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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국내외 도서관에서는 3D 프린터와 관련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도서관은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3D 프린터 이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서관의 3D 프린터 이용정책 보유 여부와 내용을 확인하고, 
미국 도서관의 우수한 3D 프린터 이용정책 사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도서관을 위한 3D 프린터 이용정책 내용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의 3D 프린터 보유 도서관은 성문화된 이용정책을 보유한 곳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미국 소재 16개 도서관(공공 
10개관 및 대학 6개관)의 3D 프린터 이용정책 우수사례를 내용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섯 개의 상위주제(목적, 이용자, 
이용방법, 이용제한, 도서관 면책)와 21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3D 프린터 이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3D 프린터를 활용한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키워드: 3D 프린터,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이용정책
ABSTRACT

Libraries both in South Korea and abroad have been adopting 3D printers and related service. This indicates 
the need for documented 3D printer use policy to facilitate the service. This study investigates 3D printer 
use policies of libraries in Korea and best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and suggests contents for 3D printer 
use policies in Korea. The finding shows that Korean libraries with 3D printers did not have systematic and 
documented 3D printer use policies. After conducting content analysis of 16 best practices of 3D printer use 
policies from libraries in the United States, the authors identified five themes (purpose, users, procedures, 
limitations of use, and liability) and 21 sub-themes. The findings are informative for Korean libraries to develop 
3D printer use policies and to understand various considerations in implementing 3D printe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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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협업능력, 비판
적 사고능력, 디지털 리터러시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사람들이 서로 모여 협업
하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을 도
입하고 있다(Moorefield-Lang 2014; Slatter and Howard 2013). 이러한 공간의 대표적
인 유형으로는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s)가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
고 정보기술을 배우며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협업공간이자 비정규 교육공간이면서 혁
신적 창의공간을 일컫는다(장윤금 2017). 

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활용하는 주요 기술이나 장비로는 3D 프린터, 3D 스캐너, 

레이저 커팅키, 아두이노 등이 있으나 이 중에서 3D 프린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김
보영, 곽승진 2017; 장윤금 2017). 실제로 2018년에 제작된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조
성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부 2018)은 모든 메이커스페이스 모델에서 3D 

프린터를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도서관에서의 3D 프린터는 이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창의력과 협업 능력, 문제해결 능
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장비(Moorefield-Lang 2014)이며, 이를 이용해봄으로써 새롭
게 출현하는 정보기술에 대한 학습능력 즉,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는 데도 유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의 상당수 공공 및 대학도서관에서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으며(Horton 2017), 국내에서도 몇몇 공공 및 대학도서관이 이러한 프로그램 예를 들
면, 3D 모델링, 3D 프린터 체험, 3D 프린터 장비 작동 등을 제공하고 있다(김보영, 곽승진 
2017; 문화체육관광부 2018). 

3D 프린터의 특성상 불법적이거나 선정적이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물체를 출력
할 수 있으며, 고온으로 필라멘트를 녹이는 방식인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Jones 2015; Nowlan 2015).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 3D 프린터를 도입하여 효과적인 이용
자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문화된 이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Jones 2015). 

Warper(2015)는 정책을 통해 불법적인 이용에 대한 문제는 물론이고 이용자의 안전이나 접
근에 대한 부분도 다루어야 하며, 이용자의 지적자유도 보호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즉, 이러
한 정책은 3D 프린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도서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Horton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도서관 서비스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국내 도서관에서
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도서관 3D 프린터의 이용정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메이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도서관의 이용정책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미국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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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우수 이용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도서관에서의 3D 프린터 이용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3D 프린터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며, 장기적으로는 정보자원 이용 
및 생성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이용정책 수립에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 

1. 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및 3D 프린터 관련연구

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관련 국내 연구는 다양한 도서관 유형 즉, 공공·대학·학교도서관에
서 수행되고 있다. 먼저 공공도서관 문맥에서는 메이커스페이스의 개념 및 역할, 국내외 사례
조사 연구(곽승진, 노영희, 신재민 2017; 안인자, 최상기, 노영희 2014)와 더불어 공공도서
관 메이커스페이스의 전용 공간 및 운영인력현황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파악하려는 시
도(안인자, 노영희 2017)가 있었다. 또한 장윤금(2017)은 국내외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
스 운영 동향을 파악하고 담당 사서 및 관장을 심층 면담하여 필요성, 효과성, 한계점을 조사
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학도서관 문맥에서는 장윤금(2018)의 연구에서 대학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메이커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운영방안 즉, 대학의 교육적 
사명과 연계, 재정적 지원 및 전문적 인력배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적 지원 등을 제안하였
다. 끝으로 학교도서관 문맥에서는 강봉숙과 정영미(2018)가 학교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및 교육의 필요성, 필요한 기술과 활동, 어려움, 교육 프로그램 유형, 

인력의 역할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도서관에서의 3D 프린터 이용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도서
관 3D 프린터의 중요성, 이용사례, 이용방안, 서비스방안 및 해결과제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먼저 Gonzalez와 Bennett(2014)은 대학도서관에서 3D 프린터를 서비스해야 하는 
이유로 이용자들에게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도서관의 전통적 기능 즉, 창의적 사고와 협업
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들은 3D 프린터를 
서비스함으로 인해 도서관의 다른 서비스에 대한 이용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제시한다. 

