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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3D프린터는등장한지30년이흐른오늘날, 물건제조에있어서중요한가공수단으로써정

착했다. 3D프린팅시장에서는개인용도·저비용시작용도에서의보급이늘어나는한편, 금

속재료및플라스틱고기능재료와고정밀도프린팅시스템의제품화가가속돼확대발전

을계속하고있다. 또한UL, TUV 등인증기관에의한3D프린팅공정의인증프레임제공의

개시, 미국항공안전국·유럽항공안전국에의한3D프린트부품인증용기술데이터베이

스의승인등인프라정비가급속히진행되고있다. 

이글에서는진화하는3D프린터의변천과앞으로확대가예상되는영역에관해최신부가

제조기술의사례를살펴보고, 적층조형기술이열어갈새로운공정제품형태를전망한다. 

Ⅱ. 3D프린팅역사와변천

3D프린팅은조형정보가되는 3D데이터를형상으로만드는가공기로처리하는것이

다. 1973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PROLAMAT 1973’에서 부품의 3D 형상 정의를

수치공간안에서하고, 그 데이터를이용해자동으로기계가공(당시에는 NC 절삭)을

하는 개념과 시스템의 제안이 홋카이도대학(TIPS-1)과 캠브리지대학(BUILD)에서

이뤄졌다. 디지털매뉴팩쳐링시대가열린것이다. 

3D프린팅이 시장에 실용기술로써 등장한 것은 1986년 3D시스템즈의 척 헐(Chuck

Hull)에의해자외선경화형액체수지에자외선을선택적으로조사하는SLA방식이된

다. 3D프린팅시대의개시이다. 스토라타시스의스콧크룸(S. Scott Crump)도 1988년

에용해플라스틱을적상하는방식의시장투입을개시했다. 

그후많은방식이개발되고ASTM(미국시험재료협회)에서는2010년에3D프린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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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방식으로분류했다(〔표 1〕). 현재도수많은파생·복합방식이개발되고있지만,

개요를파악하는의미에서편의상7가지방식을중심으로보고있다. 

3D프린터의개발기에는용도가오로지시작(試作)의형상확인이주가되었다. 그 때

문에필요한성능은보다정밀도가높은형상과표면의성상(색, 면조도, 면정밀도)이

중시되었다. 지금도방식의우열을이야기할때의중요한지표가되고있다. 시작이보

다정밀한조형에대응하고, 현실감을표현하는고정밀의풀컬러조형등에의해시작

의활용범위가계속해서확대되고있다. 

의료장기샘플이나애니메이션캐릭터등의분야에서시작에머물지않고최종제품으

로써판매하는사례도나오고있다. 

적층조형기술의확장을알기위해실용화가선행된수지/금속재료이외의재료에서이

뤄지고있는사례에관해살펴보도록한다. 건축에서는콘크리트를재료압출법(MEX)

으로 적층조형을하고있다. 조형물에 철근에해당하는인장강도를내기위해일본의

건설업체‘오바야시’에서는 3D 조형용모르타르(시멘트와모래를물에갠것)재료로

형성한공간에섬유보강콘크리트를충전하는방법을제안하고있다. 건축업계에서의

개발배경으로써는기존공법일때의건축자재의수송비용의증대, 최근및미래의공

사인재부족의해결등을들수있다. 

식품에서는식품프린팅사례를들수있다(〔사진1〕). 실용화는아직이뤄지지않았지

만, 가능성으로써재료상태로수송효율을올리면서소비지역, 가게, 개인음식의기호,

더욱이개인의투약성분조합등도들수있다. 식품프린터에서도재료자유도가높은

MEX방식이주로주목되고있다. 

공업부품을 3D프린터로만드는것에있어서보다중요한지표가되는것은부품제조

를위한가공기로써의3D프린터성능이다. 제조영역의부품가공을산업규모로생각하

면, 시작영역에비해당연히시장규모가매우커진다. 소정의성능을만족하는것이가

능하다면거대한수요를만드는것이가능한상황을찾을수있다. 

