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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활성화를 위한 방안 -피규어 제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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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 for 3D printers Diffusion -Focusing on production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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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D 프린터의 특허권이 만료됨에 따라 3D프린터 시장의 활성화와 미래 산업에 대한 밝은 전망 등을 다룬 
언론의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3D 프린터가 일반 프린터처럼 대중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 해답은 
알기 위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3D프린터의 활성화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인들은 3D프
린터를 이용한 활용에 있어서 창작 출력물과 피규어를 선호하고 있으며, 출력데이터인 디지털 설계도를 직접 제작보
다는 유료/무료 다운로드를 이용한 활용을 더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들의 3D프린터의 대중화와 활성
화를 위하여 피규어는 영상미디어 콘텐츠들을 자주 접하는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대상이며, 더 나아가 3D프린터를 활
용하고 싶다는 욕구를 갖게 하고 프린터를 구매하는 동기부여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사료된다. 피규어 콘텐츠의 디
지털 설계도 보급을 위해 관련 규제와 법을 마련하고, 판매의 장인 온라인 마켓을 활성화한다면 3D 프린터의 활성
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주제어 : 3D프린터, 피규어, 3D 프린터 종류, 3D프린트 시장 확산, 저작권

Abstract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3D printer's patent, the articles covering the market activation and 
bright prospects for the future industry are being released. What are the requirements for the 3D printer to 
become popular like a general printer? To get the answer, on-line survey was performed for the activation of 
3D printer. As a result, tit is observed that he public prefers creative printer and figure, and prefers to use 
through pay or free download rather than designing digital blueprint, which is output data. For the activation 
and popularization of 3D printer, figure is familiar to the public who are frequently exposed to image media 
contents, and it also has motivation factor to use and purchase 3D printer. For distribution of digital blueprint 
of figure content, the preparation of related law and regulation and activation of online market would be of 
help for activation of 3D pr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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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목적

최근 3D 린터의 특허권들이 만료(2009년 10월, 

Stratasys의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기술 특

허 만료, 2014년 2월, 3D Systems의 SLS(Sel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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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Sintering) 기술 특허 만료)됨에 따라 3D 린터 시

장의 활성화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유명 경

제 문지(Economist, Mckinsey, Seri, WEF등) 들은 3D 

린트 기술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산업의 트 드를 변

화시킬 기술로 여기고 있으며, 21세기를 변화시키는 제3

의 산업 명을 가져 오게 되어 아웃소싱(Outsourcing)이 

인소싱(Insourcing)으로 바 는 사회가 될 것으로 측하

고 있다[1]. 세계 각국들은 3D 린 에 한 투자계획과 

육성 계획을 마련하고 주도권을 쥐기 해 경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 빛 산업으로만 생각하기엔 

섣부른 단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 로 2014

년 2월의 미국의 3D시스템즈의 주가하락에 한 신문기

사는 3D 린터시장이 아직까지는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실과는 차이가 있는 결코 순탄하지 만은 않은 산업이

라는 을 의미하는 듯하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3D 린터 산업과 시장은  축소되거나 없어

