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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조형 공정시 휨에 의한 변형을 개선하기 위한 역설계 시스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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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lender device(long length and thin width) manufactured by stereolithography process suffers from large curl
distortion. This paper adapts two control parameters such as a critical exposure and a penetration depth. The measurement
of the test parts dimension are carried out by reverse engineering method with the optical 3-dimensional measurement
equipment. We investigate how each parameter contributes to the part accuracy and estimates the optimal set of parameters
which minimizes the dimensional error of the test parts. Finally, As being an the RAM slot as being an example of the
slender device, the RAM slot is made with the optimal values of control parameter and the results a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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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광조형(Stereolithography)공정은 액체 경화수지에 선

택적으로 자외선(UV) 레이저를 주사하여 액체 경화수

지가 중합반응으로 고체화가 되어 얇은 층이 생성되고,

이 얇은 층을 순차적으로 적층시켜 원하는 형상의 제

품을 만드는 공정을 말한다[1].

광조형기술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물리적인

객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매

우 정밀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여 매우 주목 받는 공

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적층 과정에서 경화 수지의 화

학적 성질, 자외선 레이저의 파워, 적층두께, 주위환경

등에 따라 휨 및 수축 오차가 발생하여 정밀도가 떨어

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2]. 이러한 치수 오차을 개

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 되었다.

이은덕[3] 등은 레이저 빔의 크기, 주사속도 그리고

주사간격을 조절하면서 이들 인자가 제품의 표면거칠

기와 조형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김

기대[4] 등은 광 조형 공정의 수축현상에 의해 치수 및

형상의 변형 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규명하

였으며, Narahashi[5] 등은 시간과 온도를 변화 시키면

서 수축량을 측정하여 수지가 응고된 후에도 수축이

발생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역설계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도면이 없는 경우에 3

차원 형상도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제

품의 3차원 형상 도면이 있는 경우에도 제작된 제품을

역설계(Reverse Engineering)한 후 원래의 3차원 형상

도면과 비교하여 오차를 분석하고 있다. 즉 3차원 데이

터를 측정하여 이를 3차원 형상을 재구성하거나 제품

의 불량여부를 판단하는 측정방법으로 역설계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측정방법은 크게 접촉식 방식과 비접촉식 방식으로

나뉜다. 접촉식 방식은 측정 프로브가 측정대상을 접촉

하면서 측정하므로 탄성변형을 일으키기 쉬운 물체의

측정이 어렵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접촉식 측정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다. 김민주[6] 등은 비접촉식 역설계를†E-mail : wsche@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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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프레스 금형에 있어서 설계 시간의 단축 및 정밀

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전자부품산업에서 시제품을 SLA(Stereolith-

ography Apparatus)쾌속조형기를 이용하여 활발이 제

작하고 있다. 이 경우 케이스, 램소켓 등과 같이 길이

대비 두께 혹은 너비의 비가 큰 경우가 많아 휨에 의한

형상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지의 광특성 변수를 공정제어 변

수로 선정한 후 휨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준

시편의 형상을 결정하고 공정변수를 변화 시키면서

시편을 제작하였다. 이 시편을 역 설계 과정으로 치수

를 측정하였으며, 실험계획을 통하여 실험을 수행 하

였다. 실험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최소 오차를 가지는

광특성 변수의 값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된 값으로 램

소켓 시제품을 제작하여 치수 오차가 개선되는 결과

를 확인하였다.

2. SLA쾌속조형

SLA쾌속조형은 액체경화수지(Resin)가 담긴 통 내

의 받침대를 자외선 레이저의 영향을 받는 일정한 높

이에 위치시킨 후,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주사한다. 이

때 액체 경화 수지는 주사된 레이저에 의해 중합반응

이 일어나 고체화가 된다. 고체화된 경화수지를 장치의

해상도 만큼 하강시켜 위의 공정을 반복하여 원하는

제품을 제작한다. Fig. 1은 SLA쾌속 조형 과정을 나타

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D SYSTEM사[7]의 Viper Si2를 사

용하였으며, Accura®R60 광경화수지를 사용하였다.

Table 1과 2는 각각 장비의 사양과 광경화수지의 제원

을 나타낸다.

3. 역설계

역설계는 금형, 사출품 및 목업(Mock-up)등의 실물

모형 형상을 접촉식 및 비접촉식 등의 3차원측정기를

이용하여 공간 좌표 점군 데이타를 추출한 후 3차원

설계 CAD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Steinbic-hler사[8]에서 개발한

CometIV 장비를 이용하여 시편을 역설계 하였다. 이

장비는 비접촉 광학영사식 모아레 장비이다. 장비의 구

성은 크게 영사광학계와 결상광학계로 구분된다. 영사

광학계에는 광원, 집광렌즈, 영사격자, 영사렌즈로 구

성되어 있고, 결상광학계는 결상렌즈, 기준격자, 릴레Fig. 1. Stereolithography process sequence.