소정의성능이란보다정밀도가좋고재현성이높아치수정밀도의실현과실용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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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ASTM2900-15에근거한3D프린터의방식분류

D조형방식

분류

1

2

3

4

5

6

7

조광중합(VPP) Vat Photo Polymerization

결합제분사(BJT) Binder Jetting 

재료압출(MEX) Materials Extrusion

재료분사(MJT) Materials Jetting 

분말대융합(PBF) Powder Bed Fusion

시트적층(SHL) Sheet Lamination

지향성에너지퇴적(DED) Directed Energy Deposition

수지

○

○

○

○

○

○

-

조형재료

세라믹

○

○

○

○

○

-

-

금속

-

○

○

○

○

○

○

87~107.ps  2020.9.25 5:33 PM  페이지101   MAC-18 



W
or

ld
 P

ac
ka

gi
ng

102 포장계·2020. 10

만족하는재료특성, 실용내구성을만족하기위한표면조도등의성능을말한다. 기존

가공제품과비슷한재료를사용할뿐만아니라속을빼는것에의해기존제품에비해

고강성경량화를실현할수있다. 또한금속조형에서금형성분을국소적으로변화시켜

하나의 부품 안에서 기계강도와 내열성을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더욱이

기존특성에비해 3D프린터로강도를저하하기쉽고, 적층층간접합강도를컨트롤해

불규칙성을저감하는개선이추진되고있다. 금속파우더를사용한PBF방식에서도레

이저빔이나전자빔으로균질한용해상태를저해하는열구배나빈틈의제어가추진되

고있다. 제조채산성을결정하는조형속도, 다수개동시생산, 후처리의용이성이라는

요소도 제조를 위한 가공기 성능으로써 고려되기 시작했고, 생산성을 높인 양산기의

제안이복수이뤄지고있다(HP, EOS, Siemens 등). 

이상의관점에서부터재료로써시장실적이있는사출성형용플라스틱을같은재료를

같은 원리로 사용하는 MEX방식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재료인 PPS, PEEK, PEKK,

PEI(ULTEM™) 등에사용가능한것, 장단카본섬유들이재료의프린팅이가능한것,

또한환경배려의리사이클재료사용의관점에서부터보급하고있다. 또한나일론파우

더나금속파우더를열로고화하는PBF방식이여러개제조를용이하게할수있게하

는방식인것, 조형후불필요한부분의제거가파우더의경우에는간단히가능한등생

산성이높고, 조형잔존부분재료를순환시켜다시프린팅에사용할수있는등생산성

과에코관점에서부터주목되고있다. 

Ⅲ. 최종제품에대한접근사례

보다높은단계에서의시작및제조에서의활용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일본의 장난감기업‘에폭’에서는‘실바니아패밀리’의시작모델제작에스트라타시

스의폴리젝토시리즈를사용하고있다. 이시리즈는MJT(Materials Jetting)방식이다. 

[사진1] 식품프린팅사례(좌: 야마가타대학, 우: 바리라+TNO 네덜란드응용과학연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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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체인지’는공항등 50곳에설치한동전교환기의기구부품을 3D프린터에서제

조해금형을없애는것에성공했다. 

또한에어버스사례는그배경으로써미국·유럽의항공국이3D프린터제조부품의항

공기에대한탑재를강하게후원해적용을가속화한사례이다. 

Ⅳ. 에폭(Epoch)

‘야구반’, ‘실바니아패밀리’등으로알려진일본의종합완구제조사‘에폭’은 2002년

부터 3D 데이터를기축으로한제조체제로이동을시작, 각종 3D 디자인툴, 3D 프린

터, 인형의피부느낌을재현하는정전식모장치등을도입해개발의일관체제를구축했

다. 각각의3D 툴에는고유의과제나벽이있기때문에개발용도에서완전한성능을발

휘하기위한노하우를축적하고있다. 

시작의내제화는도전적아이디어의구현화와신속한의사결정에필요한단기간의시

작수정, 설계변경사이클을실현하기위해필요하다. 또한그프로세스실현에관한노

하우가회사의경쟁력이된다.

3D 프린터에관해서는대형부품에대한대응, 정밀한풀컬러성능등에서부터스트라

타시스의J750이목적에적합하다고판단해도입했다. 

3D 데이터에채색하고직접3D 프린터로풀컬러인쇄하기때문에디자인검토패턴이

기존2D 데이터와수작업의채색에서는2에서3개패턴만할수있었는데, 새로운방식

에서는 10가지패턴이가능해지면서보다상품력이있는설계를실현할수있게되었

다. 3D 프린터의조형사이즈를충분히크게해대형부품도모든내제프로세스로만

들수있다. 더욱이자사내에서개발정보를고속순환시켜글로벌시장에서이기기위

한개발루틴과노하우를구축할수있게되었다. 

