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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준․신건영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Ⅰ. 서  론

3차원 인쇄(3D Printing, 이하 3DP) 기술이라는 용어로 보
다 친숙하게 알려진 rapid prototyping(RP) 기술은 불과 수 년
전만 하더라도 일부 영역에서나 쓰일 수 있는, 재미있고 신
기한 기술 정도로만 여겨졌다. 이공학계에서도 RP 기술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 기술이 발전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다양한 미래 예측을 하였지만, 다분히 상상의 측면에 속한
감이 없지 않았다. 실제로 1981년에 SLA(Stereo Lithography 
Apparatus) 방식의 RP 기술이 최초로 발표되었고[1], 이후
SLA 방식을 필두로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SLS 
(Selective Laser Sintering) 방식에 대한 특허가 1990년대 후
반까지 연이어 발표되었지만[2]～[4], 당시에는 해당 분야 이외
의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는 못하였다. 이는 기술 사용료에
대한 부담도 있었겠지만, 당시 무선, 반도체, 통신 등에 집
중된 산업 기술에 대한 관심 및 그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RP 기술의 쓰임새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이 미처 고려해
볼 새가 없었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도 있었으
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후 SLA, FDM, SLS 방식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

었고, 2004년 University of Bath의 A. Bowyer 교수가 FDM 
방식 3DP 기술에 대한 소스 코드를 공개하였다[5]. 이후 RP 
기술은 최근 10년 사이 가히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는오늘날의문화, 생활 패턴이 개인맞춤형을 지향하는 것
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다. RP라는 용어에
는 “rapid, 빠른”이라는 뜻이 명시되어 있는데, RP 기술의 특
징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customized, 맞춤형”의 무
언가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prototyping)는 것이다. RP 
기술을 다루는 근래의 많은 기사들이 앞 다투어 개별 맞춤

형 의족/의수, 보청기, 고급 차량 한정 맞춤형 부품 생산 등
을 언급하거나, 미래에는 문고리, 스탠드 등과 같은 가정 일

상품은 RP 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이 원하는 모양을 개별 생
산하여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소개하는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다.
현재 공학, 과학 영역에서 RP 기술을 폭 넓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고 생각된다. 하지만 전자파를 다루는 공학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혁신적인 제조 기술 트렌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

용할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 오늘
날 과학 기술의 영역을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지만, 전자파 분야에서 RP 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완성
품 제작에 대한 논문 및 기술 보고서가 문자 그대로 매일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전자파 분야에서의 RP 기술의 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

누어 파악할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안테나 및 RF 소자를 RP 기술을 활용하여 그 성능을 재현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안테나와 RF 소자를 보다 싸
고 빠르게, 그리고 가벼운 무게로 제작하겠다는 목적이 있
다[6]. 다른 하나는 RP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혹은 설계하였더라도 쉽사리 구현할 수 없었던 3차
원 구조의 안테나, RF 소자를 설계하고, 실험적으로 증명하
는 것이다[7]～[9]. 여기에는 성능 및 form-factor의 개선이라는
명제가 전제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그 대상을 특정 짓기
에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보고 사례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다양한 RP 기술의 제조 방식을 알기 쉽
게 전파(傳播)하고, 각 해당 기술을 사용한 사례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vat photopolymerization, 
material jetting, power bed fusion, binder jetting, material ex- 
trusion, aerosol jet printing, 그리고 laser direct structuring의 7
개 RP 기술 및 해당 기술의 안테나, RF 소자 분야에서의 활
용 사례를 소개한다. 본 글이 RP 기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자파 분야의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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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다양한 RP 기술에 대한 설명 및 

안테나/RF 활용 사례

2-1 Vat Photopolymerization

이는 photopolymerization 현상을 활용한 방식으로써, [그
림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광원으로부터 조사된 자외선이나
레이저에 liquid photopolymer(광경화수지)가 닿았을 때 고체
화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즉, 3D CAD의 단면 이미지
를 따라 광원을 광경화수지에 비추어 하나의 단면을 만들