Table 1. Specifications of viper Si2

Laser

Type Solid state Nd:YVO4

Wavelength (epoxy resins) 354.7 nm

Power at vat 100 mW available

Recoating system

Minimum build layer 0.05 mm *

Optical& Scaning

Beam (diameter @ 1/e2)

Standard mode 0.250 +/-
0.025 mm
Hi res mode 0.075 +/- 0.015
mm

Vatcapacity

Maximum build envelope
in standard mode

250 × 250 × 250 mm XYZ

Maximum build envelope
in HR mode

125 × 125 × 250 mm XYZ

Table 2. Specification of AccuraR 60

Liquid Material

Measurement Value

Liquid Density 1.13 g/cm3

Solid Density 1.21 g/cm3

Viscosity 150-180 cps

PenetrationDepth (Dp) 6.3 mils

Critical Exposure(Ec) 7.6 mJ/cm2

Post-Cured Material

Tensile Strength 58-68 MPa(8410-9860 psi)

Tensile Modulus 2690-3100a(8410-9860 psi)

Impact Strenth (Notched lzod) 15-25 J/m(0.3-0.5 ft-l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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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렌즈, CCD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다. 영사식 모아레

법은 광학계가 복잡하다는 단점은 있으나 우수한 측정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 다수의 격자 형태의 빛을 물체

에 영사하고 투영된 변형격자의 영상을 결상렌즈를 이

용하여 기준격자 위에 결상시킨다. 이 때 변형격자의

영상과 기준격자의 영상이 겹쳐져서 발생하는 모아레

무늬를 카메라로 포착하며 제품의 3차원 데이터를 측

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3차원 역설계장비인

CometIV의 사진이 Fig. 2에 나타나 있고, 정밀도는

0.01 mm이고 1회 최대 측정 범위는 100 mm × 75 mm

이다.

4. 표준시편제작 및 역설계

4.1. 제어인자 선정

SLA쾌속조형 장치는 장비 특성상 공정과정 중 정밀

도를 결정하는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다. 서포터의 두

께나 위치, 액체 경화수지의 성질을 나타내는 한계 노

광량(Ec)과 광투과 깊이(Dp), 후 공정에서의 경화조건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시제품의 형상 정밀도가 결정된

다. 레이저 광이 수지의 액면에서 수직으로 광조사 할

때 액면으로부터의 광이 도달하는 깊이를 광투과 깊이

(Dp)라 하며, 노광량 E에서 중합반응이 발생하는 경계

값을 한계노광량(Ec)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LA 공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한

계 노광량과 광투과 깊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두 제어인자에 따라 레이저의 주사속도가 변경되며,

제작과정 중 발생하는 내부응력이 달라지므로 두 제어

인자가 제품형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편

의 형상 결정 및 실험계획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4.2. 시편제작 및 실험계획

주요 입력변수가 출력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 실험하는 단계이다. 본 실험에서 두 제어인자

의 상호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형상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EVOP[9]법에 따라 실험

을 계획하였다. 시편의 형상은 휨이 발생하기 쉽게 하

기 위해서 두께는 2 mm로 하고 폭과 너비는 각각 100

mm와 90 mm로 하였으며 Fig. 3과 같다.

실험에서 사용한 광경화 수지는 Accura®R60으로

Table 1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3D System사에서 제시

한 한계 노광량(Ec)은 7.6 mJ/cm2이고, 광투과깊이(Dp)

는 6.3 mils이다. EVOP법에 따라 이 값을 중심에 두고

각각의 제어변수를 증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Table 3

과 같이 바꿔가면서 총 5종류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Fig. 3에 측정 포인트 라고 표시된 점들에 대한 Z축

방향의 값을 역설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이 때 시편

의 중심에 있는 원점O의 Z축 좌표값은 “0”로 하였다.

따라서 역설계에 의해 측정된 값들은 시편의 휨의 정

도를 나타내는 값이 된다. 시편의 테두리를 따라 10

mm 간격으로 32포인트, O점을 중심으로 사선방향 20

mm 간격 9포인트 총 41포인트를 측정하여 휨 현상으

로 발생하는 형상 오차를 분석하였다.

4.3. 역설계를 이용한 측정

측정과정에서 시편과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측정

Fig. 2. Apparatas of the Comet.

Fig. 3. The configuration of Specimen and The Mea-
sureme-nt point.