나아가 Gonzalez와 Bennett(2014)은 대학도서관에서의 3D 프린팅 서비스 기획 및 구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나열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로 이용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Groenendyk과 Gallant(2013)는 Dalhousie University 도서관에서의 3D 프린터 배치장
소, 이용방안, 직원교육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해결과제로는 이용자에 대한 3D 프린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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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언급하였다. 또한 Massis(2013)은 도서관은 단순히 정보를 보관하는 곳이 아닌 아이디어
를 구현할 수 있는 공간임을 강조하면서 도서관에서의 3D 프린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용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그리고 Nowlan(2015)은 캐나다에 위치한 
University of Regina 도서관에서 3D 프린터 서비스를 운용함에 있어 자금조달 방안, 시범
사업, 교육방안, 이용정책, 기계적 문제점 등을 소개하였다.  

의학도서관 문맥에서의 3D 프린터 활용도에 대해 언급한 연구(Hoy 2013)도 있었다. 

Hoy(2013)는 의학도서관에서 3D 프린터는 의료기기, 이식물, 장기 등을 설계하여 출력해볼 
수 있어 임상 실습이나 교육용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의학도서관에서 3D 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
사하였다. 그렇지만 Hoy(2013)는 도서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재료비, 합
법적 이용, 저작권에 관한 잠재적 문제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기술하며, 3D 프린터 이
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2. 도서관 3D 프린터 이용정책 관련연구

최근에는 도서관 3D 프린터 이용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Wapner(2015)는 3D 프린터 이용정책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여야 하지만 안전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는 이용을 제한하여야 함을 기술하였다. 그리
고 지식재산권과 출력물에 대한 책임사항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Jones(2015)는 도서관 3D 프린팅 및 메이커스페이스 정책이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먼저 사명 또는 목적 항목이 있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이슈 즉, 불법
적인 콘텐츠 제작, 지식재산권 침해, 안전, 비용 등을 다루는 정책 항목이 있다. 또한 출력물
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며 픽업하는 등의 이용 절차에 대한 항목이 있으며, 끝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부가적으로 Jones(2015)는 미국도서관협회 윤리선언
(Code of Ethics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과 도서관 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에 근거하여 3D 프린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항목,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항목,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항목이 추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도서관 3D 프린터 이용정책을 분석한 연구로는 Horton(2017)이 대표적이다. Horton(2017)

은 미국 소재 50개 대학도서관의 3D 프린팅 정책을 분석하였고, 정책의 내용을 크게 다섯 가지 
즉, 목적, 이용자, 이용절차, 적절한 이용, 프라이버시 범주로 구분하였다. 먼저 목적 범주에는 3D 

프린팅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사명이 포함되었으며, 이용자 범주에는 이용대상자와 이용 우선순위
를 기술하였다. 이용절차 범주에는 3D 프린터 접근 권한, 비용, 출력물 픽업, 출력물 품질 등
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다. 적절한 이용 범주에서는 합법적 이용, 대학 및 도서관 규정 준수, 

안전성 확보, 무기류 제작금지, 건전성, 지식재산권, 거부권, 영리적 이용금지 등을 포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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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끝으로 프라이버시 범주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물품의 출력과정 및 출력물에 대한 공개 
가능성을 다루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메이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도서관의 3D 프린터 이용정책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보유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메이커스
페이스 운영이 활발하고 체계적인 미국 소재 도서관의 3D 프린터 이용정책의 우수사례를 통
해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국내 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에 적용 가능한 3D 프린
터 이용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1. 국내 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는 3D 프린터 이용정책을 보유하고 있는가? 있다
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질문 2. 미국 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3D 프린터 이용정책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질문 3. 국내 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의 3D 프린터 이용정책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
어야 하는가?

2. 자료수집 및 분석

국내 도서관의 3D 프린터 이용관련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메이커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공공도서관 16개관과 대학도서관 2개관(문화체육관광부, 2018, 부록2)에 연락하여 3D 

프린터 보유 및 이용정책 보유여부를 확인1)하였다. 부가적으로 3D 프린터 보유 도서관 웹사
이트를 방문하여 3D 프린터 관련 웹페이지를 확인하였다. 미국 소재 도서관의 3D 프린터 이
용정책은 미국도서관협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가 제시하는 16개 우수사
례(best practice)를 분석하였으며, 여기에는 10개의 공공도서관과 6개의 대학도서관 정책
이 포함되어 있다<표 1>. 

1)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2018)의 <부록 2>에 수록된 공공 및 대학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만을 조사대
상으로 하여 3D 프린터를 보유 중인 국내 도서관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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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10개) 대학도서관 (6개)

명칭 약어 명칭 약어 
D.C. 공공도서관 
(District of Columbia Public Library)

DC
아이다호 주립대학교 도서관 
(Idaho State Univ. Library)

ISU

글렌 카본 센테니얼 도서관
(Glen Carbon Centennial Library)

GC
미시간 주립대학교 도서관
(Michigan State Univ. Libraries)

MSU

글렌 엘린 공공도서관
(Glen Ellyn Public Library)

GE
파크랜드 대학 도서관 
(Parkland College Library)

PCL

잭슨빌 공공도서관
(Jacksonville Public Library)

JA
퍼듀대학교 도서관
(Purdue Univ. Libraries)

PDU

킨 공공도서관
(Keene Public Library)

KE
매사추세츠 대학교 도서관 
(Univ. of Massachusetts Amherst Libraries)

UML

커크우드 공공도서관
(Kirkwood Public Library)

KW
노던 아이오와 대학교 도서관
(Univ. of Northern Iowa Library)

UNI

메리덴 공공도서관
(Meriden Public Library)

MD

노스브룩 공공도서관
(Northbrook Public Library)

NB

플라노 공공도서관
(Plano Public Library)

PL

새크라멘토 공공도서관
(Sacramento Public Library)

