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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terest in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using 3D printers is increasing. As a result, 3D print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companies are increasing.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domestic utilization plan of 3D printer through case study of international 
architecture using 3D printer. First of all, this study looks up previous works related to 3D printing, and it will look at trends in 3D 
printing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Second, it suggests limitations and improvement points by finding examples related to architecture using 
3D printing. Through this, this study propose a new architectural utilization possibility of domestic 3D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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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세계 3D프린팅 산업 활용도

(출처 : Wohlers Asociates, 2017)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1)

3D프린터는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이용되고 있으며, 기

계산업은 물론, 항공, 의료, 바이오, 국방 등의 산업에 적

극적으로 활용되고 연구되어지고 있다.[그림 1] 하지만 건

축산업에서의 3D프린트의 활용은 다른 산업에 비해 시제

품, 모형 등 편중된 경향을 보이며, 실질적인 건축산업에

는 발전이 더딘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건축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규모적으로 차원이 다른 규모를 가지고 있으

며,  3D프린트의 작은 규모의 정밀한 구축기술이 건축에

서 한정적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건축분야에서도 로봇과 3D프린트가 결합하여 외부

에서 직접 시공을 하거나 조적벽돌, 타일과 같이 외관, 내

부인테리어 등의 작은 모듈의 개발을 통한 비정형적인 디

자인을 통한 건축산업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분야에서의 3D프린트의 사례들과 새로운 가능

성에대해서 논의하고자한다.

본 연구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3D프린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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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찾아보며, 3D프린트의 건축분야에서의 동향을 

알아본다. 둘째, 해외의 3D프린트를 활용한 건축 관련 사

례를 찾아봄으로써 그에 따른 한계와 개선점을 제안한다. 

셋째로는 건축분야에 있어서 3D프린트의 활용 가능한 방

안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3D프린트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고찰하

기 위해서 건축분야에서의 3D프린팅의 연구 동향을 살펴

보았다. 건축분야에서의 3D프린트 관련 연구로는 주로 시

공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사례, 특

성, 미래비전, 활용성 등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요한 논문으로는 3D프린트를 통해서 거푸

집을 만들어, 콘크리트를 타설해 해체하지 않는 비탈형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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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저자(연도) 내용

건축 

시공

조철민, 

김정훈, 

김태균, 

김장호(2015)

최근 건축, 토목구조물은 자유로운 

형태로 설계되는 추세이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거푸집과 

3D프린팅을 복합한 Hybrid 시공방법 

제안.

김경민, 

조일웅, 

길 석, 

김영수(2017)

비정형 건축에서 거푸집의 경우 

일회성으로 제작되어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사용되고 폐기되고 

있음. 따라서 3d프린팅으로 만들어진 

거푸집을 무해체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공방법 제안.

박형진, 

주기범, 

서명배(2018)

3D프린팅을 건축분야에 적용시켰을 

때, 기존에 시공프로세스에서 새로운 

시공프로세스를 도출.

신현욱, 

송훈(2018)

3D프린팅 시공에서 외장재로 

적용가능한 시멘트 베이스 결합재를 

개발하고 외장재로 적용하기 위한 

경량 성능과 내화성능 확보에 대한 

연구.

활용

방안

이승재(2014)

국내외 기술 및 현황을 바탕으로 

건축물 3D 프린팅 연구의 

미래비전에 대해 기술.

차윤수, 

이정교(2016)

3D 프린팅의 확장성을 이용한 

차별화된 체험마케팅 공간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아이덴티티를 

확보.

박한희, 

김동현, 

이보연, Luong 

Trung Hieu, 

Nguyen Thao 

Trang(2017)

건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 다양한 

관계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상현실과 3D프린팅 기술을 통하여 

업무향상을 기여.

김지수, 

윤재은(2017)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3D프린팅 

건축의 특성을 분석, 시공, 형태, 

환경,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이점이 존재하며, 앞으로 다양한 

건축적인 방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

표1. 3D프린트 관련 선행연구

사례명(연도) 이미지 특징

1. Una Casa 

Tutta Diun 

Pezzo, 

Dshape(2010)

3D프린트의 재료를 

시멘트가루를 

사용하여 

단일구조체의 집을 

생산

2, Global 

Highest 3D 

printing, 

Winsun(2015)

3D프린트를 통해 

시공한 가장 높은 

건축물(6층)

3. 3D printed 

House, Apis 

Cor(2017)

24시간 만에 현장에서 

직접 3D프린터를 

통하여 시공

4. MX3D 

Bridge, 

MX3D(2018)

3D프린트의 재료로 

철을 사용하여 

단면방향으로 쌓아 

다리를 만듬.