지지 않을 기술의 트 드이며 더욱 발 해 나아갈 시장

임은 확실하다. 유엔미래보고서에 의하면 3D 린터는 아

직 시작 단계이지만 보 화 되고 활성화 되면 제조업까

지 소멸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며, 제조업, 의

료산업, 유통산업 더 나아가 우주 개발 산업에 이르기까

지 많은 향을 주며 기존의 많은 산업들이 변화될 것으

로 망하고 있다[2]. 재 보 과 화에 있어서는 갈 

길이 멀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다. 본 연구

는 3D 린터를 활성화하기 하여 일반 들에게 

심을 갖게 하고 이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상콘텐츠 기

반 피규어 만큼 좋은 상은 없을 것이라 사료되며, 3D 

린터에 한 이해와 이를 활용하기 한 방안을 설문

을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1.2 3D 프린터의 종류

3D 린터의 시작은 미국의 발명가 찰스 훌(Charles 

W. Hull)이 1984년 자신이 설립한 회사 3D 시스템즈에서 

발명한 액체 라스틱을 층층이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딱

딱한 물체를 출력하는 기술에서 시작되었다. 지 으로부

터 30여년 에 발명과 동시에 출원하 던 특허가 만료

가 됨에 따라 여러 기업들이 이 기술을 다양한 산업으로 

활용하기 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더불어 많은 심을 

받고 있는 기술이다.  3D 린터는 제작 방식에 따라 크

게 삭형(Extrusion Deposition)과 첨가형(Additive)으

로 나뉜다. 첫 번째 삭형(Extrusion Deposition)은 합성

수지 형태의 덩어리 재료를 회 하는 둥근날로 깍아서 

모양을 만드는 방식으로 외부의 형태구 은 가능하지만 

내부의 형태 구 은 불가능하다는 단 이 있다. 두 번째 

첨가형(Additive)은 재 주목을 받고 있는 3D 린터이

며, 한 층씩 쌓아가며 제작되는 방식으로 외부의 형태뿐

만 아니라 내부의 어떠한 복잡한 형태라도 제작이 가능

한 장 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3D 린터라 지칭하는 것

은 주로 첨가형(Additive) 방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첨가

형 3D 린터는 재료에 따른 층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7가지로 나뉜다. 

① SLA(SeteroLithography Appartus)방식: 3D 린

터를 처음 발명한 찰스 훌(Charles W. Hull)이 

1984년 세계 최 로 개발한 공정으로 빛을 받으면 

고체로 변하는 액상의 경화성 수지(액체 라스

틱)가 들어 있는 수조에 이  빔을 쏘아 필요한 

부분만 고체화시켜 형태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층두께가 얇아(0.025mm∼0.125mm) 3D 린터  

정교한 린 이 가능하다.

②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or FFF(Fused 

Filament Fabrication) 방식: 이 방식은 Stratasys 

사의 창업자인 S. Scott Crump가 루건

(Glue-Gun)으로 아이의 장난감을 만들어 주다가 

얻은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1988년 개발한 기술로

서 열에 녹는 성질을 지닌 재질(ABS수지, PLA)을 

약 230도의 열을 가한 가느다란 압출 노즐에 통과

시켜 0.178mm∼0.356mm의 두께로 바닥에서부터 

한 층씩 쌓아가며 출력하는 방식이다. 노즐의 가늘

기가 가늘수록 출력물의 정 도가 높아진다.

③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방식: 우리말로 하

면 선택  이  소결(Sintering, 燒結:분체를 가

열하 을 때, 분체 입자 간에 결합이 일어나 응고

하는 상)방식으로 라스틱 는 속 등의 우

더가 담긴 수조에 CO2 이 를 이용하여 우더

를 소결시켜 층(0.1mm∼0.15mm)을 형성 한다. 이

후 다시 우더를 뿌리고 이 를 쏘는 과정을 반

복하여 형태를 조형하는 방식으로 속부품과 

형 제작도 가능하다.

④ DMLS(DIRECT METAL LASER-SINTER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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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서로 다른 녹는 을 가진 이종 속 분말을 

혼합한 우더에 CO2 이  이용 우더를 소결

시켜 층(20μm) 린  하는 방식이다. 정 도를 

요하는 속류의 린 에 사용된다.

⑤ 3DP(3D Printing) 방식: MIT에서 개발한 3D 린

 공정으로 층두께가 0.076∼0.254mm이며, 분

말과 수성약체 착제를 사용하여 출력이 가능하고, 

착제에 염료를 추가하여 다색성 부품제작이 용

이한 린 방식.

⑥ PolyJet 방식: 기존의 잉크젯 린터처럼 경화성 

재료(연질, 경질, 투명한 재질 등)를 분사하고 잉크

젯 양쪽에 2개의 UV램 를 이용 재료를 경화시켜 

린트 하는 방식이다. 출력 후 워터젯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서포트 재료를 제거한다. 잉크젯의 미세

한 입자로 인하여 16μm 두께의 층이 가능하며 

정교한 모델 제작에 용이.

