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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D printing technology in the construction field is currently being developed and 

commercialized actively in foreign countries, but the development of material and 

equipment is underway as an initial research stage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commercializa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3D printing technology in 

the construction field as soon as possible in Korea, but there is no guideline for 

suitable equipment and materials in Korea at present. Therefore, in order to help 

prepare for commercializa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data such as equipment size 

and materials suitable for commercialization at the initial stag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ypes, specifications, and applications of equipment that are being used overseas 

to provide the equipment type and material cost required in the initial stage of 

commercialization in Korea. Using the surveyed data, it was possible to calculat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equipment type and specification, and the cost of 

material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Gantry type is suitable for the domestic 

commercialization, and the standard of the output area is 100m² and the extrusion 

amount of 250m³ / sec is proposed, and the material cost of the commercial product 

is 20thousand won. The suggestions in this study will help to plan the construction of 

products and equipments to commercialize 3D printing technology in construction fiel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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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여러 분야의 융복합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요소 기술 중 

하나가 3D 프린팅 기술이다. 

3D프린팅 기술은 의료, 기계, 항공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현재는 맞춤형의 소량 생산이 필요

한 부분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3D프린팅 

기술은 1980년도에 관련 기술이 소개된 이후 여

러 기술이 개발되고 도태되는 과정을 통해 현재 

표준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 국내의 경우 국가

표준원이 ISO TC261(Additive Manufacturing)에 

2014년부터 참여하여 진행 하고 있으며 2018년 7

월에 3D프린팅 관련 국제표준(ISO/ASTM 52910)

이 발표되었다.[1]

Table 1은 ISO 52910에서 분류하고 있는 3D

프린터 방식에 따른 분류 및 정의로 건설 분야에 

사용되는 주재료인 시멘트(Binder)를 기준으로 할 

때 Binder Jetting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사용재

료 및 노즐의 압출 특성에 따라 다른 분류도 가능

하다.[2]

이와 같이 3D프린팅에 대한 기술적인 발전과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건설 분야에서의 3D 

프린팅 기술 적용은 최근에서야 시도 되고 있으며 

해외 일부기업의 경우에는 상용화된 기술을 소개

하고 있다.

건설용 3D프린팅 기술에 대한 국외의 다양한 

시도 및 응용에 비하여 국내의 건설용 3D프린팅 

기술은 아직까지 일부 연구소 및 학교를 중심으로 

도입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 단계라 할 수 있다.

국내의 기술 도입과 상용화가 국외에 비해 늦

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요인이 있으나 가장 큰 요

인은 건설 분야의 3D프린팅 기술은 최근에 상업

화되고 있는 기술로 개발 업체에서는 시장 선점 

등의 목적으로 기술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장비, 재료, 설계, 시공 등의 세부적인 기술들이 

플랫폼 형태로 관리되지 못했던 점들과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어 3D프린팅 기술을 건설 분야에 사

용하기 위해서는 설계 및 시공법에 관한 관련 법

규 및 지침이 제정되어야 하나 이러한 여건이 조

성되지 못한 것도 해외보다 3D프린팅 기술 도입

과 상용화가 뒤쳐진 요인이다.

이러한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향후 건설현장

에서의 노동 인력의 고령화 및 숙련 기술자 부족

Categories Definition

Binder
Jetting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in 
which a liquid bonding agent is 
selectively deposited to join 
powder materials

Directed
Energy

Deposition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in 
which focused thermal energy is 
used to fuse materials by melting 
as they are being deposited

Material
Extrusion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in 
which material is selectively 
dispensed through a nozzle or 
orifice

Material
Jetting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in 
which droplets of bulid material 
are selectively deposited

Powder
Bed

Fusion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in 
which thermal energy selectively 
fuses regions of powder bed

Sheet 
Lamination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in 
which sheets of material are 
bonded to form an object