고,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3D 형상을 얻는다. 대표적으로는
SLA 기술이 이에 속한다. 이 방식에서 광원의 위치는 고정
되어 있으며, 광경화수지를 포함한 수지통(resin tray)이 아래
에서 위로,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한차례 움직이며 수지를
굳혀 3D 구조물을 제작하기 때문에 구조물은 하부에서 상
부로 쌓아올려지며 형성된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고 정
교하며, 섬세한 polymer 가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재료로 사용하는 광경화수지의 높은 가격과, 제
작되는 형상을 지지할 수 있는 별도의 서포터(supporter)가
필요하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힐 수가 있겠다.
참고문헌 [10]에서는 [그림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새로운

형상의 고주파 파워 컨버터용 air-core 인덕터를 설계하고, 
그성능을실험을통해검증하였다. 시제품제작을위해 SLA 
기술을 사용하여 형상을 제작하고, 이를 토대로 거푸집을
만든 후 liquid silver를 부어 굳히는 방식으로 도금을 진행하
였다. 이와 같은 도금 방식을 lost-wax casting이라고 한다.

[그림 1] SLA 프린팅 방식

[그림 2] Air core toroid 인덕터[10]

이때 SLA를 통해 제작된 플라스틱 형상은 녹게 되며, 결과
적으로 은도금된 3D 구조물을 얻게 된다. Lost-wax casting 
도금 방식은 쇳물이 주입되는 중 굳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형상에는 적용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
참고문헌 [11]에서는 [그림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반구

(hemisphere) 형태의 배열 안테나를 구현하기 위한 방사체 지
지대를 SLA 방식을사용하여제작하였다. RP 기술을 활용하
여원하는형태의비표준지지대를비교적저렴한비용을사

용하여 구현한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수많은 RP 기
술 중 SLA만의 기술적 특징이 요구되었던 것은 아니다.

2-2 Material Jetting

Material jetting은 [그림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wax 형태
의 원료를 잉크젯 프린트 헤드를 통하여 분사한다. 분사
된 원료는 식거나 UV 조사를 통해 고체화되며, 이렇게 고
체화된 층을 쌓아가며(multi-layer) 3D 형상을 완성하게 된
다. 앞선 vat photopolymerization 방식과 마찬가지로, materi- 
al jetting 방식 역시 제작되는 3D 형상을 지지해줄 수 있
는 별도의 서포터(supporter)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후처
리 작업에서의 손쉬운 제거를 위해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그림 3] 참고문헌 [11]의 배열 안테나 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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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aterial jetting 프린팅 방식

물질로 조성된다. Material jetting 방식은 높은 정확도와 깔
끔한 표면 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사용
될 수 있는 원료의 형태가 제한적이고, 상대적으로 긴 공
정 시간을 갖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 기술에 속하는 대표적
인 방식으로 inkjet printing과 photopolymer jetting technology 
(polyjet)가 있다.

2-2-1 Inkjet Printing

2D 프린팅 기술에 기초하며, ink 대신 액화 상태의 thermo 
plastic, 혹은 wax 형태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다. 액체 상
태의 원료가 분사되는 즉시 식어 고체화되면서 단면을 형성

하고, 그 표면을 밀링 장비(plane milling attachment)를 통해
평평하고 고르게 만든다. 그 위에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적
층함으로써 최종 3D 형상을 완성한다.
참고문헌 [12]에서는 ±25 μm의 재정렬 오차 범위를 갖

는 Dimatix 2800 inkjet 프린터에 PVP(Poly 4-Vinylphenol) 잉
크와 silver nano particle 잉크를 사용하여 유전층 및 금속층
을 각각 형성한 인덕터와 캐패시터가 제안되었다. 이때 유
리 소재의 기판을 기계적인 지지대로써 사용하였다. 또한, 
inkjet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V자 형태의 유전체 기판을
만들고, 그 표면에 meander 형태의 금속 라인을 동시에 프린
트하여 제작한 안테나 역시 발표되었다[13]. 설계값과 실험값
이 잘 일치함을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상용 도전성 ink 
사용 시 RF 부품에 걸맞은 도전율 및 열, 기계적인 특성을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inkjet head의 분사 노즐을
막지 않고 충분한 전기적인 특성을 만족할 수 있는 도전성

ink를 개발하여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2-2-2 Polyjet

Polyjet 방식은 inkjet 방식과 기본적인 제조 방식은 같지
만, 광경화수지를 head로부터 분사하는 즉시 UV 램프를 비
추어 경화시키며 구조를 적층한다는 데 있어 기술적인 차별