⑦ LOM(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방식: 

면에 착제가 응고되어 있는 말려있는 롤 형태의 

종이를 다른 롤에 감아서 이송 지시키며 그 에 

CO2 이 를 이용하여 출력에 필요한 부분만의 

종이를 한 장씩 층하는 방식이다. 얇거나 소형제

품이 아닌 형 제품 제작에 합하며, 서포트 제

거 등 후처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출력

방식이다.

1.3 3D프린터의 활용

최근의 3D 린  기술은 주로 직 부품생산, 기능성 

모델, 시제품 형 등이 약 50%를 차지하고 활용되고 있

다. 2012년에는 기능성 트 제작의 유율이 년도에 

비하여 높아졌다.

[Fig. 1] Shares of use 3D printer Source: Wohlers 
Associations, Inc 2012

3D 린터는 미래에 다양한 출력이 가능한 재질들의 

소재 개발과 발 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에 사용되어지는 

개인용 소품부터 각종 첨단 산업(기계  부품 산업, 모

형 산업, 그리고 식품, 의료, 바이오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망하고 있다.

재의 종이에 잉크나 토 를 이용하여 출력되는 

린터처럼 일상에 리 보 되어 사용되어지기 해서는 

워드 로세서나 그림을 그리는 어 리 이션 소 트웨

어와 같은 쉽게 배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3D Data(디

지털설계도) 작 어 리 이션이 필요하다. 

3D 린 은 주로 STL(STereoLithography)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디지털 설계도 일을 이용하여 출력한다. 

출력을 한 STL 확장자를 가진 디지털설계도 일을 

만들기 해서는 3D 모델링 제작 툴을 이용하여 직  모

델링을 제작을 하거나 혹은 기존의 제품이나 형상을 3D 

스캐 를 이용하여 스캔을 받아 이를 린 을 한 변

환과정을 거쳐 STL 일로 제작되어진다. 최근에는 STL

일 외에도 OBJ 일 형식도 지원되고 있으며, 기술 개

발과 더불어 더 많은 일 형식들이 3D 린터를 지원할 

것으로 상된다. 최근 보 화의 추세에 발 맞추어 여러 

각도에서 촬 한 여러 장의 사진 이미지 데이터를 3D로 

변환 시켜주는 기능을 지닌 오토데스크사(Autodesk)의 

ReCap Photo와 무료 3D 린트용 제작도구인 123D 

Catch등과 같은 어 리 이션들도 개발되어 있다. 

Microsoft사의 경우 운 체제인 Windows 8.1에 러그 

앤 이(Plug & Play)방식으로 3D 린 을 지원하여 

일반인들도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 리

이션 로그램들이 지속 으로 개발되어 지고 있다.

2. 본론

2.1 개인용 3D프린터 활성화의 시작-피규어 

제작

개인용 3D 린터의 보 과 활성화의 열쇠는 많은 사

람들에게 사용하고 싶은 흥미와 심을 갖게 하여 많은 

개인들에게 3D 린터가 보 이 되는 것이다.

최근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방식의 가

형 개인용 3D 린터가 개발되어 등장하고 있다. 낮은 가

격이라 하지만 일반 개인들에게 100∼200만원 사이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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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은 결코 지 않은 가격이다. 이를 이용하여 출력하

을 때 출력물의 가치와 실제 효용성에 한 의구심, 그리

고 무엇보다도 출력하여 활용할 디지털 설계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설계도를 직  제작해야 하는 번거

로움이 존재한다. 3D 린터 활성화의 첫 번째는 3D 

린터를 이용하여 출력 하고 싶어 하는 많은 이들의 욕구

가 있어야 하며,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출력 데이터들

이 많아야 한다. 과거 린터라는 기기를 일반인들이 처

음 할 때 종이에 사진이나 그림 그리고 문서들이 인쇄

되는 것을 보며 많은 심을 갖으며 필요성을 갖게 된 것

과 같은 맥락이다. 린터는 갖추었는데 출력하여 활용

할 컨텐츠가 많지 않다면 3D 린터의 존재와 활용가치

가 떨어지게 된다. 개인용으로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있

어서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피규어나 장난감 는 모형 

제작에 활용하는 방안은 개인용 3D 린  시장의 활성

화를 한 여러 가지의 방안  좋은 방안이라 사료된다. 