SA

<표 1> 3D 프린터 이용정책 우수사례 도서관

미국 소재 도서관의 3D 프린터 이용정책은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서 자유롭게 열람이 가
능하였다. 수집 및 분석대상이 된 사항은 “3D 프린터 정책”으로 명명된 별개의 문서와 도서관 
정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3D 프린터 관련 항목, 그리고 도서관 웹사이트 내 3D 프린팅 관련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포함하였다. 이용정책 데이터는 미국도서관협회 웹페이지에
서 제공하는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수집하였는데, 링크가 오래되어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거
나 관련 없는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서관의 3D 프린터 이용정책을 따로 검색
하여 수집했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 대상인 이용정책을 읽어가며 
문맥을 단위로 구분하여 의미를 분석하는 방식을 취했다(Krippendorff 1989). 먼저 기존
의 3D 프린터 이용정책 연구(Horton 2017)에서 도출된 다섯 개의 주제(서비스 목적, 이
용자, 이용절차, 이용제한, 프라이버시)와 각 주제 별 세부 주제를 기반으로 1차 코딩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출현한 내용이 있는 경우 주제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주제가 
적절치 않은 경우, 변경 또는 삭제하여 이용정책의 내용에 대한 범주를 개발하였다. 이렇
게 개발된 항목을 토대로 이용정책 자료를 2차 코딩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두 명의 
저자가 일부 정책 자료를 분석한 후, 상호일치정도를 비교하였으며, 불일치하는 부분은 협
의하여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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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국내 도서관 3D 프린터 이용정책 

조사대상 국내 도서관(공공 16개관 및 대학 2개관) 가운데 13개 공공도서관(광진정보도서관, 

고산도서관, 달서어린이도서관, 당진도서관, 목포공공도서관, 범어도서관, 쌍용도서관, 율목도서
관, 의정부과학도서관, 이진아기념도서관, 제천기적의도서관, 청주기적의도서관, 포은중앙도서
관)과 1개의 대학도서관(연세대학교 도서관)이 3D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들 13개 공공도서관 가운데 일부 도서관은 2013년에 시작된 미래창조과학부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는 무한상상실 운영사업이 종료된 이후, 3D 프린터를 보유하
고 있기는 하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3D 프린터를 활용하더라도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3D 프린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시간에만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
용자에게 개방된 이용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었다. 즉, 이들 도서관의 경우, 3D 

프린터 이용과 관련한 정책을 따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소수의 도서관(예, 광진정보도서관, 당진도서관, 쌍용도서관)만이 이용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개방된 3D 프린터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용자는 장비사용 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용 
대장을 작성하고 3D 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당진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에 방문
하여 프린터 이용을 신청하면 오전에 이용이 가능하였으며, 쌍용도서관은 장비를 사용해본 경
험이 있는 이용자에 한해 이용 대장을 작성한 후에 이용할 수 있었다. 끝으로 연세대학교 도서
관의 경우, 이용자가 3D 모델을 가져가면 출력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별도의 성문화된 
이용정책이나 규정은 만들어져 있지 않지만 메이커스페이스 내부에 간단한 지침이 있어 개인별 
및 팀별 이용가능 시간, 출력가능한 물체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이용자에게 개방된 3D 프린터 접근을 제공하는 국내 도서관은 소수에 불과하며, 

개방된 접근을 제공하더라도 체계를 갖춘 성문화된 3D 프린터 이용정책을 보유한 곳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3D 프린터 이용정책을 보유한 미국 도서관의 우수사례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9)를 분석하여 국내 도서관의 상황에 맞는 3D 프린터 
이용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이며, 이러한 서비스를 계획
하고 있는 도서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미국 도서관 3D 프린터 이용정책 

16개(공공도서관 10개, 대학도서관 6개)의 3D 프린터 이용정책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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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개의 상위주제 즉, 목적, 이용자, 이용방법, 이용제한, 도서관 면책과 21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표 2>. 

상위주제 하위주제 정의
1. 목적 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 또는 사명
2. 이용자 이용대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이용 우선순위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가지는 경우

3. 이용방법

이용절차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절차 설명 
프린터 이용자 3D 프린터에 물리적 접근 권한이 있어서 직접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사람
이용료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부과하는지의 여부와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
픽업 출력물 픽업을 위한 소요시간, 출력물을 픽업할 수 있는 기간과 사람
출력물 크기 출력물 크기에 제한이 있는 경우 크기를 명시
파일형식 3D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한 파일 형식을 명시
재료 출력 시 이용 가능한 소재와 색상
참고자료 이용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자원 제공

4. 이용제한

합법성 합법적인 것만 출력이 가능함을 명시
대학 및 도서관 규정 출력물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안전성 출력물이 대중에게 위험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함
무기류 출력물은 총기와 같은 무기류가 아닐 것
선정성 출력물이 선정적이지 않고 도서관 환경에 적합해야함
지식재산권 출력물은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문제에서 자유로워야함
검토 및 거부권 관련 직원이 출력될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프린터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는 권리
상업적 이용 3D 프린터를 대량 생산과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

5. 도서관 면책 출력물의 품질과 기능성 출력물이 디자인과 프린터의 특성에 따라 예상과 다른 경우, 도서관은 출력물의 품질에 책임이 없음을 명시
프라이버시 출력물이나 디자인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음을 명시

<표 2> 3D 프린팅 서비스 이용정책 내용 구성

가. 목적

목적은 도서관이 3D 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 사명, 기대효과를 포함한다. 16개의 
이용정책 가운데 절반인 8개(DC, GE, KE, MD, NB, PL, SA, ISU) 도서관의 정책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이용자 커뮤니티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여, 이러한 
기술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었다. 또한 몇몇 도서관(MD, SA)은 디자인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이용자 커뮤니티가 일상생활에서 창작을 하는 것을 돕고자 함을 밝히고 있
었다. 나아가 교육적 목적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는데, 노스브룩 공공도서관은 이용자 커뮤니
티의 창의력 개발과 학습 및 STEAM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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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서비스 목적을 도서관의 사명과 연계한 사례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아이다호 주립대
학교 도서관은 3D 프린팅 서비스가 해당 대학의 학생과 교수진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 사명의 일환임을 명시하였다. 

