 배열한다. Fig. 5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즐을 원형으로 설치하여
노즐 배열 전체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상단에 장착된 스탭 모터가 동작한다.
이를 통해 동일한 위치에서 융해된 재료가 적
층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일렬로 배열된 다중 노즐 방식에 비하여 빠르
게 재료 전환이 가능하며, printing head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노즐의 회전운동만으로 오차를
보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재료 전환
시 발생하는 동적인 오차 보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Fig. 3 Three Axis Movement
또한 제안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다중 재료
를 Fig. 4 와 같이 상부에 배열된 필라멘트 공
급 모터를 통해서 노즐로 공급한다. 각각 노
즐은 서로 다른 물성 값을 갖는 다중 재료를
독립적으로 공급받게 된다.

Fig. 5 Rotate nozzle array
이 시스템에 있어서 재료의 변환 과정은 Fig.
6 의 알고리즘을 따른다. 최초 시스템은 입력 받
은 CAD 파일을 변환하여 기준 노즐을 중심으
로 tool path 를 계산한다. 이후 시스템의 3 축 운
동을 통해 printing head 의 위치를 이동시켜가며
출력물을 인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컨트롤
러가 재료의 전환 시점을 인지하게 되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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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프린트 과정을 초기화하고 노즐 배열을 회전
시켜 다른 재료가 출력 될 수 있도록 수정한다.
다중 소재 출력 시 이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결
과물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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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lgorithm to change material

4. 결론 및 향후 연구 계획
본 논문의 다중 소재 출력이 가능한 FDM 방식
의 3D 프린터는 종래 시스템이 갖는 오차 보정
문제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재료가 압출되어 나오는 노즐을 직접적으로 회전
시켜 노즐의 위치를 이동시킴으로써 정밀한 동적
제어 없이 동일한 위치에서 서로 다른 재료가 압
출되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기존의
다중소재 출력이 가능한 3D 프린터는 고가 장비
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
스템을 적용하면 타 방식에 비하여 기구적, 제어
적으로 간단한 FDM 방식을 이용하여 다중소재
출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다중소재 FDM
방식의 3D 프린터 보다 표면 조도, 정밀도가 높은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어 저가형 다중 소재 FDM
3D 프린트의 보급에도 기여할 수 있다.
향후 본 논문에서도 언급되었던 mixing chamber
와 독립된 노즐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고 오류 검출 과정의 실험을 진행하여 시스
템의 안정화와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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