최근 3D 린터의 활용성과 활성화를 높이기 한 다양

한 정책과 비즈니스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들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3D 린터를 체험할 수 있

는 “무한상상실”을 17개 역시·도를 심으로 설치하고 

이후 227개 시군구로 확 해 나가며, 과학  이론에 기반 

한 국민의 사고력·창의력 향상 교육 계획을 세웠다[3]. 30

만명이 이용하는 쉐이 웨이즈(Shapeways)라는 온라인 

웹사이트는 1년에 120만 건의 출력 서비스를 하고 있으

며, 3D 디자인 콘텐츠 매도 함께하고 있다.

[Fig. 2] http://www.shapeways.com

이 웹사이트에는 장난감 출력물 이외에도 Mathematical 

Art(수학, 기하학, 황 비율, 탈 등을 활용하여 제작

된 술작품)도 매가 되고 있다. 특히 여러 디자이 들

이 창의 으로 설계한 독특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3D 

린터 출력물들이 길을 끌며, 매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의 설계  제조 산업이 본격 인 시작됨을 알 

수가 있다. 쉐이 웨이즈(Shapeways)에는 4000여개가 

넘는 들이 열려 있으며, 매출액도 2011년 기  27만 달

러에 이른다. 한 3D 린터를 홍보하는 장이 마련된 곳

에 가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3D 린터로 출

력한 피규어 는 련 모형들이다.

왜 3D 린터를 홍보하는데 피규어나 련 모형들을 

출력한 출력물을 시하며 홍보 할까? 그 이유는 바로 피

규어는 여타 다른 출력물보다 일반인들의 심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3D 린터를 활용하고 싶다는 욕구를 갖게 

하고 구매의 동기부여를 하는데 합하기 때문이다.

[Fig. 3] Figures model produced by a 3D printer 

 특히 다양한 상미디어 컨텐츠를 하고 살아가는 

이 시 의 사람들에게 캐릭터 피규어는 마다 호감을 

갖고 있는 캐릭터 모형을 스스로 직  출력해보고 소장

하고, 더 나아가 아이들의 장난감을 체 하는 각종 다양

한 모형제작에 까지도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3D스캐 와 3D 린터를 이용하여 사진 용 모형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규어를 출력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Fig. 4] 3D Printed Action Figures 
         (Source: http://news.toy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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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실제 3D 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액션 피

규어의 모습으로 샌드페이퍼를 이용한 후 가공을 거쳐 

완성된 모습이다. 기존의 매용 액션 피규어와 견주어

도 손색없는 외형과 의 움직임은 3D 린터가 장난

감  피규어 제조 산업의 미래가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

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2.2 피규어의 저작권을 위협하는 3D프린터

재 피규어의 매와 구매는 온/오 라인 문 매장

을 이용하여 구매하는 시스템이지만 3D 린터를 이용

하여 손쉽게 자가 출력이 가능해지고 출력물의 품질이 

기존 매 제품처럼 다양한 소재  색상이 구 되어 출

력 가능해진다면 비싼 돈을 들여 피규어 완성품을 구매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기존의 캐릭터 모형, 장남감 모형 등이 3D 린

터로 무분별하게 출력되어진다면 피규어  장난감 산업

에 큰 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련 콘텐츠 산업의 

발 에 까지도 악 향을  수도 있을 것이다. 3D 린터

는 새로운 시 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낼 기술  장비로

서 활용이 될 때에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되지만, 기존의 

어떤 제품  형상의 복사를 한 복사기기로 활용도가 

변질된다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3D 린터의 부

문별한 복제로 인하여 발생될 문제   하나로 지 되

어온 살상용 총기류의 인쇄가 실제 으로 재 되어 논란

이 있었다. 이처럼 군가에게 해가 될 수 도 있는 제품

까지도 인쇄 가능한 우려 때문에 해성이 있는 3D 린

 설계도의 인터넷 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하는 무료 

다운로드와 출력은 법의 제제를 받고 있다. 살상무기 확

산의 우려와 더불어 3D 린터는 피규어나 캐릭터  콘

텐츠 산업에 있어서도 매율을 하시키고 더 나아가 

지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행 가 될 소지를 안고 있다. 