나. 이용자

이용정책에서 이용자에 관한 내용은 3D 프린트 관련 서비스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즉, 이용대상과 이용 우선순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1)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해당 도서관의 3D 프린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16

개 정책 가운데 12개(공공 6개, 대학 6개)<표 3, 4>에서 이용대상이나 이용연령을 밝히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정책을 살펴본 결과<표 3>, 2개의 도서관은 모든 이용자(일반 대중, 모든 
도서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다른 2개의 도서관은 해당 도서관
의 이용자로 한정하면서, 도서관 이용에 제지를 받지 않는 도서관 이용카드를 소지할 것을 
밝히고 있었다. 또한 사전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하는 도서관(DC, MD)도 있었다. 예를 들면, 

D.C. 공공도서관은 3D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는 랩에서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과 3D 프린팅 
수업을 모두 수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메리덴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웹 사이
트에 있는 교육용 비디오를 시청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메리덴과 노스브룩 공공도서관은 이용자 연령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메리덴 공공도서관은 
어린이 이용자 즉, 만 12세 이하의 이용자는 3D 프린터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를 
동반해야함을 밝혔으며, 노스브룩 공공도서관은 만 11세 미만의 이용자와 취약한 성인은 부
모 또는 14세 이상의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며, 보호자가 이들을 관찰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용대상 이용정책 수 (개) 도서관 명칭(약어)

모든 이용자 2 PL, SA

도서관 이용카드 소지자 2 GC, NB*

사전교육 수료자 
/3D 프린터 관련 지식이 있는 이용자 2 D.C., MD*

언급하지 않음 4

총합 10
* NB와 MD 도서관은 이용자 연령에 대한 규정이 있음

<표 3> 공공도서관 3D 프린팅 서비스 이용대상

다음으로 대학도서관의 경우<표 4>, 6개의 이용정책 모두에서 이용대상을 밝히고 있었
다. 2개의 도서관은 해당 대학의 학생, 교수진, 직원에게만 이용을 허용하고 있었고, 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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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은 지역사회 구성원도 포함하였다. 또 다른 도서관(PCL)은 해당 도서관의 기존 이용자
라면 이용이 가능하지만 장비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이용 경험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
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대학교 도서관
은 누구나 3D 프린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 도서관은 이용대상에 대
해서 어린이 이용자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린이 이용자가 3D 프린터 공간
과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용대상 이용정책 수 (개) 도서관 명칭(약어)

학생, 교수, 직원 2 ISU, PDU

학생, 교수, 직원, 지역사회 구성원 1 UNI

장비에 관한 지식이 있는 도서관 이용자 1 PCL

성인, 성인 동반 어린이 1 MSU

모든 이용자 1 UML

총합 6

<표 4> 대학도서관 3D 프린팅 서비스 이용대상

  

2) 이용 우선순위
이용 우선순위는 3D 프린팅 서비스 이용자들이 다수인 경우, 서비스 이용 순서를 규정하는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이용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경우와 순서가 결정되는 방법을 기술한다. 

분석 결과, 8개 도서관(DC, GE, NB, ISU, MSU, PDU, UML, UNI) 정책에서 이용 우선순
위를 밝히고 있었다. 6개 도서관(DC, GE, NB, MSU, UML, UNI)은 선착순 이용임을 언급
하였으며, 이 가운데 2개의 도서관(GE, UNI)은 기본적으로는 선착순 이용이지만, 출력물의 
유형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글렌 엘린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프로그
램과 행사를 위한 출력이 우선이었으며, 노던 아이오와 대학교 도서관은 이용 우선순위를 수
업과 관련된 것을 출력하는 학생, 다른 업무와 관련된 것을 출력하는 학생, 교수진, 직원, 지
역사회 구성원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4개의 도서관(공공 1개 및 대학 3개)은 직원의 재량에 따라 출력 순서가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이다호, 매사추세츠, 퍼듀대학교 도서관은 효율적인 출
력을 위해 도서관 직원이 출력 순서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
였다. 그리고 노스브룩 공공도서관도 다수의 부품을 출력하거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순서에서 밀려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 이용방법

이용방법은 각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3D 프린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과 고
려해야 할 사항을 기술한 항목이다. 정책의 내용분석을 통해 이용절차, 프린터 이용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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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픽업, 파일형식, 출력물 크기, 색상, 참고자료를 하위 주제로 도출하였다. 

1) 이용절차
이용절차 항목은 3D 프린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을 가리킨다. 전반적인 

서비스 이용방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였거나 서비스 이용을 위한 특정 단계를 설명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11개(DC, GC, MD, KW, PL, SA, ISU, PCL, PDU, UML, UNI)의 이용정책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이용정책(SA, PDU, UML, UNI)에서는 이용절차, 3D 프린팅 단계, 3D 프린터 이
용 가이드라인, 3D 프린트 요청 등의 별도의 항목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이용방법을 설명하였
다. 예를 들어, 퍼듀대학교 도서관의 정책은 “3D 프린팅 단계”라는 항목에서 서비스 이용 방
법을 <표 5>와 같이 제시한다. 