성이 있다. 다양한 원료를 동시에 분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높은 정확도와 깔끔한 표면 마감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

다. 다만 광경화수지의 내구성이 그리 높지 않아 기계적인
강도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참고문헌 [14]에서는 polyjet 방식의 Objet Eden 350 프린

터를 사용하여 3차원 Luneburg 렌즈 안테나를 제작하였다. 
렌즈를 구성하는 모델 물질은 uncured acrylic polymer를 사
용한 반면, 서포터로써는 물에 씻겨 나갈 수 있는 water- 
soluble 물질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물질 구성을 통해 프린
트 후 높은 수압의 스프레이를 사용해 서포터를 제거하였

다. RP 기술을 전자파 영역에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 중
하나로 낮은 도전성, 고가, 표면 균일성 등의 이유로 도금
기술을 들 수 있다. 본 논문과 같은 경우는 도금 과정이 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RP 기술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시뮬레이션과 측정 결과 또한 설
계값과 매우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참고
문헌 [15]에서도 동일한 프린터를 사용하여 비교적 저가의
저손실, 고이득 THz dielectric reflect array 안테나를 제작하
였다. 다양한 높이 구성 및 변화를 갖는 reflect array 구조를
RP 기술을 통해 손쉽게 구현하였다. 이렇게 프린트된

polymer 형상에 금박(gold layer)을 100 nm의 두께로 얇게 입
힌 후, 금 용액(gold solution)에 넣어 전기 도금을 하는 방식
으로 도금을 진행하였으며, main beam에서 설계 값에 근접
하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

2-3 Power Bed Fusion

이 기술은 선택적 소결 방식을 통해 3D 형상을 제작한다. 
다시 말해, [그림 5]에 보이는 바와 같이 고체입자의 파우더
를 재료로 사용하며, 레벨링 롤러(leveling roller)에 의해 평
평하게 정리된 파우더 상에 레이저 광원을 선택적으로 조

사하여 재료를 부분적으로 용융시켜 접합하는 방식을 취한

다. 고운 모래 입자상에 물을 뿌려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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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ower bed fusion 프린팅 방식

모래를 살짝 덮어가며 또 다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반복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이와 같이 형성되는 3D 
구조물은 파우더 내부에 쌓이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

에 (z-축 적층 원리), 추가적인 서포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 Power bed fusion 방식은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유리
등의 다양한 미세 분말 형태의 소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특
히 금속 소재를 다루는 대부분의 3D 프린터가 파우더 형태
의 물질을 재료로 사용하는 방식을취한다. SLS, direct metal 
laser sintering(DMLS), laser beam melting (LBM), selective 
laser melting(SLM) 등이 power bed fusion 방식에 속한다.

[그림 6]에 보이듯이, 참고문헌 [7]과 참고문헌 [8]에서는
전기적 소형의 크기에서 방사 한계에 근접하는 새로운 형태

의 안테나 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안테나의 제작을 위
해 안테나 프레임을 polyamide PA2200 소재를 사용하여 3D 
프린팅 하였으며, 이때 SLS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정교한 플라스틱 프레임을 제작하고, 이후 도금 과정을 통
해 최종적인 안테나 형상을 완성하였다. 참고문헌 [7]에서
는 nano crystalline copper 코팅 기술을 활용하여 도금을 진
행하였으며, 참고문헌 [8]에서는 구리에 근접하는 도전성

확보를 위해 상용 은(silver) 페인트를 충분한 두께를 가지도
록 수겹 도포하였다. 이와 함께 참고문헌 [16]에서는 금속
스프레이를 도포하는 정도에 따른 안테나 임피던스 특성의

변화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추가적인 도금 과정 없이 CuSn15 합금 분말을

SLM, LBM 등의 방식으로 3D 프린트하여 E-(60～90 GHz),

(a) Spherical zigzag 안테나[7]