Table 3. The set of process parameters

case Dp(mils) Ec(mJ/cm2)

1 5.3 5.6

2 5.3 10.6

3 6.3 7.6

4 8.3 5.6

5 8.3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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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Fig. 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Comet는 고정시키고 시편에 정합을 위한

Mark를 표시한 후 시편을 올려 놓은 원형 턴 테이블을

회전 시키면서 측정을 하였다. Fig. 5는 측정된 점군데

이터 4세트를 컴퓨터상에서 정합시키는 과정을 설명하

고 있다. Fig. 5의 (a)는 부분별로 측정된 두 개의 측정

영역을 정합을 하기 위한 공통 영역에서의 정합 Mark

를 나타내고 있다. (b)~(d)는 정합 Mark를 이용하여 4

개의 점군 데이터가 정합되어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정합과정 이후 얻은 시편의 점군 데이터를 폴리곤

(Polygon) 데이터로 변환하였다. 이후 측정을 위한 기

준평면을 생성한 후 절대 축과 일치시켜 면(surface)을

생성하였다. 이를 위해 Ge-omagic사[10]에서 개발된

Geomagic studio software를 이용하였다. 

생성된 면(surface)은 igs 파일로 변환시켜 Fig. 3에

서 설정한 측정 포인트에서의 수직 방향 값을CATIA

V5[11]에서 측정하였다. 

4.4. 실험결과

수지의 특성상 공정과정 중 휨 현상이 발생하고 제

어인자의 수준에 따라 휨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측정점에서의 수직방향만큼 오차가 발생하고

Fig. 6에 각 시편의 측정점에 대한 오차를 3차원으로

도시하였다. 그리고 각 오차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하였다. 제어변수의 수준에 따른 영향을 비교 분

석한 오차의 평균이라함은 오차값을 측정점 개수로 나

눈것이고 표준편차는 그 평균에서의 벗어난 정도를 의

미한다. 결과는 Table 4, 5와 같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종류의 시편을 제작하

여 평균오차 및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Ec = 10.6,

Dp = 5.3인 경우 형상 오차가 개선되는 값임을 알 수

있었다.

5. 시제품 제작 및 데이터 비교분석

5.1. 램 슬롯(Ram Slot) 시제품 제작

실험결과에 의해 선정한 제어인자가 실제 소형 정밀

시제품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컴퓨터 부

속품으로 사용되는 램 슬롯 제품을 제작하였다. 이 제

품의 형상은 폭이 좁고 높이는 낮으며 길이는 긴 형태

의 소형 정밀 제품이다.

3D SYSTEM사가 제시한 Ec:7.6, Dp:6.3은 기존의

쾌속조형 공정과정에서 사용된 제어변수 값이다. 그러

나 실험결과에서 Ec:10.6, Dp: 5.3이 형상오차를 줄이

는 적절한 제어변수 값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데이터

를 기반으로 하였을 때 실제 시제품에는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2가지 경우의 제어변수

값으로 시제품을 제작한 후 역설계 기법을 이용하여

Fig. 4. The measuring equipments.

Fig. 5. Data Matching and Merg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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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error plots of specimens. (a) Ec = 5.6, Dp = 5.3, (b) Ec = 5.6, Dp = 5.8, (c) Ec = 7.6, Dp = 6.3, (d) Ec = 10.6,
Dp = 5.3, (e) Ec = 10.6, Dp = 5.8.

Table 4. The average errors of specimens

Ec
Dp

5.6 7.6 10.6

5.3 1.6080 mm 0.1561 mm

6.3 0.6899 mm

8.3 2.4076 mm 0.7034 mm

Table 5. The variance of specimens

Ec
Dp

5.6 7.6 10.6

5.3 0.7261 0.0738

6.3 0.3157

8.3 1.4706 0.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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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측정 및 비교 를 하였다. 제작된 시제품들은 Fig

.7과 같다.

5.2. 실험결과 및 고찰

기존의 공정과정과 개선된 공정과정으로 제작된 램

슬롯 시제품의 정량적 비교를 위해 역설계를 통해 3차

원 측정을 하였다.

Geomagic사의 Geomagic Qu-alify Software를 이용

하여 Fig. 8과 같이 실제 CAD데이터에 기존 공정과

개선된 공정에 의해 생성된 시제품을 비교 분석한 결

과 기존공정에서는 제품의 형상 오차가 많이 발생하며

모서리방향으로 갈수록 제품의 형상이 휨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개선된 공정에 의해 제작된 제품 형상은

0.1 mm정도의 오차율을 가지며 대체적으로 고른 편차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지의 한계 노광량(Ec)과 광투과 깊

이(Dp)를 공정제어 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휨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표준시편의 형상을 결정하

고 공정변수를 실험계획에 따라 변화 시키면서 시편을

제작하였다. 이 시편을 역설계 과정으로 치수를 측정하

였다.

실험을 통하여 데이타를 분석하였고, 최소 오차를

가지는 한계 노광량(Ec)과 광투과 깊이(Dp)값을 선택

하여 램 슬롯(Ram Slot) 실제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3D SYSTEMS사에서 제시한 공정변수가 적용된 시편

과 비교 분석한 결과, 형상 정밀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방법은 휨이 큰 시

제품의 경우에 정밀도를 향상시키기에 적절한 방법임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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