단계 주요 내용
1. 출력 파일 검색 또는 제작 Thingiverse, YouMagine 등의 사이트에서 다른 이용자가 업로드한 파일 검색

온라인 도구 또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활용한 파일 제작 
2. 확인 및 검토 세부 설정, 출력물 크기, 무게 확인

가능하다면, 도서관이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음
3. 제출 디자인 제출을 위한 온라인 서식 사용 

특이사항이 있다면 비고란에 남기기
4. 대기와 픽업 출력은 일반적으로 1주일 이내에 완료

출력이 완료되어 픽업이 가능해지면 이메일을 받음 

<표 5> 3D 프린터 이용절차 (퍼듀대학교)

이 외에도 글렌 카본 센테니얼 도서관 정책에서도 서비스 신청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디자인 파일을 저장한 저장매체(USB)를 도서관에 가져가서 신청서를 작성
하는 방식이었다. 노던아이오와 대학도서관의 정책에서도 이용자가 출력할 파일과 함께 온라
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도서관 직원이 이를 검토한 후, 확인 이메일을 보내게 되며, 출력이 완
료되면 픽업이 가능한 날짜를 이메일로 알려줄 것이라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었다. 

10개의 이용정책(DC, GC, KW, PL, MD, SA, ISU, PCL, UML, UNI)은 서비스 이용 상
의 특정 단계를 언급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대다수의 이용정책은 각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3D 프린팅 신청 서식을 통한 서비스 예약방법을 안내하고 있었다. 예
를 들면, 파크랜드 대학도서관은 전화 또는 직원을 통해서 예약을 해야 하며, 메리덴 공공도
서관과 새크라멘토 공공도서관은 출력할 자료를 들고 도서관을 직접 방문할 것을 안내했다. 

이 밖에도 한 번의 예약으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용료 지불시점
과 지불방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예를 들어, 플라노 공공도서관과 커크우드 도서관은 출력 
이전에, 아이다호 주립대학교 도서관은 출력물을 픽업할 때 이용료를 지불할 것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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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매사추세츠 대학교는 지불 방법을 명시하였는데, 학생증을 이용해서만 지불 할 수 
있었다. 

2) 프린터 이용자
프린터 이용자는 3D 프린터에 물리적 접근 권한을 갖고 실질적으로 물체를 출력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이용자가 3D 프린팅 서비스를 요청하더라도 프린터를 직접 작동하는 
사람은 이용자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0개의 도서관 정책<표 6>에서 프린터의 실질적 이용자에 관해 언급하였다. 그 중 7개 
도서관(공공 3개관, 대학 4개관)의 이용정책에는 지정된 도서관 직원만이 3D 프린터에 직접
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언급하여 일반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었다. 다른 2개의 공공
도서관은 프린터 작동 시,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함을 명시하였다. 이와 달리, 퍼듀대학교 도
서관은 직원을 배치하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직접 작동해야 하며, 출력과정을 계속 지켜볼 것
을 언급하고 있었다.

프린터 이용자 이용정책 수 (개) 도서관 명칭(약어)

지정된 도서관 직원만 7 GC, KW, SA, ISU, MSU, UML, UNI

직원의 도움을 받는 이용자 2 DC, NB

이용자 1 PDU

언급하지 않음 6

총합 16

<표 6> 3D 프린터 이용자

3) 이용료
이용료는 3D 프린팅 서비스 이용료 부과여부와 이용료를 산정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을 포

함한다. 총 16개 중 12개의 이용정책이 이를 언급하였는데, 그 중 8개의 도서관이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며, 4개의 도서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었다<표7>. 

이용료 이용정책 수 (개) 이용료 부과 기준 및 도서관 명칭(약어)

이용료 부과 8

(무게) GC, JA, NB, PCL, UML
(부피) ISU
(시간) KW

(기준 언급하지 않음) PL

일부 무료 2 PDU, UNI

완전 무료 2 MD, SA

언급하지 않음 4

총합 16

<표 7> 3D 프린터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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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는 필라멘트 또는 출력물의 무게, 부피, 출력시간 등이 활용되
고 있었다. 5개의 도서관은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필라멘트 또는 출력물의 무게에 따라 요금
을 부과하였다. 이용료의 범위는 그램 당 0.1 달러에서 0.2 달러였다. 이를 기본으로 건당 
1달러의 요금을 더하거나(GC), 다양한 색상의 재료를 이용하거나 여러 단계가 필요한 디자
인일 경우, 요금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었다(JA). 출력 이전에 요금을 예상하기 위해서 출력
물의 예상 무게를 측정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NB, PCL).

출력물의 부피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아이다호 주립대학 도서관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
라 건당 1달러 또는 2달러의 요금을 부과한다. 또한 커크우드 공공도서관은 3D 프린터에서 
예측한 출력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는데, 30분까지는 0.5 달러, 그 이후 15분마다 
0.25 달러가 추가되었다. 플라노 공공도서관은 이용료를 부과하지만 금액이나 산정방식에 관
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지만 정해진 기준을 넘으면 이용료를 부과한다고 밝힌 이용정책은 2
개 있었으며, 모두 대학도서관이었다. 퍼듀대학교 도서관에서는 50 그램 미만의 출력물은 무
료이며, 매달 100 그램까지 무료로 출력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초과하면 개인적으로 재료
를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던 아이오와 대학도서관에서는 매 학기의 첫 번째 출력
물은 무료이지만, 그 이후에는 그램 당 0.05달러를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픽업
픽업 항목은 출력이 완료되어 픽업이 가능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출력물을 픽업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을 다룬다. 12개의 정책이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8개의 이용
정책은 출력이 완료되어 픽업이 가능하기까지의 소요 시간을 명시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특정 기간 예를 들면, 5일, 7일, 14일이 소요됨을 명시하는 도서관이 있는 반면, 이러한 기간
에 대한 언급 없이 출력물이 준비되면 이용자에게 알림을 보내거나(DC), 소요시간을 알 수 
없다고 명시하거나(PL), 도서관 직원이 소요시간을 예측한다고 명시하는 도서관(SA)이 있
었다.