(b) Strip 구조를 사용한 folded spherical helix 안테나[8]

[그림 6]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안테나

D-(110～170 GHz), H-(220～325 GHz) 대역에서의 도파관, 
혼 안테나 등을 제작한 논문 역시 발표되었다[17]～[19]. 측정값
은 전반적으로 설계값과 잘 일치하며, 어느 정도의 오차는
제작 과정에서의 표면 roughness와 tolerance 등에 의한 것으
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특히 해당 논문들이 밀리미터파 대
역의 높은 주파수에서의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그림 7]은 이 중 참고문헌 [18]의 구형 도파관 샘플을
보이고 있다.

2-4 Binder Jetting

이는 앞서 소개한 power bed fusion 방식과 inkjet 3D 프린
팅 방식을 혼합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Power bed fusion 
방식과 차이가 있다면, binder jetting 방식에서는 adhesive, 혹
은 binder가 inkjet head에서 분사되어 분말 입자를 접착시킨
다. 이후 power bed fusion 방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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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D-band 
도파관[18]

말층이 모델 상단에 펼쳐지고, 물체가 완전히 인쇄될 때까
지 이 과정이 반복된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형상은 서로
접착되지 않은 분말 내에 형상되며, 이에 inkjet 방식과는 달
리 추가적인 서포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양하고 저렴
한 분말 입자를 빠르게 접착시키며 제작을 진행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지만, 깨지기 쉽고, 기계적인 강도에 있어서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8]은 이와 같은 binder jetting 방식을 활용하여 제작
한 도파관 안테나이다[20]. 기존의 선반 제작 방식으로 도파
관 안테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음매의 틈새 때문에 제작

오차를 피할 수 없었는데(그림 8(a)), stainless steel 파우더를
활용한 metal-direct 3D 프린팅 방식에 의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그림 8(b)). 또한 참고문

(a) 밀링 방식을 사용하여
제작된 도파관 안테나

(b) 금속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도파관 안테나 

[그림 8] 제작 방식에 따른 도파관 안테나의 비교[20]

헌 [21]에서는 meshed 구형 도파관을 ExOne社의 Innovent 프
린터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는데, 비록 5 %의 감쇄 상수 증가
가 있지만, 무게에서 22 % 감량된 도파관을 제작할 수 있었
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30 μm 직경의 stainless steel 파우
더를 사용하였다.

2-5 Material Extrusion

FDM이 material extrusion을 대표하는 제작 방식이며, 아
마도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기술이 아닐까 싶다. 이는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FDM 기술에 대한 소스 코드가 공개되
었던 것도 있지만, [그림 9]에 보이는 바와 같이 플라스틱
와이어, 혹은 필라멘트를 가열된 압출기에 통과시켜 용융하
고, 이를 노즐을 통해 출력판에 적층하여 원하는 형상을 조
형하는, 다소 직관적인 제작 방식 덕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고열에 의해 녹은 플라스틱 필라멘트는 상온에서 빠
르게 경화된다. 이 같은 간단한 구조와 프로그램의 단순성
덕분에 장비의 가격과 유지보수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

다. 다만, 경화 시 소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서포터가 필요하며, 3D 프린팅 후에 서포터의 제거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단점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제법 많은 수의 RP 기술과 관련된 안테나/RF 분야의 논

문이 이 기술을 활용하였다. 대표적으로 참고문헌 [22]에서
는 Stratasys社의 Fortus 250 mc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가볍
고 저렴한 conical 혼 안테나를 설계 및 제작하였다. 필라멘
트 소재로써 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ABS) 소재를 사용
하여 [그림 10]에 보이는 바와 같이 프레임을 제작하였는데, 
이는 RP 방식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소재 중 하나
이다. 이후 도전성 스프레이를 통하여 제작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측정시 설계예상보다낮은안테나이득을얻었는데,

[그림 9] FDM 프린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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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FDM 방식을 적용하여 제작한 conical 혼 안테나[22]

이를 도전성 스프레이의 낮은 도전율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

고 있다. 실제 도전성 스프레이, 페인트의 사용을 통해 충분
한 도전율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정

