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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a

1. 머리말

3D 프린팅은 2013년 미국 정부에 의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10대 핵심 제조 기술로 선정

되어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1]. 3D 프린팅은 적

층 가공 (additive manufacturing, AM)이라고도 

불리며, 3D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 소재를 적층해 

3차원 물체를 제조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3D 

프린팅 기술은 고분자 물질이나 플라스틱 및 금

속성 가루 등의 소재를 3차원 설계 데이터를 기

반으로 실물 모형, 프로토 타입, 툴 및 부품 등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2,3]. 3D 프린터 유형은 사

용하는 조형 재료에 따라 액체/분말/고체 기반형

으로, 프린팅 방식에 따라 레이저 소결/수지 압

출/박막/잉크젯 적층방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본고에서는 생활용품, 식품, 앤터테인먼트, 가

전, 의료, 기계 및 건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과 활용 분야, 국

가별로 3D 프린팅 기술의 활용도 및 글로벌 기술

시장,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3,5-8]. 

2. 3D 프린팅 방식

3D 프린팅 기술 방식

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

가 있지만 크게 사용되

는 원료의 특징에 따라 

액체, 파우더, 고체 기

반으로 분류할 수 있다 

[9]. 각각의 방식은 저마

다 고유의 장점과 단점

을 지니고 있는데, 조형 

속도와 조형의 정확도, 

세부적인 디테일에 차이

가 있으며 색깔을 자유

롭게 할 수 있는 방식과 

3D 프린팅 개발 동향  

표 1. 조형 재료 기반 3D 프린터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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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색으로만 가능한 방식이 있다.

액체 기반의 방식들은 주로 액체 상태의 폴

리머 합성수지와 그 외의 합성수지를 이용, 

물체의 모양을 따라 한 층씩 쌓은 후 광경화

(photocure)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액체 기반

의 대표적인 방식은 SLA (stereolithography)

로 상업적으로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SLA 

이외의 액체원료 기반의 방식으로는 Jetted 

Photopolymer와 Ink Jet Printing 방식이 있

다. 액체 기반 방식은 대체로 원래 형태에 근접

하는 정확한 조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경화 폴리머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될 수 있어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파우더 기반 방식은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

진 합성수지, 금속 원료를 녹이거나 소결(燒結, 

sintering)하는 과정을 거치며, 파우더 기반의 

방식으로는 SLS (selective laser sintering), 

DMLS (direcct metal laser sintering)와 3DP 

(three dimensional printing) 방식이 있다. 파

우더 기반의 방식은 합성수지에서 금속, 세라믹

까지 다양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액체원

료의 광경화 과정을 거친 결과물보다 견고하다

는 장점이 있다. 

고체 기반 방식은 주로 고체 상태의 원료

를 깎아서 만드는데, 원료의 가공 형태에

는 차이가 있다. LOM (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 방식은 종이 형태의 얇은 원

료를 한 장씩 쌓고 물체의 모양대로 깎아나가

는 과정을 거친다.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방식은 실 형태의 원료를 녹여서 한 

층씩 쌓게 되는데, 액체, 파우더 기반 방식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3D 프린터의 기술별 원

리는 그림 1과 같다.

3. 3D 프린팅의 활용

3D 프린팅 기술은 기계 금형이 필요 없이 생

산비용 절감 및 소량생산도 가능하여 가격, 사

용 편리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 (작업원리: 인쇄 대상을 3D 데이터로 전

환 → 가로로 미세 절단 후 분석 → 한층 씩 층

별로 점진적으로 재료를 축적시켜 3D 실물로 

완성) 

더불어 금형 제작으로 인해 설계 변경 시 융

통성 부족 등 많은 경제적, 시간적 제약이 있던 

전통적 생산방식에 비해 높은 생산성 개선 효과

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3D 프린터는 80년대 

말 의료용 장비에 사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

하기 시작한 이후 자동차, 항공, 의료 등 다양

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극도로 얇은 막을 쌓

아 올리는 방법을 이용하며 건축이나 항공우주, 

전자, 공구 제조, 자동차, 디자인, 의료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10]. 

출처:  Custompartnet(2008, http://www.
cus tompar tne t .com/wu/add i t ive-
fabrication#technologies)

그림 1. 3D 프린터 기술별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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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3D 프린터 산업 및 
연구개발 동향

4.1 시장규모 추이

세계 3D 프린터 장비 설치 대수(누적)는 

56,856대이며, 미국·독일·일본·중국의 점

유율이 세계시장 60% 상회한다. 중국의 경우 

2004년 설치 점유율이 7.2%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 세계 4위의 설치 대수를 기록하며 9%

에 육박하는 점유율 달성하였다. 3D 프린터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지도 확대에 따라 시장규

모 전년대비 24.2%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4.2 기업별 동향

2013년 현재 산업용 3D 프린터 시장은 

M&A를 통해 성장한 Stratasys(미)와 3D 

Systems(미) 양사의 과점 체제가 구축되어 지

고 있으며, 2013년 6월 현재 산업용 3D 프린

터 글로벌 시장 점유

율은 Stratasys (미)

가 38.9%로 1위, 3D 

Systems(미)가 17.5% 

2위, EnvisionTec(독)

가 11.3% 3위로 시장 

점유율 보였다. 중국의 

Beijing Tiertime, 독일

의 EOS를 비롯하여 50

여개 기업이 32.3% 보

였다. 

4.3 국가별 주요 연구개발 동향

(1)  미국: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에 3D 프린

그림 2. 3D 프린터 실제 활용 사례.