기간 이용정책 수 (개) 도서관 명칭(약어)

5일 1 GC

7일 3 ISU, PDU, UNI

14일 1 GE

그 외 3 DC, PL, SA

언급하지 않음 8

총합 16

<표 8> 출력물 픽업을 위한 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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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정책은 출력물을 픽업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명시하며, 3D 프린팅 신청서를 제출
한 당사자만이 픽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KW, SA, ISU). 또한, 10개의 이용정책에서는 이용
자가 출력물을 픽업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는 출력물이 준비
된 이후로 7일에서 30일 이내에 출력물을 찾아가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찾아가지 않는 
경우 도서관의 자산으로 귀속됨을 밝히는 경우가 많았다<표9>

픽업 가능 기간 이용정책 수 (개) 도서관 명칭(약어)

7일 2 SA, ISU

10일 1 PL

14일 6 DC, JA, MSU, PDU, UML, UNI

30일 1 KW

언급하지 않음 6

총합 16

<표 9> 출력물 픽업 가능 기간

5) 출력물 크기
3D 프린터로 출력 가능한 물체의 크기가 제한적인 경우, 이용정책에서 이를 명시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8개 도서관(DC, GE, KW, NB, ISU, PDU, UML, UNI)의 정책에서 출력 
가능한 물체의 최대 가로, 세로, 높이를 알려주어, 이용자가 이를 염두에 두고 프린트를 이용
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다. 개별 도서관이 소유하고 있는 3D 프린터의 모델명을 함께 언급하
기도 하였는데, 이는 프린터의 종류에 따라 출력할 수 있는 물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출력물의 크기를 제한하기 위하여 출력물의 크기뿐만 아니라 출력 가능시간이나 파일 용량
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노스브룩 공공도서관은 출력시간이 8시간 이상인 작업
은 불가능함을 명시하였고, 글렌 카본 센테니얼 공공도서관과 새크라멘토 공공도서관은 출력
할 파일의 크기를 최대 25MB로 제한하고 있었다.

6) 파일형식
이는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파일형식을 명시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 결과, 11개 도서

관의 이용정책(DC, GC, GE, KW, NB, SA, ISU, PCL, PDU, UML, UNI)에서 출력할 자료는 
특정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었다. 모든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STL 파일 형
식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특히 8개의 이용정책은 STL 파일 형식만을 인정하였다. 나머지 3개
의 이용정책은 OBJ, THING, PLYFILE 파일 형식도 출력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었다. 

7) 재료
7개(공공 4개, 대학 3개)의 이용정책은 3D 프린터에서 이용 가능한 필라멘트의 종류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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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언급하고 있었다. 프린터의 유형에 따라 사용가능한 필라멘트의 종류가 정해져 있거나 
도서관에서 선호하는 종류가 표기된 경우가 있었다(DC, ISU, PDU, UNI). 예를 들어, D.C. 

공공도서관은 직경 1.75mm의 PLA 필라멘트를 언급하였으며, 퍼듀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PLA 또는 코폴리에스터 필라멘트를 명시하고 있었다. 

필라멘트의 색상과 관련하여 글렌 카본 센테니얼 공공도서관과 플라노 공공도서관은 한 번
에 한 가지 색상만 출력이 가능함을 명시하였고, 노스브룩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제공하
지 않는 색상으로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색상의 필라멘트를 준비해오면, 도서
관은 출력 시 사용한 필라멘트 만큼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지불하고 나머지는 도서관이 소유
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8) 참고자료
참고자료는 이용정책에서 3D 프린팅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6개(GC, MD, SA, ISU, PCL, PDU)의 이용정책이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
었는데, 이용자가 모델을 직접 디자인 할 수 있는 컴퓨터 지원 설계 소프트웨어(CAD)의 종
류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디자인 모델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안내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퍼듀대학교 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에서 3D 프린팅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안
내하였고, 파크랜드 대학 도서관은 제공하는 3D 프린터의 이용안내서도 하이퍼링크를 통해
서 제공하였다. 아이다호 주립대 도서관은 3D 프린터 사용 가이드와 관련 학술 논문 리스트
를 제공하였다. 

라. 이용제한

이는 도서관에서 3D 프린팅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를 규정한 항목이다. 즉, 도서관
은 이용자가 출력하려는 파일을 검토하고 자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으로는 합법성, 

대학 및 도서관 규정, 안전성, 무기류, 선정성, 지식재산권, 상업적 이용 등이 있다.

1) 합법성
3D 프린터 이용정책에서 합법적인 물체만 출력이 가능함을 명시한 부분으로 글렌 카본 센

테니얼 도서관을 제외한 15개의 이용정책에서 이를 언급하였다. 대표적으로 잭슨빌 공공도
서관은 “도서관의 3D 프린터는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주 또는 
연방법에 의해 금지되는 물체는 출력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2) 대학 및 도서관 규정
5개의 이용정책에는 3D 프린팅 서비스와 연관된 대학 또는 도서관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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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2개의 공공도서관(MD, JA)에서는 이용자가 3D 프린터를 이용함에 있어 도서관
의 정책이나 행동 규범을 준수하라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3개의 대학도서관(PDU, ISU, 

PCL)은 3D 프린터를 이용함에 있어 해당 대학과 도서관의 정책, 대학 가이드라인과 관련법, 

학생 규범을 따를 것을 기술하였다. 관련 대학 정책을 언급한 사례로 아이다호 주립대는 대학
의 IT 이용정책을, 파크랜드 대학은 대학의 컴퓨터 이용 정책을 따를 것을 언급하였다. 

