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각국의	산업용	3D	프린터	시장이	보다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기반	기술	

수준이	더욱	향상되고	보다	저렴한	3D	프린터를	출시하면서	사용자층도	더욱	두터워졌다.	더불어	치과	산업에도	3D	

프린터가	활용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으나,	시장의	한계로	인해	그	발전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아가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치과	산업에서의	CAD	모델	파일	포맷인	STL	파일의	활용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새로운	재료의	등장에	따라	디지

털	치과의	한	축인	CNC	머신으로	CAM	시스템이	빠르게	활용되고	있지만,	치과	분야에서	첨가	제조	방식의	기술	비

용이	줄어들고	소재의	발달로	점차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3D	프린터의	확산과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치과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3D	프린터	관련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자	하여도	대부분의	서적은	

3D	프린터	입문자들이	좋아하는	FDM	방식의	프린터	제조	기술이나	관련	지식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치과	

관련	종사자들이	기본적인	3D	프린터	공부를	할	수	있는	서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현재는	3D	프린터	장비를	구입하면서	관련	매뉴얼을	보고	각종	핸즈온	코스나	세미나에서	사용법을	익히며	특정	기

기나	기술에만	급급하다	보니	3D	프린터	입문자나	학교에서	치과기공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관련	서적이	꼭	필요하겠

다는	생각에	짧은	지식으로나마	용기를	내어	글로	옮겨	보았다.

처음에는	3D	프린터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였고,	이후에는	치과	산

업에서	활용되는	DLP나	LCD	프린터	위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비교적	가격	면에서	활용도가	높은	국산	제품	위주로	소개하였으며,	여러	회사의	제품	매뉴얼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가능하면	독자들이	보기	쉽게	도표와	이미지를	많이	넣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임상가들의	경험치와	노하우를	담아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좋은	책을	만들고	싶어	준비한	시간은	많았으나	비전문가로서의	한계를	느꼈으며,	개정판이	나온다면	그때는	더	많

은	실험적	노력과	함께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양질의	책을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가져	본다.

끝으로	걱정과	염려에도	출판을	허락해	주신	대한나래출판사의	최용원	대표님,	바쁜	일정에도	원고의	편집을	끝까

지	맡아	주신	장지연	차장님,	프린터를	배우면서부터	많은	자문을	해	주신	민치아제작소의	박종민	소장님께	깊은	감사

와	고마움을	전한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저자 박   영   대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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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D 프린팅의 개요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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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치과에서의 3D 프린터 활용2

3D	프린팅은	‘소재를	층층이	쌓아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디지털	데이터화된	3차원	제품	디

자인을	2차원	단면으로	연속적으로	재구성하여	소재를	한	층씩	적층하는	인쇄	방식이다.

이러한	특성을	‘적층	가공(additive	manufacturing;	AM)’이라	하며,	STL이라는	3차원	데이터	형

태로	저장하여	3D	프린터를	통해	3차원	입체물로	제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1-1. 3D 프린팅의 과정.

2단계

데이터 변환

1단계

데이터 준비

3단계

3D 출력물

4단계

후처리 프로세스

3D 프린팅의 개요

•		3차원	형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2차원	단면	데이터를	생성하여	소재를	얇은	막의	형상으로	적층하는	

방식으로	실물을	제작하는	기술

•		레진,	금속,	세라믹	등	다양한	바이오	소재	개발

3D 프린팅의 개발 연혁

•		1984년	Charles	Hull이	디지털	데이터로부터	3D	제품을	인쇄할	수	있는	Stereo	Lithography를	

개발

•		Charles	Hull은	3D	Systems를	설립하고	1992년	SLA(Stereo	Lithographic	Apparatus)	개발	이

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3D	프린팅	기술은	의학,	항공,	자동차,	DIY(do-it-yourself),	보

석류	등	다양한	분야와	생산	시스템	발전에	기여

1) 3D 프린터의 출현과 역사 

•		1984년	미국	3D	Systems의	Charles	Hull이	RP	시스템을	최초	발명

-	최초의	광경화	방식(SLA)	RP(rapid	prototyping)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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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3D 프린팅의 개요 3