도 두께 이상의, 수층의 도포가 필수적이다[8],[16],[23].
참고문헌 [24]에서는 FDM 방식의 Hyrel System 30 프린

터와 함께 NinjaFlex 필라멘트를 활용하여 유연한 기판을
설계하고, 이의 특성을 공진기 및 안테나 설계를 통해 검증
하였다. NinjaFlex 필라멘트의 주입 비율을 통해 형성되는
기판의 유전율을 조절할 수 있다. 즉, 필라멘트의 주입 비율
을 100 %에 가깝게 할수록 높은 유전율을 얻고, 이 비율을
낮출수록 1에 근접한 상대 유전율을 얻게 되는데, 본 논문
에서 사용한 필라멘트를 통해서는 최대 3.0에 근접하는 상
대유전율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Projet HD 3000 프린
터를 활용하여 틀을 만들고, 은 파티클(silver particle)로 이루
어진 liquid metal paste을 부어 굳혀 RLC 소자를 제작한 논
문 역시 발표되었다[25].

2-6 Aerosol Jet Printing과 Laser Direct Structuring

Aerosol jet printing 방식은 [그림 11]에 보이는 바와 같이
atomizer 탱크에 있는 잉크(용해제에 있는 나노 입자의 용액, 
또는 현탁액)를 초음파 등을 통해 에어로졸을 형성하고, 이
를 노관을 통해 이동시켜 분사하는 방식을 통해 3D 형상을
제작한다. 금속, 폴리머, 세라믹, biological 잉크 등 다양한
물질을 활용할 수 있으며, 평평한 면뿐 아니라, 곡률이 있는
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문헌 [26]에서는

[그림 11] Aerosol jet 프린팅 방식

이를 활용하여 저가의 다층 전송선로를 제작하였으며, 40 
GHz 주파수 대역까지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Laser Direct Structuring 기술은 열가소성 수지(플라스틱
사출물)상에 레이저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패턴을 가공한
후, 도금 공정을 거쳐 전기적 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
술이다[27]. 현재 각종 기판 및 휴대폰 안테나 제작 등에 활발
히 활용되고 있다[28]~[29].

Ⅲ. 결  론

본 글에서는 다양한 RP 기술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그
제작 원리를 설명하고, 해당 기술을 활용한 안테나와 RF 소
자 관련 논문 몇 편을 소개하였다. 제작 원리에 대한 설명은
비전문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그간 다양한 문서와 자료를
통해 이해했던 내용을 글과 그림으로써 알기 쉽게 전달하

고자 노력하였다.
현재 보고되는 논문 및 기술 리포트에서는 다양한 종류

의 RP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본 글에서 소개한 논
문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제작하고자 하는 안테나, 
RF 소자를 위하여 특정 RP 기술만이 사용될 수 있다거나, 
혹은 가장 효율적이거나 하는 등에 대해서는 아직 가이드라

인이 정해진 바가 없다. 향후 RP 기술을 활용한 샘플 제작
및 검증이 보다 활발해지면, 이와 같은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침도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지금 우리나
라에서도 각 대학, 연구소, 그리고 지역 센터를 중심으로 RP 
기술에 대한 무료 강좌 및 사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
별한 변곡점이 있지 않는 한, 이러한 흐름을 통한 RP 기술
의 홍보 및 보급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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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RF 소자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이와 같은 기회를 충분
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RP 기술은 지난 수년간 눈부신 발전을 하였지만, 여전
히 제조 기술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만능 해법은 아니다. 
예를 들어 SLS 방식의 경우, 프린트할 수 있는 가장 얇은 두
께는 지금 이 시점에서 0.8 mm에 지나지 않고, 이는 결국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설계 및 제조 한계를 야기하

기도 한다. 도금의 어려움, 금속 프린트 결과물의 강성 및
전도성에 대한 아쉬움 또한 존재한다. 다만,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그 발전 추이를 추적할 가치

가 충분하다. 무엇보다, 3차원 공간에 대한 제조 기법의 자
유로움을 통해 안테나, RF 소자 설계에 대한 사고의 확장이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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