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Shot을 활용한
PolyJet 3D 프린팅
개요

3D 모델 디자이너는 KeyShot®과 GrabCAD Print™의 간소화된 디지털 워크플로를 활용해 디자인 시간을
단축하고, 의사소통을 개선하며, 디자인 의도를 실현하고, 납품 시간을 단축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Best Practice

디자인 과정의 초반에는 모양, 색상, 투명도, 재료, 질감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CMF(Color,
Material, Finish) 모델을 준비하고 테스트합니다. CMF 모델이 준비되면 파일을 3MF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고
PolyJet 3D 프린터에서 GrabCAD Print를 사용하여 프린팅합니다.

2

KeyShot을 활용한
PolyJet 3D 프린팅
간소화된 워크플로를 통해 모든 PolyJet 프린팅 모델의 효율성, 정확도 및 품질을 보장합니다.

그림 1: 간소화된 워크플로

이 문서에서는 PolyJet 3D 프린터에서 GrabCAD Print를 사용하여
프린팅할 때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 KeyShot에서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A.

B.
C.
D.
E.
F.
G.
H.

Best Practice

I.

지원하는 재료 및 재료 설정
단위, 치수 및 DPI

표면 해상도(테셀레이션)
색상

투명도

라벨 투영

라벨 및 텍스처 해상도
범프 및 변위
추가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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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사항 및 팁
A.

지원하는 재료 및 재료 설정

KeyShot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다수는 고정밀로 3D 프린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재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지원
•
•
•
•
•
•
•
•
•

Best Practice

•

페인트

플라스틱

텍스처 - 절차적 매핑
금속 색상

다양한 투명도
라벨

그라데이션
변위
범프

목재, 석재, 직물

미지원
•
•
•
•
•
•
•
•
•

솜털

하위 표면
반사
조명

실제 금속

부드러운 물체
엑스레이
절단면

기타 렌더링 전용 외관

그림 2: 예상대로 내보내기가 되는 설정(왼쪽). 예상대로 내보내기가 되지 않는 설정(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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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단위, 치수 및 DPI

KeyShot으로 가져올 때 일부 파일 유형에는 단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위가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모델 크기와 내보내기 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단위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

KeyShot으로 가져올 때
KeyShot에서 내보낼 때

단위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CAD 프로그램에서
수행하십시오. 그런 다음 CAD 프로그램에서
내보내고 KeyShot으로 가져옵니다.
3MF로 내보내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설정하십시오.
-

-

-

Best Practice

모델링 소프트웨어에서 내보낼 때

400~600 사이의 DPI를 사용하십시오.

일반적으로 파트 해상도는 프린터 해상도보다
높아야 합니다. 현재 KeyShot의 기본
해상도는 400DPI입니다. KeyShot은 텍스처,
라벨 및 색상에만 DPI를 적용합니다. 텍스처,
라벨 및 색상이 없는 경우 KeyShot은 DPI를
무시합니다. 300DPI 미만에서는 모델 외관의
품질이 저하됩니다.

Number of samples(샘플 수)는 16개를
유지해야 합니다.
Prefer Textures(텍스처 선호) 옵션을
선택합니다.

Geometry Nodes(형상 노드)를 선택하면
테셀레이션된 다각형으로 변위가 내보내져
내보내기 시간이 늘어나고 파일 크기가
커집니다.

Use Calculated Depth(계산된 깊이 사용)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각 다각형의 두께에 따라
투명한 파트에 색상이 적용됩니다. 코어가
투명한 경우 투명도 두께를 모사합니다.
이 확인란을 선택 취소하면 파일 내보내기가
빨라집니다.

그림 3: 3MF로 내보내기 위한 KeyShot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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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표면 해상도(테셀레이션)

프린팅된 파트의 품질은 삼각형 메시의 밀도로 정의됩니다. 표면이 복잡할수록 더 많은 삼각형이 생성됩니다.
파트의 복잡성을 정의하기에 삼각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프린팅 모델은 매끄럽지 않게 보입니다. 화면에서
매끄럽지 않게 표시되는 경우 프린팅된 모델에서도 나타납니다.
•
•

KeyShot에 적용된 스무딩 셰이더는 모델에 삼각형을 테셀레이션하거나 추가하지 않습니다. 모델
해상도가 3D 프린팅에 적합한지 확인하십시오.
모델을 GrabCAD Print에 불러온 후 스무딩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델을 검사하여 표면이
매끄러운지 확인합니다.

Best Practice

그림 4: 스무딩 셰이더가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왼쪽). GrabCAD Print에서 표면 매끄러움 정도 확인(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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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색상

인접한 쉘이 2mm보다 얇고 색상이 서로 다른 경우 프린팅된 모델의 색상 정확도가 떨어지고 흐릿할 수
있습니다.
•

•

모델의 내부 쉘의 두께가 2mm 이상일 때 내부 쉘은 자동으로 흰색으로 프린팅됩니다. 흰색 내부 쉘은
프린팅된 모델의 색상 정밀도를 높이고 선명하게 합니다. 내부 쉘 두께가 2mm 미만이면 흰색 내부 쉘을
위한 공간이 없어 색상 정밀도가 떨어지며 흐릿합니다.
인접한 쉘의 색상이 서로 다르고 두께가 2mm 미만인 경우 KeyShot으로 가져오기 전에 쉘을 결합하고
쉘마다 표면에 색상을 입히십시오.