표 2. 국가별 3D 프린터 장비 설치 점유율(누적).

그림 3.  산업용 3D 프린터 시장 점유율 및 판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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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관련 연구소 NAMII (national additive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를 

설치, 3D 프린팅 관련 총괄 수행하고 있

다. NCDMM (The national center for 

defense manufacturing and machining) 

주도 하에 40개 기업, 9개 종합대학, 5개 

지역대학(community college), 11개 비영

리기관 등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3D 프

린팅 분야 기초 연구와 제품개발간의 갭 축

소, 첨단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교육훈련 

환경 조성 추진하였다. 미국은 산업의 강점

이 우주항공, 방위산업, 의료 분야 등을 중

심으로 다양한 적용분야를 개척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 분야를 디자인, 공정 모델

링과 제어, 재료 및 공정과 설비, 생의학적 

응용,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응용, 교육, 연

구개발과 공동체, 국가 테스트베드 센터 등 

총 8개 분류로 나누어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2)  유럽(EU): EU는 2012년 10월 기술전략위

원회에서 연구개발에 약 7백만 유로의 투

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0년 영국 노

팅엄대와 셰필드대 등에 3D 프린터 연구

센터를 만들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

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레이저연구소는 이

미 20여대의 전용 3D 프린터를 설치, 각

종 금속을 소재로 한 기술 연구를 진행 중

이다. 

(3)  일본: 2013년 5월, 경제산업성은 AIST와 

시메트, 닛산자동차 등이 참여하는 모래형 

제작이 가능한 3D 프린터 개발 과제 출범

하였다. R&D 과제와 별도로 일본 미국 유

럽 중국 한국 등 주요국의 3D 프린팅 기술 

특허 논문 및 R&D 동향 조사 병행, 경제산

업성 산하 산업기술종합연구소가 프로젝트

를 총괄하고 3D 프린터 민간기업이 역할 

분담할 예정이며, 약 30억 엔의 개발예산

을 투입 예정이다.

(4)  중국: 중국은 2012년 10월, 3D 프린터 기

술의 산업화와 시장화를 추진하고 국제교

류를 가속화하기 위해 베이징에 '3D 프린

터 기술 산업 연맹'을 설립하였다. 3D 프

린터 기술 산업 연맹에는 중국 내 주요 3D 

프린터 관련 교육기관, 협회, 기업 등 10개 

정도의 회원사가 참여하여 중국 과학기술

부는 3D 프린터 재료 핵심기술 및 장비를 

학보하고 약 4,000만 위안의 연구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5. 국내 3D 프린터 산업 및 
연구개발 동향

5.1 시장규모 추이

국내 산업용 3D 프린터 시장 규모는 2012

년 약 300억 원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해외 선

도 기업의 수입 제품 이다. 세중정보기술이 3D 

Systems, USL(미), Formtech 등의 제품을 판

매하고 있으며, 시스옵엔지니어링은 Stratasys, 

Objet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 실

제 산업용 3D 프린터를 개발·판매하는 기업

은 캐리마, 인스텍 등에 불과하며, 개인용 제품

의 글로벌 보급량과 우리나라의 산업용 제품의 

시장규모를 고려했을 때, 2012년 약 600~700 

대의 개인용 제품이 판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5.2 기업별 동향

(1)  캐리마: 디지털 현상기를 제작하던 캐리마

는 DLP(마스크 투영 이미지 경화) 방식을 

사용하여 2011년 Master 시리즈로 3D 프

린터 시장 진출하였다. 2012년에는 디자인

을 개선한 Master Plus를 출시하였으며, 

4,000 만원 ~ 6,000만 원대의 장비를 판

매 중이다.

(2)  인스텍: DMD 기술과 유사한 방식의 DMT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레이저 소스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요 기술을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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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는데 성공 하였다. LG전자 등 국내 

전자회사, 의료회사, 연구소 등에 총 7대의 

장비 납품하였다. 

6. 맺음말

국내 3D 프린터 제조업 분야는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매력

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미

래의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할 기술로서 가치가 

높다. 그러나 오랜 기간 연구가 축적돼 있어야 

제품화가 가능하여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

로 초기 진입 시 선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므로, 3D 프린팅 기술 후발 주자로서, 현

재 국내 기술 및 산업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

으로 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3D 프린팅 소

재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산업기반 구축

이 필요함(3D 장비, S/W, 소재, 후처리기술, 이

미지 contants 등 관련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 및 개발에는 시기적 늦은 감 있다. 따라서 

한 분야 집중 투자개발을 통한 생태계 구축과 

경쟁력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국내·외 3D 프린터용 재료의 시장 규모는 

매년 전년대비 29.2% 성장하는 추세임으로 소

재 관련 핵심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수립과 역

량 집중 필요(대표 소재 : 플라스틱, 금속분말, 

고무성분, 종이 PVC시트, 석고분말, 세라믹 분

말 등) 하다. 3D 프린팅 적층 가공에 쓰이는 재

료의 형태는 액체, 분말, 고체 기반형으로 구분

됨. 하지만, 적층된 후 경화되거나 조형을 이룰 

때 단위 볼륨당 투입되는 에너지 대비 강도(고

강도, 저강도), 친밀도, 사이즈 등 표준화된 것

이 없다. 

따라서, 산업적 응용분야에 따른 소재에 대한 

표준화, 강도, 결합 에너지 등 포괄적인 연구개

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지원할 센터

(R&D, 연구회) 구축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을 

생각할 때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개발지원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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