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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o 3D 프린팅 기술은 전통 제조업의 생산방식과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있음
◦ 제품 설계의 유연성을 높이며,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시장출시 기간을 단축시키며, 맞
춤형 주문생산, 중간 규모의 산업에 적합하여, 신시장 구축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음
o 3D 프린팅은 시장은 2022년까지 시장 규모가 약 300억 달러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
되며, 특히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연평균 28.5%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 예상
o 미국은 Stratasys와 3D Systems 등 대표적이 3D 산업 글로벌 기업체들의 높은 특허 출원
건수 및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3D 프린팅 산업의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동시에 미
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도 힘을 싣고 있음
◦ 3D 프린팅 관련 기초연구와 제품 연계개발 및 가속화, 첨단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교육훈련 환경 조성에 주력
◦ 오하이오 주에 3D 프린팅 기술 개빌 및 발전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 및 연구기관 역
할을 하는 NAMII 설립
◦ 적층가공 기술의 적용을 가속화 하여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3D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대학, 비영리 기관 및 연방기관의 프로젝트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America Makes로 재정립
◦ 상무부 산하 NIST에서도 기술의 중요성 인지, 관련 연구 및 프로젝트 진행 중
o 글로벌 3D 프린팅 산업의 Top5 업체들을 살펴보면 미국을 본사로 둔 업체들이 주를 이루
고 있음. 대표적인 업체로 3D Systems, Stratasys가 산업을 리드하고 있음
◦ 두 회사는 빠르게 발전하는 시장에서 선두자리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또한 두 기업 모두 전략적 인수합병을 통해 장비제조에서 소재, 소프트웨어, 컨설팅 제
공까지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o 국내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 시행으로 국내 시장규모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기술과 시장이 보다 더 자생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국내 역시 미국처럼 산업 내 산
학연 네트워크 구축한다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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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3D 프린팅 산업 전망 및 현황

o 3D 프린팅은 분말, 액체, 고체 형태의 소재를 3D 프린터를 통해 분사 또는 적층하여 3차원
형태의 입체물을 제작하는 기술로,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 AM)라고도 불림
o 3D 프린팅 기술은 전통 제조업의 생산방식과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있음
◦ 제품 설계의 유연성을 높이며,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시장출시 기간을 단축시킴
◦ 맞춤형 주문생산, 규모의 경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중간 규모의 산업에도 적합하여, 신
시장 구축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음

1. 시장 전망
o 3D 프린팅은 200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망기술로 주목받아 오고 있음
◦ 초기시장 규모 약 6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약 22억 달러까지 고성장
◦ 2022년까지 시장 규모가 약 300억 달러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
◦ 특히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연평균 28.5%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 예상
o 최종사용자용 프로토타입 개발, 정밀부품 생산, 정부 투자프로젝트, 제조 효율성 향상 등을
3D 프린팅 시장 성장의 원동력으로 분석됨
<표1> 시장조사업체별 전 세계 3D 프린팅 시장 전망
조사기관
AM Market
AMR
Canalys
CCS Insight
Freedonia
Gartner
Wohlers

2013E
$2.3
$2.5
$1.2
$3.1

년도 (단위: 10억 달러)
2014E
2015E
2017E
2018E

$3.8
$1.6

$5.0

$16.7
$4.8
$13.4
$12.8

2020E
$7
$8.6

$21.0

CAGR

CAGR
Period

18.0%
20.6%
45.7%
33.0%

2013-2020
2013-2018
2013-2018

103.1%
33.0%

2015-2018
2013-2020

[출처] Sophic Capital, Company press Releases ‘3D Printing Market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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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 현황
o 산업용 3D 프린팅
◦ 전체 3D 프린터 시장에서 산업용 3D 프린팅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 주요 활용 산업으로는 항공우주산업, 국방산업, 자동차, 제조업, 의료산업이 대표적임
- 의료·바이오 분야의 경우 2020년까지 약 18.2%로 가장 큰 성장이 예상됨
◦ PwC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의 약 67%가 이미 3D 프린팅을 활용중이며, 나머지 역시 3D
프린팅 기술을 생산 프로세스에 통합할 방법을 준비 중일 것으로 추정함
<표2> 3D 프린팅 기술의 산업별 이용률
산업 구분
기계
항공·우주
자동차
소비재/전자제품
의료·치과
학문기관
국방
건축
기타