5. 3D 

printing 

Lai`an Bus 

Hub, Winsun

버스정류장의 

단면방향으로 

3D프린팅, 생산하여 

시공.

6. 3D 

Printing 

Wave 

Building, 

Winsun

3D프린팅을 통하여 

곡면의 입면을 거푸집 

없이 시공

Source.(web site)

1 : www.d-shape.com              3 : www.apis-cor.com

2,5,6 : www.winsun3d.com          4 : www.MX3D.com

표2. 3D프린트 관련 사례조사(시공)

그림 2 Winsun사의 구조 보강(좌), Dshape사의 3D프린트(우)

(출처 : www.winsun3d.com, www.d-shape.com)

푸집을 제안하는 김경민 외 3인(2017)의 논문이 있었다. 

또 3D프린트의 재료를 콘크리트로 사용하여 시공하되, 외

장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화성능을 발휘하는 시멘트  

베이스 결합재 개발 연구가 있었다. 차윤수, 이정교(2016)

는 활용방안에서 3D프린트의 확장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체험마케팅 공간을 제시하였다. 박한희 외 4인(2017)은 3D

프린트와 가상현실을 통하여 건축가와 다양한 업무자 간

의 커뮤니케이션 증진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3D

프린트의 재료적인 연구방법과 토목에서의 활용방안 등이 

있었다.

3. 건축분야의 3D프린트 활용의 해외사례

해외에서는 3D프린트를 통하여 다양한 건축물, 시설물, 

구조물, 인테리어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으

며, 특히 중국의 Winsun의 경우는 로봇과 결합한 3D프린

트를 통하여 건축회사로써 건축을 하고 있다. 

건축분야의 시공에서 3D프린트의 활용은 대부분 로봇

과 결합한 3D프린트를 활용하여 시멘트를 뿌려서 굳히는 

방식으로 구조를 만들고 사람이 외장재를 붙이는 프로세

스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그림 2(좌)와 같이 건축의 규모

가 커지거나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부분적으로 분할

하여 조립하고, 구조적 보강을 위하여 콘크리트나 철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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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명(연도) 이미지 특징

1. Saltygloo,  

Emerging 

Objects

(2013)

소금을 재료로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전 

가능한 구조를 형성, 

작은 단위의 중복으로 

이글루를 형성

2. Planter Tile 

in Cement, 

Emerging 

Objects

(2015)

시멘트를 재료로 활용한 

3d 타일,

식물을 심을 수 있으며 

다양한 색상으로 타일을 

제작 가능.

3. Seed Stich 

Emerging 

Obejects

(2016)

세라믹을 재료로 

활용하여 유연한 형태의 

외피디자인을 가능, 

다양한 기능을 가짐

4. Polybrick,  

Jennysabin 

Studio

세라믹을 활용하여,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쌓을 수 있는 벽돌

Source.(web site)

1,2,3 : www.emergingobjects.com 4 :www.jennysabin.com

표4. 3D프린트 관련 사례조사(인테리어)

사례명(연도) 이미지 특징

 1. Coral 

Reef, 

Dshape(2008)

3d프린터를 통하여 

비정형의 산호구조물을 

만들어 바다환경을 조성

2. The 

Radiolaroa 

Pavilion, 

Dshape(2008)

3D프린트의 재료를 

시멘트가루를 사용하여 

생산, 부분을 나누어 

조립하여 완성.

3. Root 

Chair, 

Dshape(2009)

3D프린트의 재료를 

시멘트가루를 사용하여 

생산, 단일체, 단일구조체 

의자

4. 2017, 

Cucuyo, 

MX3D

3D프린트의 재료로 철을 

녹여서 얇은 파이프의 돔 

구조체를 만듬

Source.(web site)

1,2,3 : www.d-shape.com 4 : www.MX3D.com

표3. 3D프린트 관련 사례조사(구조물)

그림 3 한방향의 비정형(좌), 양방향의 비정형(우)

그림 4 동대문디지털플라자 단면(좌), Tea House in J-Office(우)

(출처 : www.archdaily.com, www.archi-union.com)

보강하고 있다. 또한 그림2(우)와 같이 시멘트를 분사하여 

적층하는 방식이 아닌 노즐을 통해 시멘트 가루를 굳혀 

적층하는 방식으로도 건축물 시공에 활용되고 있다.