3) 안전성
3D 프린터 출력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는 것으

로, 3개의 도서관(GC, MD, NB)을 제외한 13개의 정책에 언급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대
표적인 표현으로는 글렌 엘린 공공도서관의 “안전하지 않고, 해롭고, 위험하고, 타인의 안녕
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출력할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D.C. 공공도서관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체는 출력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4) 무기류 

총기와 같은 무기류는 출력할 수 없음을 별도로 명시하기도 하였는데, 6개(GE, NB, PL, 

ISU, PDU, UML)의 정책에서 이를 언급하였다. 플라노 공공도서관(PL)은 이용자가 무기 또
는 무기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는 물체와 무기류의 복제품을 출력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구체
적으로 화기, 칼, 자물쇠를 따는 물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매사추세츠 대학도서관(UML)의 
경우에도 화기 또는 위험한 무기류를 제한하면서 해당 주의 법률과 대학 경찰의 무기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5) 선정성
출력물이 선정적이지 않아야 하며, 도서관 환경에 적합해야함을 밝히기도 하였는데, 10개

(GE, KW, NB, PL, SA, ISU, MSU, PCL, PDU, UNI)의 이용정책이 이를 언급하였다. 대표
적으로 아이다호 주립대학 도서관(ISU)은 “선정적, 포르노적, 또는 해당 대학[또는 도서관]

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물체는 출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지식재산권
이 항목은 3D 프린터의 출력물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문제에서 자

유로워야함을 명시한 내용을 가리킨다. 2개의 도서관(GC, MD)을 제외한 14개의 이용정책
이 출력물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이들 도서관은 공통적으로 제3자 또는 타인
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나 물건을 출력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11개의 정책에는 구체적으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을 언급하며, 그러한 권리의 보호를 
받는 자료를 복제할 수 없음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플라노 공공도서관은 기업 비밀 또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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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이용을 제한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2개의 공공도서관
(NB, PL)은 미국의 특허법(Title 17, U.S. Code)을 언급하며 특허권이 있는 자료의 복제를 
규제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도서관이 책임을 지지 않음을 밝히고 있었다. 

7) 검토 및 거부권
3D 프린터 이용정책에는 도서관에서 3D 프린터로 출력될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플라노 공공도서관과 노던 아이
오와 대학 도서관을 제외한 14개의 이용정책이 이러한 권한을 언급하였다. 이 가운데 4개의 
도서관(GC, GE, SA, PDU)은 도서관 직원이 출력 자료를 검토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며, 

출력 이전의 작업파일이나 출력물을 검토할 권리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8) 상업적 이용
이는 도서관의 3D 프린팅 서비스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음을 언급하는 부분으로, 

4개(PL, MSU, PDU, UML)의 이용정책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플
라노 공공도서관(PL)은 3D 프린터로 교육, 연구, 개인적 취미를 위한 출력은 가능하지만, 생
산을 위한 것은 아님을 명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미시간 주립대학 도서관도 3D 프린팅 서
비스는 “생산이 아닌 신속한 시제품 개발”임을 밝히고 있었다. 즉, 이들 도서관은 공통적으로 
동일한 물체를 대량으로 출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었다. 

마. 도서관 면책

이는 3D 프린팅 서비스 이용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서 누구에게 법적 책임이 있
는지를 밝히거나 이용자가 도서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언급하는 항목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하위주제 즉, 3D 프린터 출력물의 품질과 기능성,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가 도출되었다.

1) 출력물의 품질과 기능성
이는 출력물의 품질과 기능이 3D 모델의 구조적 특징이나 프린터 설정에 의해 이용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도서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언급하는 항목이다. 2개
의 도서관(SA, MSU)를 제외한 14개의 이용정책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예를 
들어, 플라노 공공도서관은 3D 모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직원이 모델의 결함
을 수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몇몇 도서관(DC, KW, PL, PDU)은 직원의 잘못
이나 기기의 결함이 아닌 이상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3D 모델을 설계하고 출력하는 단계에서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경
고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대학도서관은 성공적인 출력을 위해 모델의 기하
학적 구조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커크우드 공공도서관은 출력물이 크기, 복잡성,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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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부 등의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몇몇 도서관의 정책
(NB, PL, ISU, UML)은 돌출부나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은 래프트(raft)나 서포트
(support)와 같은 지지대를 제거하는 과정에 출력물의 품질이 손상되는 것은 도서관 직원
의 책임이 아님을 밝히고 있었다. 이외에도 5개 이용정책(GE, KE, KW, NB, PL)은 3D프
린터 출력물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이나 손해에 있어 도서관이나 도서관 직원이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언급하였다.  

2) 프라이버시
3D 프린터 출력물 또는 모델에 관한 프라이버시(사생활 보호)를 언급한 이용정책은 4개

(GE, JA, PL, ISU)이다. 구체적으로 글렌 엘린 공공도서관과 잭슨빌 공공도서관은 3D 프린
터 출력은 공용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보호할 수 없다고 기술
했다. 또한 플라노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의 요청이 없는 한 3D 프린터 출력물의 사진은 도서관
이 활용하는 미디어에 공개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유사하게 아이다호 주립대학 도서관은 
출력물을 사진으로 촬영하며, 관리, 홍보, 보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Ⅴ. 논의 및 제안 

3D 프린터 이용정책은 기기 이용에 관한 이용자의 질문에 대한 해답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각종 문제 상황으로부터 도서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은 도서관의 전문성이나 3D 프린팅 서비스 구현에 대한 준비성 또는 신중성을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Jones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공 및 대학도서관은 3D 프린터를 
도입함에 있어 체계적인 3D 프린터 이용정책을 갖추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소재 공공 및 대학도서관이 보유한 3D 프린터 이용정책의 우수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공공 및 대학도서관 3D 프린터 활용을 위한 이용정책의 내용을 제안하
면 다음과 같다. 