Vat 
Photopoly
merization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in 
which liquid photopolymer in a 
vat is selectively cured by light- 
activated polymerization

Table 1. Additive manufacturing process 
categories(ISO / ASTM 529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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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설 산업 내부적인 요인과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디자인, 공사기간, 주변 민원 등)의 외적

인 요인으로 인하여 건설용 3D프린팅 기술의 도

입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해외에서 개발되고 있

는 건설용 3D프린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독자적

인 3D프린팅 기술 개발 시 해외 기업간의 기술 

격차를 해소 할 수 있도록 건설용 3D프린팅 기술

에 대한 핵심 요소를 분류하고 각 요소의 현재 수

준을 분석하므로 써 건설용 3D프린팅 기술 개발

의 최소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해외 사례 등을 통한 3D프린팅 기술

을 사업화하기 위한 장비 형식, 재료, 운영 등에 

대한 주요 성능 제안으로 관련된 자료 수집과 정

리, 이를 통한 주요 장비들의 형식 및 특징, 성능

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제안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 조사에 있어서도 건설용 3D프린팅 기술은 

단순히 장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목적물에 따라 

장비, 재료,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변형되어야 하는 시스템으로 각 분야별 기술이 요

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장비 및 재료 부분

만으로 국한하였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기 위해서는 장비 구동 측면이외에 설계 및 시

공시의 안정성 검토, 완성 후의 유지관리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별도의 조사와 개발이 필요하며 

건설용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시제품 

제작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되어야 

하지만 아직 미흡한 수준으로 자료의 신뢰성을 갖

지 못하기에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방법과 분석 내용 및 이

를 활용한 제안 내용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Category Material Equipment

Investigati
on 

method

- A literary survey
- Visit survey of foreign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vestigati
on 

content

- Material Mix 
Design

- Output Case 
by Material

- Investigate 
Output Methods

- Equipment 
specifications 
survey

Analysis
content

- Material 
properties through 
output case

- Material cost 
for 3D printing

- Equipment 
characteristics 
through 
output case

- Identify the 
construction 
process by 
output method

Analysis
result

utilization

- Propose 
physical 
properties of 
output 
materials

- A Better 
Proposal for 3D 
Printing Materials

- Proposal of 
equipment 
type according 
to product usage

- Equipment 
minimum 
specification 
proposal

Table 2. Study Contents by Item

2. 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2.1 해외 사례 조사

3D프린팅 관련 기술에 대한 문헌조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 기관 및 개발 현황을 파악하였

으며 수집된 자료의 세부 연구 결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논문 검색 등을 통한 자료 수집을 실시하

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 중 세부적인 성과에 대

하여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업체(연구소, 기업 등)

에 대해서는 방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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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조사자료가 현재 3D프린팅 장비를 이

용한 개념 및 소규모 모형 제작이 대부분이었으며 

실제 현장 설치를 통해 완료된 사례는 소수이다. 

그나마 사업화를 최초로 실시한 윈선(Winsun)사

의 사례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또한 건설용 3D

개발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그 동안 건

설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멘트를 주요 바인더

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시멘트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사례는 

대부분 인테리어 소품이나 기존에 나와 있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계열의 3D프린터를 이용한 건설 

분야 응용 제품군으로 실질적으로는 건설 전용 

3D프린팅 기술로 보기에는 어려웠다.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재료 및 장비별로 사례

를 Table 3,4와 같이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 기관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고자 각 기관별 

대표 사례만을 정리하였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건설

용(건축물, 구조물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대부분 

시멘트 몰탈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기타 거푸

집, 인테리어, 연결재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시멘트 몰탈 이외에 세라믹, 폴리우레탄 등의 재