•		1981년	일본의	Hideo	Kodama	박사

-	기능성	포토폴리머	RP	시스템	기술	개발

•		1991년	Stratasys의	FDM	방식	3D	프린터	개발

-	2009년	Stratasys	보유	FDM의	기술특허	만료

-	3D	프린터	시장	확대

2) 3D 프린팅과 제조업

•		3D	프린팅	기술은	주요	산업뿐만	아니라	개인	생산(personal	manufacturing)	시대의	개막을	촉

진.	소비자의	아이디어가	바로	소비자가	되는	새로운	유통	구조의	형성	가능

•		만드는	즐거움:	개인	취미	생활의	활성화,	DIY족의	증가	및	교육기관과	학생들의	3D	프린터에	대한	

구매	증가	예상

-			시장조사기관	SmarTech:	개인	제작	취미와	이들이	속한	‘Maker	Community’를	3D	프린팅의	주

요	수요층으로	지목

-			나만을	위한	제품: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취향대로	디자인된	제품을	손쉽게	제작.	

Shapeways의	새로운	사업	모델은	개인의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제품을	만들도

록	지원

Make your design.Sparld Choose materials
& get instant pricing.

Upload to Shapeways.

We’ll fabricate
your order..

with 3D Printing
awesomeness..

Your idea made real...and ship to you
anywhere in the world.

UPLOAD
￦ : _ _ _ , _ _ _

plastic

glass

metal

ORDER

그림 1-2. Shapeways의 새로운 사업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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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치과에서의 3D 프린터 활용4

•		구매의	불편함	해소: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와	소비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을	제거,	재고	부족	및	단

종의	문제점	해결	등	이점

-			3D	프린팅은	방위산업,	항공	산업,	자동차	산업	및	건강	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	가능성을	증

명하며	급격하게	발전

3D 프린팅의 활용 분야

표 1-1. 3D 프린팅의 활용 사례

활용 분야 사례 이미지 활용 분야 사례 이미지

자동차

대시보드, 

보디패널 등 

시제품 제작

항공/우주

알루미늄 동체,

무인 정찰기,

주요 부품(보잉)

제작

의료

인공치아나

인공뼈, 

인공관절 같은 

보형물 제작

건축
건축 모형

제작

패션

구두 등 

시제품 견본 

제작

엔터 

테인먼트

영화용 캐릭터 

제작

(리얼스틸 로봇)

완구
완구류 모형 

제작
소비자/가전

GPS 디바이스 등 

각종 소비자/

가전 모형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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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3D 프린팅의 개요 5

•		자동차	분야:	대시보드,	보디패널	등의	시제품	제작에	활용

•		항공/우주	분야:	알루미늄	동체	제작,	무인	정찰기	등의	제작에	활용.	특히,	보잉사는	항공기의	주요	

부품	제작에	직접	이용

•		의료	분야:	인공치아,	인공뼈,	인공관절	등의	보형물,	치아보철물	제작에	활용

•		건축	분야:	건축	모형	제작에	활용

•		기타:	구두	시제품	제작,	영화용	캐릭터	제작,	완구류	모형	제작	및	GPS	디바이스	등	각종	가전	모

형	제작	등에	활용

•		전통	제조업에서	개발	과정의	모형(prototype)	제작에는	고급	인력	및	고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시간과의	경쟁이	중요.	이에	3D	프린터를	사용하면	고품질	모형

을	한	번에	제작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미래	제조업에서	핵심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

•		현재의	3D	프린터	시장은	소비자/가전	분야,	의료	분야	및	자동차	분야의	시장	규모가	크며,	향후에

는	자동차	분야와	항공	분야의	시장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료	및	치과	분야는	무

한한	성장	잠재력	보유

3D 프린팅의 발전 방향

그림 1-3. 의료 분야의 3D 프린팅 기술 활용.

Technology

3D PRINTING BIOINK

IN VIVO TISSUE REGENERATION EX VIVO MODE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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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치과에서의 3D 프린터 활용6

인공지능을	비롯한	데이터	기반	기술들이	등장하자	산업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일자리	문제	

등	사회적	고민이	더	앞서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지만	산업계의	변화는	활발하다.	

이를	대표하는	주요	키워드가	바로	‘맞춤	기반	소량	생산’이다.

4차	산업혁명은	‘환경에,	필요에,	취향에’	맞춰	원하는	제품을	큰	부담	없이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3D	프린팅

이다.