도입에의한효과는다음의4가지항목으로정리할수있다. 

(1) 과거의 3D CG 디지털데이터자원재이용으로, 실바니아마을의미니어처완전실

체화를실현할수있게되었다. 

(2) 실바니아의캡슐토이에서하이스피드의개발사이클을실현, 상담에도움을주고

있다. 

(3) 팬클럽회원잡지의촬영부자재의조형에서건물의천정이나벽이없는촬영용부

품이나회원용한정컬러아이템의상품촬영용에 3D 프린터에의한조형품을활용함

으로써제품테스트쇼트보다앞단계부터수주활동을개시할수있게되었다. 

(4) 이벤트에서의 활용. 실바니아 제품을 소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디오라마전시에서

디오라마베이스나캐릭터들이몸에부착하고있는액세서리류의제작에풀컬러 3D

3D프린터의변천과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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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를활용했다(〔사진2〕). (西野晃一에폭실바니아본부실바니아상품부매니저의연구로부터)

Ⅴ. 포켓체인지(Pocket Change)

포켓체인지는공항등전국50개소에설치된동전교환기로, 10개국의화폐를일본의

전자지갑으로환전하는단말기이다. 동전투입구에서부터내부의배분기구그리고전

자지갑의터치부분은ABS재료를사용해모두스토라타시스사의3D 프린터로제조되

고있다. 

금형없이제조할수있고, 현장의트러블상황에서신속히설계를개선해버전업하는

것으로서비스레벨을급속히높이는것에성공했다. 3D 프린터로만들어진ABS 부품

이금속과접촉이많은곳에서실용화되고내구성을실증하고있는예가되고있다. 설

계는DfAM 설계라고하는프린터에서의생산성이높고정밀도가나오기쉬운설계수

법으로한다. 제조후의처리도효율적으로운영되고있다. 또한프린터의장점을살려

색재료로부품을식별할수있도록하고, 각사이트에머무는서비스맨이식별하기쉬

운것으로하고있다(〔사진3〕). 

Ⅵ. 항공기부품에대한적용

에어버스는A350에적층조형품의탑재를2014년부터했다. 2016년에는스트라타시

스의 솔루션을 표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FAA(미국항공안전국)과 EASA(유럽항공

안전국)는인가를위한베이스정보를명확히하기위해NCAMP(국립첨단재료성능센

터)에위탁해적층조형된재료의환경시험결과를공동데이터베이스로등록·공개했

다(〔그림1〕). 이데이터는항공국의인가시에참고하는것이각서로써공표되어있다. 

이데이터베이스에의해현재에이버스에사용되고있는스트라타시스의프린터로제

[사진2]  대형디오라마베이스조형(좌), 3D 프린터제와최종제품의혼재전시(우)※사진촬영

Tech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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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된ULTEM™ 9085재료의부품의신뢰성특성이정량적으로파악되고, 부품설계에

있어서근거가명확화되고있다. 설계시에데이터를파악하고있기때문에제품규격

은신뢰성시험에충분히견딜수있는것이된다. 

데이터의공유·가시화에의해인가를부여하는FAA는피인가물의거동을파악할수

있고, 인가를받은항공기회사는데이터베이스를참고해기능을보증하는확실한설계

와규격설정을미리하는것이가능해지고있다. 더욱이제조를하는적층조형기제조

사(이 경우 스트라타시스)는 데이터베이스의 실력을 유지하는 제품·재료 패키지를

공급·개선이가능하게되었다. 같은방법론과운용은모두적층조형에관해적용하는

것이가능하다. 

적층조형의재료및프로세스를조형품의정밀도·강도가불규칙한것이최소가되도

록맞추고, 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는불규칙성에근거한제품설계로인해품질보증

된적층조형제품으로써운용할수있게되었다. 

Ⅶ. 스트라타시스

스트라타시스는상류에서하류까지일련의적층조형활동에많은선택지를제공해지

원하는회사이다. 