료가 사용되었다.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현재까지 

On-Site로 제작된 제품은 소규모 단층 주택이 대

부분으로 순수하게 시멘트 몰탈만 사용한 On-Site 

규모의 건축물은 Icon사에서 2018년 3월에 공개

한 건축물로 약 56m²규모의 건축물로 제작에 

24시간이내가 소요되었으며 가격은 4,000$로 약 

1m²당 71$(한화 8만원)로 일반적으로 철근콘크

리트 구조 건축물 제작시 국내 기준으로 1m²당 

76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저

렴한 비용으로 제작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건축회사 HuaShang Tengda(출력업

체 윈선사)에서는 45일만에 400m²규모의 2층 

주택을 건설하였는데 본 제품에서 주목할 점은 지

진 규모 8까지 견딜 수 있는 안정성과 On-Site 

규모이다. 그 동안 On-Site 제품들은 100m² 미

만의 제품들이었으나 본 사례를 통해 재료, 해석 

등의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장비 규모의 문제로 장

비 해결을 통해 충분한 크기의 제품 제작이 가능

하며 건축물의 중요 항목인 지진에 대한 안정성 

또한 벽체 두께 조절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On-Site의 형태를 취한 낭트대(University 

of Nantes)의 사례는 폴리우레탄을 단열 및 거푸

집으로 이용하여 그 내부를 콘크리트로 채운 건축

물의 경우 95m² 로 가장 큰 규모로 제작되었다. 제

작기간은 54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비용은 ￡176,000 

(한화 255백만원)으로 1m²당 263만원으로 제작

자 발표 자료상으로는 기존 건축방법에 비하여 

20%이상 절감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최근의 제작 경향을 보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내부 인테리어까지 제작되어 실질적인 상용화를 

목표로 제작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Off-Site로 제작된 제품의 경우 상당히 많은 수

의 건축물이 제작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윈선(Winsun)사의 건축물이거나 기관에

서 시험단계에 있는 제품들이었다.

기존 제품들이 건축물과 인테리어 제품군이 대

부분 이었으나 최근 사례를 보면 윈선사의 이동실 

화장실, 지하저류조를 비롯해서 아인트호벤대와 

IAAC사에서 각각 제작한 보도용 교량 등 3D프린

팅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시제품이었으나 SCG사

의 경우 비정형적인 요소가 많은 추가 제품을 출

시하는 등 3D프린팅의 다양한 응용 및 형태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Table 4는 출력 장비 형식에 따른 분류이다. 

현재 여러 형태의 장비가 개발되어 판매되거나 이

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 문헌 조사를 



건설용 3D 프린팅 기술의 해외 사례 조사 및 국내 상용화 방안 277

통해 가장 많은 수의 제품이 출력되는 장비의 종

류는 겐트리(Gantry)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 

순으로는 다축로봇 형태의 장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3D프린팅 기술은 장비에 따라 출력방식 및 제

품 품질에 영향을 받으며 이로 인해 출력 가능한 

면적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장비 대형화가 필요하나 사업 초기에 대형장비 

또는 여러 형태의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며 사업 리스크 또한 증가하게 

된다.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사업화에 성공한 

모델로 윈선사가 대표적이며 초기 사업화 모델은 

겐트리 방식을 적용하여 3D 출력 건축물을 제작

하였다. 제작 방식은 Off-Site 출력후 각각의 부재

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를 취하였고 여러 형태

의 부재를 연속해서 출력하기 위하여 겐트리 방식

Material
Production
Company

Product
Specifications

Concrete
Apis Cor

[3]

On-Site Area 38m²

Concrete
Winsun

[4]

Off-Site Area 250m²

Concrete
Winsun

[5]

On-Site Area 400m²

Concrete XtreeE

Off-Site Max Area 25m²

Concrete
ICON

[6]

On-Site Area 56m²

Table 3. A Material Case

Concrete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Off-Site Area 28m²

(segment 3ton)

Concrete
IAAC

[7]

Off-Site Area 21m²

Concrete
SCG
[8]

Off-Site H=3.0m

Polyuret
hane

+
Concrete

University 
of Nantes 

(IUT)
[9]