1) 의료 산업에서의 3D 프린팅 활용과 전망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3D	프린팅을	인공장기	제작	및	의약품	출력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

다.	타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세스를	바꿀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	산업의	발전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①	바이오	잉크

②	인공혈관

③	인공간

④	의약품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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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치과에서의 3D 프린터 활용8

3D 프린팅의 경화 방식에 따른 분류

표 2-1. 3D 프린팅의 경화 방식

Powder

Bed

Fusion

SLS

금속, 고분자, 

세라믹 분말

베드에 도포된 파우더(분말)에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조

사. 소결하고, 파우더를 도포하는 공정을 반복하여 적층

SLM

도포된 금속 파우더에 선택적으로 고출력 Ytterbium-

Fibre 레이저를 조사하여 용융시키는 방식으로 적층. 금

속 파우더가 용융되는 동안 산화방지를 위해 불활성 가

스(아르곤, 질소)가 챔버 내에 공급

EBM
고진공 상태에서 전자 빔을 활용하여 금속 파우더를 용

해하는 방식으로 적층

Directed

Energy

Deposition

LDP

(LENS)
금속 분말

지지대 역할 금속 표면에 고출력 레이저 빔을 조사하여 

일시적으로 용융 풀을 생성하고, 여기에 금속 분말을 공

급하여 클래딩 층을 형성(DMT로도 알려짐)

Material

Jetting

FDM 광고분자

가는 실(필라멘트) 형태의 열가소성 물질을 노즐 안에서 

녹여 얇은 필름 형태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적층

노즐은 플라스틱을 녹일 수 있을 정도의 고열을 발산하

며 플라스틱은 상온에서 경화

PolyJet

광고분자

광경화와 잉크젯 방식의 혼합

MJM

프린터 헤드에서 광경화성 수지와 wax를 동시분사 후, 

UV light로 고형화하는 방식으로 적층. 광경화성 수지는 

모델의 재료이며, wax는 지지대로 사용

Binder

Jetting
3DP

회반죽

(석고, 고분자)

노즐에서 액체 상태의 컬러 잉크와 경화물질을 분말 원

료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적층

Sheet

Lamination

LOM,

VLM

종이, 금속, 폼

(foam)

모델의 단면 형상대로 절단된 점착성 종이, 플라스틱, 금

속 라미네이트층 등을 접착제로 접합하여 조형

Vat

Photopoly

merization

SLA, 

DLP
광고분자

액체 광경화성 수지가 담긴 수조 안에 저전력, 고밀도의 

UV 레이저를 투사하여 경화시키는 방식으로 적층

조형판 위에 지지대(받침대)를 조성하고 조형하고자 하

는 모델의 아랫부분부터 경화, 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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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3D 프린팅의 종류 9

그림 2-1. 3D 프린팅의 종류. 

3D 프린팅의 분류

•소재의	종류,	제품	가공	방식에	따른	분류	

-	상용화가	많이	된	방식으로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함

3D print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열가소성 플라스틱 사용
정밀도가 떨어짐

SLA
(Stereo Lithography Apparatus)

액상재료 사용
레이저 기술 사용

DLP
(Digital Light Processing)

액상재료 사용
DMD 기술 사용

PolyJet

액상재료 사용
Inkjet 기술 사용

1)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1) 기본 원리

•가는	실(필라멘트)	형태의	열가소성	재료를	노즐	안에서	녹여	출력하는	방식

•		압출	적출	방식으로	고온과	고압으로	재료를	작은	구멍으로	밀어내서	한	층	한	층	쌓는	방식.	최

근	보급형	3D	프린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방식이며	열가소성	플라스틱류인	ABS,	PLA,	나일론

(nylon),	레이우드(laywood)	재료를	출력

•초콜릿이나	반죽처럼	점성이	있는	식재료를	출력하는	방식에	적합

(2) 장점

•장치의	구성요소가	비교적	간단하여	장비	가격과	유지보수	비용	저렴

•다양한	소재	적용이	가능하며	대형화에	용이함

(3) 단점

•출력	결과물의	정밀도가	떨어지고	표면이	거침

•제작	속도가	매우	느림

•가정용,	취미	용도로	사용이	국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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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치과에서의 3D 프린터 활용10

2) SLA(Stereo Lithography Apparatus) 

(1) 기본 원리

•광경화성	재료에	레이저의	점광원을	조사하고	재료를	경화	및	적층하여	출력하는	방식	

•		사진을	인화하는	방식과	흡사하며,	실리콘	액체	레진에	레이저	광선을	노출시켜	경화시키면서	적층

하는	비교적	최신	방식.	원료나	프린터의	가격이	FDM	방식보다	고가이지만	100배	정도	더	정교한	

결과물을	만들어	품질이	매우	우수함

•원료로는	실리콘,	광경화성	수지(photopolymer),	카본	등을	사용

그림 2-2. FDM의 기본 원리. 