1. 목적

분석대상 정책의 대부분은 3D 프린팅 서비스 제공 목적과 기대 효과를 언급하였다. 이용자
가 새로운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일반적이었다. 구체적으로 교육적 목적 즉, 이용자의 창의성 발전과 STEAM 교육도 언급된 
바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교육뿐 만 아니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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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서관의 사명과 연계하여 3D 프린팅 서비스가 이러한 사명을 추구하기 위한 일환임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즉, 개별 도서관은 3D 프린팅 서비스의 목적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
으며, 서비스의 가치를 도서관의 사명과 연관 지을 수 있다. 

2. 이용자 

대부분의 정책은 3D 프린팅 서비스 이용대상과 이용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었다. 공공도
서관은 모든 이용자 또는 도서관 이용카드 소지자가 이용대상인 경우가 많았으며, 대학도서
관은 이용대상으로 학생, 교수, 직원,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전교육 
수료자 또는 3D 프린터 관련 지식이 있는 이용자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
다. 이용 우선순위는 선착순 이용을 기본으로 하되 프린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출력물
의 유형을 고려하여 사서가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도 있었다. 

이에 기초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은 서비스 이용대상을 도서관 이용자 또는 일반시민으로 설
정할 수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학생, 교수, 교직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한정할 수 있다. 이러
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정보자원을 제공
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효율적인 프린터 운용을 
위해 담당 직원이 출력물의 특성이나 이용자의 유형(신분이나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되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적인 특성(예, 종교, 나이, 수입, 

주거 상황)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Caldwell-Stone 2015).

3. 이용방법

다수의 이용정책이 3D 프린팅 서비스 이용절차와 이용 상의 고려사항을 안내하였다. 이는 
Jones(2015)가 강조한 3D 프린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어 필수적인 항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도서관에서도 이용방법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이용과정이나 서
비스 예약방법, 출력파일 제출방법, 이용료 지불 및 지불시점, 3D 프린터 이용자, 출력물 픽
업을 위한 소요시간 및 픽업할 수 있는 사람 등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용자에게 쉽고 
명확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서관이 보유한 3D 프린터의 모델 및 특성, 출력 가능
한 물체의 크기, 출력파일 형식, 이용 가능한 재료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3D 모델
을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이용료의 경우,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요금을 책정할 수 있는데 출력물의 무게(그램 
당 100원~200원)에 따른 요금 책정이 가장 일반적이었고, 외부 지원금에 따라 서비스를 부
분적으로 무료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도서관에서는 프린트 구입 및 유지 비용,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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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등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무게에 따른 이용료를 책정할 수 있을 
것이다(Horton 2017). 이를 위해서는 모델 출력 전에 이용료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지불 시점과 방법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참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3D 모델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웹사이트(예, Thingiverse, Pinshape, YouMagaine)

와 무료/유료 모델링 소프트웨어(예, Tinkercad, AutoCAD, Adobe Photoshop)를 조사하
고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도서와 웹 정보원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이용제한

분석대상이 된 대부분의 정책에서는 합법성, 관련 대학 및 도서관 규정, 안전성, 무기류, 

선정성, 지식재산권, 검토 및 거부권, 상업적 이용 등의 항목을 통해 프린터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었다. 개별 도서관마다 그 내용은 조금씩 달랐으나 기본적으로 3D 프린터
는 합법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고,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을 나열하고 
있었다. 국내 도서관에서도 헌법이나 각종 법률, 대학 및 도서관 규정, 지식재산권 등에 기초하
여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체의 출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업적 이용허용 여부
에 대한 결정이 요구되며, 서비스 이용 전후로 담당 직원이 모델을 검토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지적자유와 표현
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Caldwell-Stone(2015)은 
이용자가 3D 프린터와 같은 신기술을 이용함에 있어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사서의 직업적 가치 가운데 하나임을 주장한다. 

5. 도서관 면책

이용정책에 3D 프린팅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시함으로써 각종 책임으로부터 도서관을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이용정책을 통
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과 잠재적 문제 상황을 충분히 인지시킨 후 이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출력물의 품질 및 기능성과 프라이버시
가 대표적이다. 즉, 3D 프린터의 특성상 출력물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이용자의 기
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용정책에는 출력 상의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
하고 직원의 잘못이나 기기의 결함이 아닌 경우 출력물의 품질과 기능에 대해 도서관이 책임
지지 않음을 명시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이용료를 지불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해서는 모델과 
출력물이 타인에게 공개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일반적이었다. 국내 도서관에서도 이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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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안내하여 추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국 내 도서관 16개에서 제공하는 3D 프린팅 서비스 이용정책을 분석하여 국
내 공공 및 대학도서관 3D 프린터 활용을 위한 이용정책의 내용을 제안하였다. 국내 도서관
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용정책을 구성하되, 도서관의 상황에 맞게 일부 항목만을 
선택하거나 수정하고 별도의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소재 도서관의 이용정책
을 분석한 만큼 국내 도서관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국내 
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종합적인 목록이 존재하지 않아 3D 프린터를 갖춘 모든 도서
관을 국내 사례조사에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국내 도서관에 체계적인 3D 

프린터 이용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가운데 본 연구결과는 이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국내 도서관에서 3D 프린터를 도입하고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수행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며 서비스 운용 시 이용자에게 제공
해야할 정보의 유형을 알려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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