On-Site Area 95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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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비 제작시 길이 방향이 상당히 긴 형태로 제

작하였는데 이는 출력 후 바로 제품을 이동하는 

경우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유발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양생 후 이동할 목적으로 이러한 

Category
Production
Company

Product
Specifications

Mult-axis
Robot

CyBe
[10]

Printing Speed 
200mm/sec

Enhanced Speed 
600mm/sec

Gantry
BETABRAM

[11]

Printing Speed 
200mm/sec

Enhanced Speed 
500mm/sec

Gantry Winsun

Speed : Unknown

Tower 
Crane

Apis Cor

Speed 1∼10m/min

Table 4. A Equipment Type

Mult-axis
Robot

Machines-
3D [12]

Enhanced Speed 
400mm/sec

Delta 
Robot

WASP
[13]

Printing Speed 
400mm/sec

Mult-axis
Robot

XtreeE

Printing Speed 5m/min

Mult-axis
Robot

University 
of Nantes 
(IUT) [14]

Speed : Unknown

Gantry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Printing Speed 
150mm/sec

Gantry
D-Shape

[15]

Printing Speed 8min/1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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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취하였다. 이러한 장비 형식을 통해 여러 

대의 장비 구입비용 절감하고 장비사용 효율을 향

상시켜 사업초기 리스크를 최소화 하였다.

이러한 초기 사업 방식이 가능한 것은 겐트리 

방식의 장점(Table 6)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다른 

방식을 활용하였다면 부재 출력후 장비 이동 및 

재설정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예상 할 수 있다.

업체 제품군에 따라 재료 분사 방식도 다른 방

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대부분의 업체가 시멘트 계열의 재료를 직접 

출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D-Shape사의 경

우는 바인더를 분사 후 선별적으로 액체 용액을 

분사하여 경화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

는 시멘트 계열의 재료를 직접 출력하는 방식의 

경우 비정형 출력에 한계가 있으나 D-Shape사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D-Shape사의 생산 제품군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으

나 건축물의 경우 테스트 수준의 소형 건축물 하

나 이외에는 비정형 조형물이 제작된 사례만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2.2 조사내용 분석

2.2.1 분석방법

국내 개발 3D프린팅의 핵심 기술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조사 및 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업체가 기술

에 대한 공개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어 수집 가능

한 자료의 수준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제한적이지만 수집된 자료의 분류화를 

통해 각 출력방식의 장단점을 파악하였으며 장비 

효율 및 재료의 특성에 따라 사업화의 성공 여부

가 결정되므로 기존 장비 및 재료 분석을 통해 핵

심 요소에 대한 제안 자료를 작성하였다.

2.2.2 출력 방식에 따른 장단점

출력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3D프린팅 출력에 따른 장점과 단점에 대한 검토

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정리하면 Table 5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3D프린팅 기술은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 단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술로 가장 큰 

장점은 소비자 니즈에 따라 맞춤형 제작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건설 분야에서도 3D프

린팅 기술이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니즈를 만족 할 수 있는 기술(장비, 재료, 설계기

술, 디자인 등) 보유 유무에 따라 결정되겠다.

설계기술, 디자인 등은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로 

앞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업

화 성공을 위한 장비, 재료 부분만을 검토하였다.

우선 장비에 따른 분류 및 장단점에 대하여 서

술하면 Table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출력 장비가 있으나 현재 기술 수준에서 

건설 분야에 적용 가능한 장비 출력 형식을 4가

지로 구분하였다.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의 건축물을 제작된 

사례를 통해 보면 Gantry 방식 사례가 다수 있으

며 크레인 방식이 1건, 다축로봇의 경우 그 동안 

연구 목적의 사례들만 있었으나 낭트대에서 거주

목적의 건축물을 2018년에 완성하여 다축로봇 또

한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3D프린팅 장비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각 장비별 장단점을 보면 겐트리 방식의 경우 