XYZ축 LM시스템 필라멘트(재료)

조형물

스텝모터

노즐

출력판

재료스풀(롤)

조형판 히터

조형판

압출기

그림 2-3. FDM 방식의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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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점

•정밀도가	높으며	표면	조도가	우수함												

•액상	재료를	사용하는	DLP,	PolyJet에	비해	가격이	저렴함

•벡터	기반으로	좌표를	그대로	이어	곡선형	출력에	용이

(3) 단점

•DLP	대비	출력	속도가	느림

•레이저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고,	유지보수	비용	높음

그림 2-4. SLA의 기본 원리.

광학렌즈

스캔미러

경화된 조형물

Z축 구동부

경화 중인 레이어

레이저 광원

레이저 광선

조형판

광경화성 재료

레진통(VAT)

그림 2-5. SLA 방식의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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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치과에서의 3D 프린터 활용12

3) DLP(Digital Light Processing) 

(1) 기본 원리

•		광경화성	재료(액상	합성수지)에	조형하고자	하는	모양의	빛을	DMD(digital	micromirror	device)를	

이용하여	조사하고	재료를	경화	및	적층하여	출력하는	방식(mask	단위로	2차원	형상을	동시	출력)	

•		면을	픽셀	형식의	빛을	조사시켜	굳히기	때문에	3D	출력물의	측면	부분에	층이	생길	수	있음

Z축 구동부

재료 트레이(VAT)

투사광선

조형대

광경화성 재료

셔터

DLP 광학엔진

그림 2-6. DLP의 기본 원리.

(2) 장점

•		정밀도가	높으며	표면	조도가	우수함

•		각	레이어를	한	번에	조사하여	출력이	빠름.	SLA	방식	대비	1.5~2배	이상	빠름

•		광원의	수명이	긺

(3) 단점

•		조형	가능한	크기	제한

4) PolyJet

(1) 기본 원리

•		이스라엘의	Objet(현	Stratasys에	인수됨)에서	2001년에	발표한	기술

•		광경화	방식과	잉크젯	방식의	혼합된	3D	프린팅

•잉크젯	헤드를	이용하여	광경화성	재료를	분사하고	자외선으로	경화시키면서	출력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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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DLP 방식의 출력물. (출처: 3DHUB)

•		헤드를	통해	액체를	분사하는	것은	잉크젯	방식과	유사하며	포토폴리머를	미세하게	분사하여	광경

화하는	것은	SLA/DLP의	광경화	방식과	유사

•별도의	수조탱크가	필요	없는	것이	차이이고	이로	인해	재료의	낭비가	줄어들게	됨

											

재료공급튜브

재료공급장치

UV 램프

UV 광선

조형모델

조형판 피스톤

XY축 LM시스템

프린터 헤드

서포트 조형

조형판

서포트 재료 모델재료

그림 2-8. PolyJet의 기본 원리.

(2) 장점

•정밀도가	매우	높음

•복잡한	형상과	까다로운	디테일,	매끄러운	표면	제작이	가능함

•서포트(support)를	따로	붙이지	않아	후처리가	간단함

•서포트에	의한	출력	형상	제한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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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	속도가	빠름

(3) 단점

•장비	가격이	비쌈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제한적임

•서포트	제거	과정이	번거로움

•출력물의	수명이	짧음

•재료	가격이	매우	비쌈

그림 2-9. PolyJet 방식의 출력물. (출처: Stratasys)

5)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1) 기본 원리

•		분말	형태의	원료를	얇게	적층하고	그	위에	레이저	혹은	수지를	분사하여	굳혀	가면서	적층시키는	

방식

•원료로는	열가소성	플라스틱류	분말,	금속류	분말,	세라믹	분말	사용

•		최근	선보인	‘Chefjet’	3D	프린터는	설탕가루가	원료가	되며	인공색소와	향을	첨가하여	다양한	컬러

와	다양한	맛의	출력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음

(2) 장점

•자체	지지	방식,	그에	따른	자유로운	설계

•후처리	과정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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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일관성	있는	결과물		

(3) 단점

•높은	가격

•넓은	설치	공간	필요	

•각종	후처리	장비	필요

그림 2-10. SLS 방식의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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