개인용도의 목 과 실험  연구 등을 한 목 으로의 

3D 린 은 작  특허권의 향을 받지 않으나 그 

이외의 경우 특허  작권 등에 침해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 작권은 어떤 기 에 등록하거나 작권 표시

를 해야 생성되는 권리가 아닌 모든 창작물에 있어서 창

작과 동시에 자연 으로 발생되는 작자 고유의 권리이

다. 3D 린터로 인한 지 재산권의 침해 행 는 크게 3

가지로 나  수 있다. 첫 번째로 권리 있는 창작물의 디

지털화, 두 번째로 디지털화된 데이터의 송과 공유, 세 

번째로는 3D 린터를 통한 형상 제작 이다[4].

실제 있었던 작권과 련한 사건으로 토마스 발

티(Thomas Valenty)라는 사람은 "Games Workshop"사

의 게임 워헤머의 탱크모형을  Makerbot을 이용하여 변

형시켜 출력하고, 디지털설계도 데이터를 3D 린터 사

인 Makerbot 공유사이트에 공유를 한 것에 하여 

"Games Workshop"사가 작권 반으로 제소하는 사건

이 발생되기도 하 다. 이는 결국 련 일들을 삭제 조

치하여 일단락 된 사건이었다[5].

2.3 3D프린터의 활성화에 대한 인식

3D 린터의 활성화를 한 안을 찾기 하여 일반

인들은 3D 린터를 갖게 된다는 가정 하에 활용도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온라인을 이용한 무작  

80여명을 상으로 의견을 조사하 다. 응답자의 연령

는 10 에서 50  이상까지 다양하며, 앞으로 3D 린터

에 심을 갖고 활용하게 될 20 와 30 가 주 응답자들

이다. 

[Fig. 5] Survey of people age 

3D 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싶은 상에 한 질

문에 창작된 모형을 가장 많이 선호하 으며, 두 번째로 

피규어(Toy, Model)을 세 번째로 일상생활용품 순으로 

선택하 다. 일반인들의 3D 린터를 활용하는 주된 목

을 악 할 수 있다.

[Fig. 6] Preference of 3d printer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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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린터를 활용하기 한 디지털설계도는 직  제작

보다는 유료/무료의 다운로드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것을 

더 많이 선호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디지털 설계도의 직 제작에 한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선택하기보다 유료/무료 다운로드 방식이 보다 효율 인 

3D 린트 활용임을 알 수 있다.

[Fig. 7] How to obtain the output data 

재의 음악 매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처럼 고품질

의 3D 린터의 출력용 디지털 설계도를 매하는 웹사

이트가 있다면 이용 할 것인지에 한 질문에는 자주 이

용 할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끔 

이용한다. 라는 답을 하 다. 이는 출력하여 활용할 콘텐

츠와 3D 린터 화는 함께 비례하게 될 것을 반증하

고 있다고 사료된다.

[Fig. 8] Frequency of use of a website selling
data 

기술의 보 과 변화가 차 빨라지는 이 시 를 살고 

있는 응답자의 상당수는 향후 5년 이내에 3D 린터의 

보 과 활성화과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Fig. 9] Five years later, the prevalence of the 
3D printer

2.4 3D프린터의 디지털 설계도 활성화

재 개인용 3D 린터를 활용하는 부분은 3D 련 

툴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거나 혹은 련 직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일반인들이 3D 린터에 심을 갖고 

린터 활용율을 높이기 해서는 출력용 디지털 설계도

가 확산되어져야 하지만 아직 그 지 못한 것이 실이

다. 일부 린터 개발사들의 웹사이트에서 출력을 한 

샘 용 디지털 설계도들을 제공하고 있으나 보 과 활성

화를 해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질 , 양  모

두 부족하다. 때문에 3D 린터의 보 과 활성화에 있어

서 첫 번째 필요 한 것은 다양한 디지털 설계도의 생산과 

확산이 필요하다. 과거 수많은 음원들이 MP3 일로 제

작되어 온라인 상에 돌아다니자 MP3와 련한 기기들과 

산업들이 주목 받고 붐을 이루며 팔리기 시작 한 것처럼 

3D 린터용 디지털 설계도는 많으면 많을수록 린터의 

보 과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 린터용 디지털 설계도 에서도 일반인

들이 심을 가지고 쉽게 다가 갈 수 있는 소재인 피규어

의 디지털 설계도가  많아져야 하며, 이를 매하는 온라

인 마켓도 늘어야 한다. 피규어는 들에게 친근하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이자 특히 상콘텐츠(애니