속도나 장비 크기에서 다양한 구성이 가능한 반면

에 원형 곡선부 제작에서는 크레인과 델타로봇이 

강점으로 부각되었다. 다축로봇의 경우 크레인 방

식과 겐트린 방식이 결합된 장점이 있으나 출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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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이동에 제한이 있어 겐트리 방식과 동일한 

규모의 On-Site 출력물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ategory Explanation

Advantages

Product Desing: Personalized 
manufacturing is possible
Product production period : 
Because it is a direct output 
method, production period of 
products from product design to 
sales can be reduced.
Cost reduction : Although initial 
costs for equipment construction 
may be high, operating costs of 
equipment may be lower than 
labor costs, saving money.
Convenience of management : It 
is easy to inventory products as it 
can produce variety of products 
whenever necessary.
Job creation : More jobs are derived 
from designers, designers, and 
maintenance engineers to produce 
a variety of designs.

Disadvantage

Job losses : Jobs are created around 
the industry, but manufacturing 
jobs are reduced.
Material limitations : Due to the 
limitations of materials used for 
each equipment, current technology
limits the use of various materials 
in a single product.
Design theft problem : 3D printing 
technology can easily implement 
the same type of product, resulting
in patent disputes over similar 
designs.

Table 5. The Pros and Cons of 3D Printing

전반적으로 대중화된 장비로는 겐트리 방식이 

초기 사업화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수용하

기 위해서는 출력 제품에 대한 크기, 출력 품질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를 실시한 결과를 장비 구축에 반영하는 것이 사

업화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시기에 사업

화를 안정화 시키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2.2.3 재료 배합에 따른 경제성 검토

3D프린팅 기술은 장비와 더불어 사용 재료도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고가의 재료는 3D프린팅 

기술의 장점을 상쇄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

다. 이에 따라 해외 및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배합비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성을 검토하였다.

Table 7은 국내 및 해외 재료배합 사례이며 

Table 8은 국내 실거래 가격 기준의 재료별 단가

이다.

Table7과 Table 8을 이용하여 업체별 사용 재

료에 대한 1m³당 가격을 산정한 표는 Table 9

에 도시되었다.

산정결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서 개발 

중인 재료의 가격은 Loughborough University 

및 Surrey University(Group #2)의 배합과 거의 

같은 수준(108%-95%)의 가격을 보였다. 배합 재

료를 대량 구매 시 할인되는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재료의 m³당 가격

은 30만원 중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레미콘 가격이 7만원 가량하므로 5배 

이상의 가격차이로 되며 이러한 경우로 단순히 높

이 3.0m, 가로, 세로 방향 5m, 벽체두께 20cm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을 가정할 때 벽체에만 사

용되는 콘크리트량은 12m³로 레미콘 사용 시 

90만원이 소요되나 3D프린팅 재료비는 466만원

이 소요되며 기존 방식의 경우 거푸집 설치 및 해

체, 레미콘 타설 비용을 고려하면 추가적으로 250

만원이 비용 소요되므로 기존 레미콘을 사용하는 

방식의 경우 340만원가량 소요되지만, 그래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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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상의 가격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3D프린

팅 기술이 초기 희귀성 측면에서 사업화를 시작하

더라도 향후 보급화 단계에서는 현재의 3D프린팅

용 재료비를 50%수준까지 절감할 수 있는 배합설

계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2.2.4 출력 성능 검토

3D프린팅의 출력 성능은 단순히 속도만의 항목

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프린팅 기법의 특성상 속

도와 출력품질과는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 따

라서 프린트 기술의 발전은 동일한 품질을 갖는 

더 빠른 출력방식의 개발이라고 하겠다.

현재 해외에 사용되고 있는 장비의 종류별 출

력속도는 Table 4 및 Table 6과 같이 정리하였으

나 출력속도와 연계하여야 하는 것이 노즐의 출력 

폭과 적층 두께가 상호 연계된 인자들을 함께 발

표한 자료가 수집되지 못하였다.