설계 상류의 3D 데이터공유사이트로써 Grab CAD 사이트(760만 명엔지니어등록

/430만 3D 데이터), Thingiverse 사이트(3120만명엔지니어등록/160만 3D 데이터)

를운영하고, 프리3D 데이터나CAD 설계자들의커뮤니티사이트를제공하고있다. 

사이트에서자신의모델과가까운것을찾고, 수정해원하는CAD 데이터를얻는것이

가능하다. 또한커뮤니티에서정보를교환해세계어디에서도DfAM 스킬을습득하는

것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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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Pocket Change 단말기(우), 내부기구초기설계(우), 최종DfAM 설계(중앙)

3D프린터의변천과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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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타시스는적층조형에관해서는산업용프린터로써MEX(Materials Extrusion)

방식과 MJT(Materials Jetting)방식의프린터(〔그림 2〕)를 판매하고있고, 시작 용도

에서부터제품용도까지커버하는많은재료를제공하고있다. 2019년세계점유율No

1이다. 금속프린터도MIM 재료를사용한타입을개발해알루미늄재료부터출시예

정이다. 

스트라타시스에서는아래와같은제조용성능을가진제품의검토도하고있다. 

‘로보틱스빌드3D 데먼스트레이터’(〔사진4〕)는제조라인안에3D 프린터를인라인

화하고, 다른로봇과제조시의협동작업을하는것이가능하다. 

조형개소는 8 자유도를가지고조형할수있기때문에가장강도를원하는제품방향

106 포장계·2020. 10

[그림1] NCAMP에등록된스트라타시스의적층조형품의강도시험결과

개선

NCAMP값 카탈로그값

인장, 압축, 구멍이열린형상, 고온, 실온, 저온, 습윤

등의파라미터를망라

그림1-2 시료의방향도

항공기내장인증솔루션
(Stratasys Fortus 900MC+ULTEM™9085)

[그림2] 스트라타시스3D 프린터라인업

가격 가격

Fortus 900mc

Objet1000Plus

Objet350/500

Connex3

Objet260

Connex3

Objet

30Prime
Objet

30Pro

J850

J826

J55

Eden260VS

Fortus 

450mc

F370mc

F270mc

F170mc

F120mc

FDM

워크사이즈

사용재료에따라7기종에서부터선택

Poly Jet 

워크사이즈

사용재료, 사용빈도에따라10기

종에서부터선택

성능 성능

열가소성수지 광경화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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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층 방향을 바꿔 조형하

는것이가능하다. 

‘컨티뉴어스 빌드 3D 데먼

스트레이터’(〔사진 5〕)는소

형 MEX(FDM)방식의 프린

터에 조형 완성품을 자동 배

출하기 위한 시트 피드 기구

를가지고있다. 

복수 유닛을연결해연속병

행조형을하는것이가능하

다. 이상완료한 JOB는다른

스테이션에서바로프린트가

개시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품 공급이 가능하다. 완성

품은자동배출되고다음프린트가개시된다. 다종소량부품의연속생산이가능해ABS

에의한작업도구생산에적합하다. 

또한 조형하고자 하는 것에 적합한 3D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DFP(Direct Factory

Portal)라고하는조형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CAD 데이터를 사이트에 입력하면, 납기와 비용을 온라인으로 알아보는 것이 가능하

다. 자사의프린터가비어있지않거나또는대형조형으로자사프린터를점유하길원

하지않는경우에활용하면좋다.  

Ⅷ. 결론

제조에 있어서 치밀한 제조기술, 부품·재료기술을 갖추면 품질과 생산효율의 양립

을실현할수있다. 적층조형의세계에서도철저하게쌓아올린제조기술과요소기술

이 앞으로의 적층 조형가공에서 큰 힘이 될 것이다. 적층조형의 본질을 파악한 활용

이 미래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각종 사례를 통해 충분히 예측

할수있다. 

3D 프린팅기술은 시작용도에서부터 양산용도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조형방식, 재

료, 양산시스템, 품질시스템, 전기회로 복합기술 등거대한 시장을향한모색이심화

되고있다. 오늘날의 3D 프린팅기술은다음시대의제조에크게공헌하는열쇠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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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스트라타시스로보틱스빌드3D 데먼스트레이터

[사진5]  스트라타시스로보틱스빌드3D 데먼스트레이터

3D프린터의변천과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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