메이션, 게임 등)를 자주 하는 은 세 들에게 있어서 

개인용 3D 린터의 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소

재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기존의 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모델링 데

이터에 한 합리 인 가격을 책정하고 복제방지 기능 

등을 탑재하여 매를 함으로서, 콘텐츠 권  작권

자의 수익을 보장해 다면, 무분별한 복제 린 을 어

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 기존의 

작권과 상 이 없는 개인이 순수하게 창작  제작한 3D 

린터용 디지털 설계 데이터들도 재의 스마트폰의 앱

(App) 거래처럼 거래의 장을 만들어 주고 매 할 수 있

도록 법 제도를 마련하고 거래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재의 3D 린   디지털 설계도 시장의 창의  발

과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3D 린터는 근 미래에 으로 확산되어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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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드를 바꾸게 될 기술로 많은 사회  심을 받고 있

다. 최근 FDM방식의 3D 린터들이 화를 해 가격

이 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서 조  더 나은 화의 

길을 가게 하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에게 3D 

린터 출력물이 필요하다는 심을 이끌어내어야 하며, 

출력물이 실생활에 활용 될 수 있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심도가 높았던 출력물인 창작물에 이

어 두 번째인 피규어가 3D 린터의 홍보에 주로 활용되

는 이유는 일반인들의 심을 이끌어 내는데 효과 이기 

때문이다. 그 만큼 피규어는 개인용 3D 린터 보 에 있

어서 활용도가 높은 콘텐츠라 여겨진다. 피규어는 구

에게나 익숙하고 친숙한 형태를 지닌 외형으로 한번쯤은 

3D 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욕구를 갖게 하는 

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3D

린터의 보 과 활성화를 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하다.

① 다양한 디지털 설계도의 생산과 확산이 필요.

② 디지털 설계도 제작 지원  온라인 마켓 등에서 

매 할 수 있는 장을 마련.

③ 디지털 설계도의 합리 인 가격을 책정하고, 복제 

방지 기능을 탑재하여 콘텐츠 권  작권자의 

수익 보호.

3D 린터의 보 과 활성화의 주체가 될 일반인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콘텐츠의 장을 만드는 것과 동시

에 과거 MP3의 분쟁의 철을 다시 밟지 않도록 제도  

장치와 매의 장이 필요하고  마련된다면, 피규어라

는 친숙하고 근이 용이한 콘텐츠를 시작으로 개인용 

3D 린터 시장은 보다 더 나은 창의 인 산업 발 과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3D 

린 에 따른 작권 문제의 해소와 린터 보 과 확산

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보다 더 균형 있게 해결하기 한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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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연구원 시스템공학연구소 

                        소 트웨어공학연구부 선임연구원

․1994년 3월 ∼ 1996년 2월 : 한국문화 술진흥원 문화정보사

업본부 선임연구원

․2005년 6월 : 카네기멜론 학(ETC) 연수

․1996년 3월 ∼ 재 : 우송 학교 게임멀티미디어학과 교수

․ 심분야 : 디지털콘텐츠융합기술, 기능성게임

․E-Mail : cjlee@wsu.ac.kr

손 종 남(Sohn, Jong Nam)
․2000년 2월 : 충남 학교  산업미술

학과 시각디자인

․2004년 2월 : 공주 학교 상 술

학원 게임멀티미디어 공

․2009년 8월 : 동국 학교 상 학

원 멀티미디어학과 박사과정 수료

․2012년 9월 ∼ 재 : 우송 학교 

게임멀티미디어과 교수

․ 심분야 : 게임, 애니메이션, 디자인, 멀티미디어

․E-Mail : jnsoh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