다만, 2017년에 한국산학기술학회에 발표된 논

문을 통해 추정이 가능하였다.[18]

위 논문에서 3D프린팅 출력기간 산정을 위해 

식1을 제안하였다.

노즐이동속도 = 압출량 / 노즐 넓이  (식1)

이를 통해 조사된 노즐이동 속도와 노즐 넓이

를 통해 압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

Type
Speed 

(mm/sec)
Used company Pros and cons

Gantry 150∼500

BetAbram
Winsun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 EaIIt is possible to make various quipment 
sizes de-pending on purpose.

- When constructing a straight section only, the 
speed of movement of the nozzle can be 
increased compared to other equipment.

- If the radius of the curve is small, details may 
be reduced compared to other types.

Tower Crane 17∼167 Apis Cor

- The shift through rotation facilitates output 
regardless of curve radius.

- It is possible to minimize installation space of 
equipment.

- If the crane boom is extended, the quality of 
the output may be reduced due to vibration 
during the output

- Vibration may cause equipment size limitations.

Mult-axis Robot 83∼600
CyBe XtreeE
University of 
Nantes (IUT)

- It is possible to minimize installation space of 
equipment.

- Equipment is expensive compared to other 
methods.

Delta Robot 400 WASP SCG

- It is easy to manufacture circular and 
large-height products.

- Equipment mechanism limited in length and 
width direction.

Table 6. A Equipment Specifications and Advan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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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량을 산정한 결과 겐트리 방식을 사용하는 

BETABRAM 장비가 가장 압출량이 많았으며 다축

로봇을 사용하는 CyBe장비가 가장 적었다. 

BETABRAM상의 장비 규격을 가지고 1회 배합

규모 등에 대하여 계획한다고 가정하면 압출량은 

251cm³/sec이며 국내 개발 배합설계를 사용한다

고 할 때 재료 개량, 투입, 건식배합, 가수, 습식

배합 공정까지 약 12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를 이용하여 12분 사용량을 산정하면 

Category
Known

Specifications
Extrusion
(cm³/sec)

CyBe
Speed : 200mm/sec
Nozzle : 150mm²

30

BETABRAM
Speed : 200mm/sec
Nozzle : 1,256mm²

251

Apis Cor
Speed : 150mm/sec
Nozzle : 600mm²

90

Table 10. The Extrusion by Company

Category
Material Cost 

(won/m³)

KICT 389,321

Loughborough University
(Mix3)

359,626

Surrey University
(Group #1)

1,081,323

Surrey University
(Group #2, FS)

411,134

Table 9. A Material Cost by Company

Category Material kg/m³

KICT

water 239.18

Cement 597.95

FryAsh 170.84

Silica Fume 85.42

sand 1,181.72

supuerplasticiser 8.54

Thickener 1.71

Loughborough
University(Mix3)

water 205

Cement 513

FryAsh 147

Silica Fume 73

sand 1,362

supuerplasticiser 8.54

Thickener 1.71

Surrey
University

(Group #1)
[16]

water 519

Cement 155.7

PFA 181

sand 271

10mm 947

20mm 468

supuerplasticiser 12.97

Steel fiber 27

Surrey
University

(Group #2, FS)
[17]

water 212.64

Cement 571.59

FryAsh 162.32

Silica Fume 82.31

sand 1,223.19

Polypropylene 1.15

supuerplasticiser 22.87

Retarder 11.41

Table 7. A Material Mix Designs

Material won/kg

Cement 112

FryAsh 168

Silica Fume 2,000

sand 75

10mm 35

20mm 35

supuerplasticiser 2,000

Thickener 10,000

Retarder 660

Steel fiber 5,000

Polypropylene 8,900

PFA 3,520

Table 8. The Price List by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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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cm³/sec x 12(분) = 180,720cm³(0.18m³)

로 산정된다.