3D프린트를 통한 구조물이나 인테리어적인 3D프린팅의 

경우 세라믹, 소금, 콘크리트, 철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

하며, 기능에 있어서도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구조

물의 경우 단일체, 단일구조로 만들어내는 경향과 타일, 

조립식 모듈으로 형태를 만들어나가는 두 방식이 주를 이

룬다. 이와 같이 해외의 사례를 통하여 건축분야의 3D프

린트 활용을 정리하여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시공(구조체)

과 마감(타일, 가구 등)으로 나누어져 이용되고 있다. 이는 

3D프린팅의 규모에 따라 나뉘며, 건축물과 같은 거대한 

규모는 로봇과 3D프린트가 결합되어 구조적 강도를 가지

는 재료를 통하여 적층해나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3D프린트의 최대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형

성이 구조적 취약점 때문에 그림 3과 같이 평면적으로 한 

방향에서만 비정형을 가질 뿐 여러 방향의 비정형성을 가

지기에는 더욱 발전된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사용되는 거푸집을 통하여 

시공되는 방식보다 빠르고 저렴한 가격으로 비정형 건축

을 할 수 있다. 마감과 같은 소규모의 3D프린팅의 경우 

기능, 용도, 재료를 다양하게 하여 3D프린트되고 있으며, 

구조적 제약이 덜하므로 훨씬 더 자유분방한 형태를 가지

고 있다.

4. 건축에서의 3D프린트 활용방안

해외사례에서 보았듯이 아직까지는 구조적 안정성으로 

인해 건축물을 3D프린트하는 경우에는 한 방향의 비정형

성만으로 형태를 가지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형

적인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시멘트, 철근 등의 보강이 현

실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일반적인 건축시공에서 이용되는 비정형적인 건축

의 구축은, 그림 4에서 보듯 외피만 비정형적으로 설계하

고 독립적인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방식, 즉 겉옷만 비

정형적인 방식과 비정형적인 거푸집을 통하여 시멘트를 

타설하여 구조적인 역할을 함께 겸비한 방식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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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다양한 기능을 품은 비탈형 거푸집

건축되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거푸집의 일

회성, 비용 등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단점이 크다. 이

러한 점에 미루어보아 일반적인 시공에서의 단점을 보완

하고 3D프린트의 장점을 적극 활용 가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푸집을 3D

프린팅을 통하여 만들며 콘크리트와 철근을 통해 강도를 

확보한다. 비탈형 거푸집1)으로 해체하지 않고, 마감재로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더하여 그림5와 같이 

거푸집에 기능이나 디자인을 추가하여 3D프린트로 제작된

다면, 구조적인 안정성과 3D프린트의 다양한 장점을 모두 

흡수하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에 따른 문제점이나 해결방법을 고찰해보는 것이 중요하

다. 따라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거푸집이 가지는 

고유한 강도와 방습성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기능에 맞는 

재질을 필요로 한다. 둘째로는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지 

중요하다. 특정한 기능이 고정되므로 불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시공가능성이다. 거푸

집을 고정하기 위한 방식과, 연결, 그에 따른 시공오차 등

에 따른 변수에 유연한 시공프로세스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3D프린트의 국내 연구 동향과 해외사례를 

통하여 건축산업 분야에서의 3D프린트의 활용방식과 한계

점을 학습해보았으며, 앞으로의 3D프린트의 건축분야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고찰해보았다. 기존

의 3D프린트 건축분야의 활용방식은 빠른 시공을 가능하

게하며 한방향의 비정형 디자인을 거푸집 없이 경제적으

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또 작은 모듈이나 비정형 

가구, 세밀한 문향 등의 장식, 인테리어 건축에서 다양하

게 활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시공에서는 구조적인 안정성

에 대한 한계가 있었으며, 마감, 인테리어에서는 규모적으

로 건축을 구축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건축분야에

서의 새로운 3D프린트의 활용 방식은 3D프린트의 장점인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재료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정교한 문향,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고루 포함하는 새로운 3D프린트 활

1) 비탈형 거푸집 : 거푸집을 해체하지 않고, 외피로 사용하는 거

푸집의 한 방식. 비탈형 영구거푸집.

용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탈형 거푸집을 통하여 비정형 건축의 경제성

을 확보하고, 거푸집에 새로운 기능이나, 디자인을 추가하

여 시공한다면 위의 장점을 가진 새로운 3D프린트 활용방

안으로 제시될 것 이다. 하지만 거푸집이 어떤 기능을 가

져야하며, 거푸집의 재료, 마감의 재질이 해결되어야한다. 

또 시공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이

에 따른 후속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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