그림 5: 표면에 색상을 적용 후 결합한 쉘(왼쪽); 두께 1mm 미만의 별도 쉘(오른쪽)

E.

투명도

KeyShot의 일부 투명도 유형은 3D 프린터로
제작된 모델에 예측 불가하고 일관성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에서 최상의 투명도를
얻으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완전히 투명한 모델을 프린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eyShot에서 다음 재료 유형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 Glass(유리)
- Glass (solid)(유리 솔리드)
- Gem(보석)
- Liquid(액체)
- Dielectric(유전체)

Best Practice

2. 색상을 흰색(#FFFFFF)으로 설정합니다.

그림 6: GrabCAD Print의 KeyShot 설정 및 외관(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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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과 같은 플라스틱 유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모델이 완전히 투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Plastic (Cloudy)

-

Plastic (Transparent) - Specular
transmission(정반사 투과) 필드를 사용하여
색상을 설정합니다. 다른 모든 색상 관련
필드는 GrabCAD Print에서 지원되지 않으며
프린팅된 모델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재료 유형은 GrabCAD Print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Translucent Medium

-

Scattering Medium

•

그림 7: 플라스틱(투명) - 정반사 투과 설정

Plastic (Transparent) - Diffuse 또는
Specular / Transmission 설정

모델이 사실적이고 견고한 플라스틱/유리 외관
(두꺼운 파트일수록 색이 진하고 색상 포화도가
높음)을 가지려면 GrabCAD Print에서 Same
material(동일 재료)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코어 코팅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색상과 투명도를 적용합니다.

Best Practice

그림 8: 동일 재료 옵션이 적용된 모델과 적용되지 않은 모델(왼쪽). GrabCAD Print의 동일 재료 옵션(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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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라벨 투영

모델에 라벨을 투영할 때 KeyShot에서 정상적으로
렌더링될 수 있지만 기본 설정을 사용할 경우 모델
뒷면에도 라벨이 비춰집니다.

또한 비어 있는 모델의 경우 라벨이 투영되는 표면의
안쪽에 라벨이 표시됩니다.

2D 렌더링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완전히 숨길 수 있는
이러한 비침 문제는 실제 3D 모델에서만 나타납니다.
라벨이 원하는 표면에만 투영되도록 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Depth(깊이) 설정이 모델의 두께보다 작도록
조정합니다.
참고: 기본 깊이 값 0은 무한입니다.

•

•

Best Practice

•

Two-sided(양면) 확인란을 선택 취소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의 뒷면과 앞면에 라벨이
표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그림처럼 속이 비어 있고 투명한 모델에
중요합니다.

Cylindrical projection(원통형 투영)을 사용할
때 표면 안쪽에 라벨이 나타나지 않도록 표면을
분할하는 것이 좋습니다(KeyShot 또는 기타
모델링 소프트웨어). 표면이 분할되면 원하는
표면에만 라벨을 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림 9: KeyShot의 크기 및 매핑 설정

표면을 추가하지 않고 표면에 직접 라벨을
추가합니다.

그림 10: 원하는 표면에만 라벨을 표시(왼쪽). 모델 앞면과 뒷면에 라벨을 표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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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라벨 및 텍스처 해상도

라벨 및 텍스처를 추가할 때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300~600DPI 사이의 고해상도를 사용하십시오.
그래픽을 확대하여 선명하게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은 해상도의 경우 2D 렌더링 화면에서는
예상한 품질로 보일 수 있지만 3D 프린팅 결과물의 품질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림 11: 고해상도에서는 텍스트가 선명하고 깨끗함(왼쪽). 저해상도에서는 텍스트가 흐릿함(오른쪽)

H.

Bump and Displacement (범프 및 변위)

변위를 적용하면 파트의 형상이 수정되어 실제
모델이 변경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다음을
따르세요.
•

•

넓은 허용 오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허용
오차가 작으면 3D 프린팅 도중에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용 오차가
크면 변위가 적용되어도 겹치지 않습니다.
허용 오차가 변위 값보다 커야 합니다.
참고:
- 변위를 사용하면 KeyShot에서
메시가 변경되어 겹치는 부분을
확인해 조정이 쉽습니다.

Best Practice

- 범프 맵을 사용하면 프린팅 중에 메시가
변위되므로 미리 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림 12: 허용 오차가 크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음(왼쪽). 허용 오차가 적으면
겹치는 부분이 발생(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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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가 리소스

•

KeyShot 튜토리얼: https://www.keyshot.com/resources/learning/tutorials/

다음 링크에서 KeyShot 및 3D 프린팅을 위한 디자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
•

GrabCAD 튜토리얼: https://grabcad.com/tutorials
디자인 가이드:
-

Best Practice

-

PolyJet을 사용한 적층 제조 디자인 가이드

FDM 및 PolyJet으로 3D 프린팅 파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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