현장에서 1회 배합량을 1m³로 믹서를 운영한

다면 최소 5회 사용분량으로 배합 후 완료까지 1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사용재료가 첫 출력과 마

지막 출력 시의 재료 특성(슬럼프, 점성 등) 변화

가 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3D 출력물의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장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압출량에 따라 1회 배합

량 및 믹서 수량 등 현장 믹서 운영에 대한 충분

한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다.

3. 해외 사례 조사 요약

본 연구에서는 3D프린팅 기술의 국내 조기 사

업화 실현 및 성공을 위하여 해외 사례 조사를 통

한 출력 방식에 따른 장비 특성, 사용 재료의 배

합 설계 자료를 이용한 재료 원가 산정을 실시하

였다.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Table6과 같이 정리가 

가능하였으며 이중 상업화된 장비 방식은 겐트리 

방식이 우세하였다. 이는 장비 구조가 간단하여 

장비 규모를 쉽게 조정할 수 있으며 타 출력 방식

에 비하여 출력속도가 높은 결과라 사료된다. 출

력물의 품질(2차 가공 없이 출력 완료후의 외형)

은 겐트리 방식이 타 출력 방식에 비하여 거칠게 

표현되었으나 이는 상업화를 위하여 시공속도를 

빠르게 하기위한 선택으로 보이며 필요시 출력 속

도 및 압출량 조정등을 통해서 겐트리 방식의 품

질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Table 9와 같이 재료비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

외에서 개발된 재료의 경우 36만원부터 108만원

까지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1개 배합을 제외하고 

40만원내외의 가격 분포를 보였으며 국내 개발 

재료의 경우에도 현재 39만원 으로 해외 사례의 

평균 정도를 보였다.

장비별 압출량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겐트리 방

식을 사용하는 BETABRAM 장비가 가장 압출량이 

많았고 다축로봇을 사용하는 CyBe장비가 가장 적

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상업화를 위한 장비로는 

겐트리 타입이 가정 적합한 장비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상과 같이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상업화를 

위한 기술적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

해 3D프린팅 기술의 국내 상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국내 3D프린팅 기술의 사업화 초기에는 3D

프린팅 건축물의 희귀성으로 인하여 3D프린팅 건

축물이 부각될 수 있으므로 장비 가격이 저렴하고 

여건에 따라 장비 규모 변경이 용이한 겐트리 방

식의 사용을 제안함. 다만 지속적인 대중화와 다

양한 소비자 니즈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향후 제품 

규모 및 품질에 따른 장비 다양화가 필요함.

2. 사업화 초기 장비 규격으로 현재 해외 사례

에서 On-Site 최대규모가 95m²점과 국내 소비

자가 선호하는 주택규모가 80-100m²가량인 점

을 고려할 때 On-Site 출력면적이 100m²이며 최

대 압출량이 250cm³/sec인 장비 사양을 제안함.

3. 3D프린팅에 사용되는 재료에 사양은 기본적

으로 3D프린팅이 가능한 재료적 특성이 있어야 

하겠지만 재료비 측면에서 현재 사용하거나 개발

중인 배합비의 재료 원가가 39만원대인 점을 고려

할 때 사업 초기에는 39만원대의 배합설계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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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나 향후에는 레미콘 대비 5배 이상의 고가

임 점이 3D프린팅 사업의 대중화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재료 품질을 유지되면 가격은 20만

원대에 사용가능한 배합 설계 개발을 제안함.

이상과 같이 3가지 항목에 대하여 제안을 하였

으나 여기서 빠진 중요한 항목은 사업화에 가장 

중요한 생산성 분야이다. 이는 단순히 제안으로 높

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장비 운영을 통해 국내 

3D프린팅 기술을 주도하는 산학연에서 연구 개발

한 기술등이 플랫폼 기술로 관리되어야만 조기에 

생산성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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