이용률 (%)
19.9
16.6
13.8
13.1
12.2
10.5
5.9
3.1
4.9

그래프

[자료] 원: Wohlers Associates, 인: 정부자료, ‘2017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 저

o 개인용/데스크톱용 3D 프린팅
◦ 최근 들어, 개인사용자용/데스크톹용 3D 프린터의 소비 증가도 두드러짐
◦ 향후 5년 이내 3D 프린팅 제조의 전체 비용이 50%정도 줄고, 동시에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 속도는 400% 증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3D 프린팅의 빠른 대중화 예상
o 3D 프린팅 소재
◦ 3D 프린팅 소재는 새로운 제품생산을 가능하게하며, 가격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금속 3D 소재가 플라스틱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는 기술 개발에
따라 보다 다양한 종류의 소재가 3D 프린터 소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최근에는 재료를 조합한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여 정밀한 재료 특성을 구현함으로써 제품을
보다 정확하게 제조할 수 있는 ‘디지털 재료’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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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의 산업 지원 정책

1. 주요 선진국 산업지원 정책
o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부주도하에 적극적인 산업 지원
유럽연합 (EU)
 2012년 ECAM(The European Collaboration on Additive Manufacturing) 설립하여 적
층가공 연구 개발을 EU 차원에서 통합하여 추진


Strategic Research Agenda(SRA) 2013 for Additive Manufacturing 공개



Horizon 2020을 통해 3D 프린터 나노 소재 프로젝트 공모 등 지속적 산업기술 지원

영국


대학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 지원정책을 확대함
- 각 학교에 3D 프린터 교육을 커리큘럼으로 추가
- 50만 파운드의 기금으로 60개 학교에 3D 프린터 및 담당 교사 보급
- 5년 내 모든 학교에 설치 예정

 2014년 영국 비즈니스 혁신기술부에서 3D 프린터 시장에 약 1,400만 유로 투자
중국


2012년 ‘중국 3D 프린팅 기술 산업연맹’ 설립



2013년 아시아제조협회와 연합하여 ‘중국 3D 프린팅 기술 혁신센터 설립’



과학기술부의 ‘국가발전 연구계획 및 2014년 국가과학기술 프로젝트 지침’에 3D 프린
팅 포함
- 4천 만 위안 규모의 연구기금 지원



국가 3D 프린팅 제조업 발전추진계획(2015~2016) 발표
- 2016년까지 3D 프린팅 산업 플랫폼 구축 및 연간 30% 이상의 성장률 달성 목표
- 3D 프린팅 전문기업 2~3개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일본
 아베정권 일본재흥전략에 3D 프린터 핵심산업 선정, 약 40억 엔 예산으로 국가 프로
젝트 추진


2014년 산·학·연·관 국가프로젝트 추진 기구인 ‘차세대 3D 적층 조형기술종합기술개발
기구(TRAFAM)’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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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산업 지원 정책
o 미국은 Stratasys와 3D Systems 등 대표적이 3D 산업 글로벌 기업체들의 높은 특허 출원
건수 및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3D 프린팅 산업의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음
o 동시에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도 힘을 싣고 있음
◦ 3D 프린팅 관련 기초연구와 제품 연계개발 및 가속화, 첨단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교육
훈련 환경 조성에 주력

1) NAMII (National Additive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설립 시기

2012년 8월

위치

Youngstown, Ohio

자금

초기 연방정부 투자: $30M
컨소시엄 투자: $40M

o 2012년 미 정부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위한 지원 산업 중 한 가지 산업으로 3D 프린팅
산업을 선정하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
o 군사무기전문연구소인 NCDMM의 주도 하에 미국 오하이오 주에 3D 프린팅 기술 개빌 및
발전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 및 연구기관 역할을 하는 NAMII가 설립됨
◦ 초기 3천만 달러의 연방정부 기금으로 시작하여, 오하이오-펜실베이니아-웨스트버지니
아의 ‘Tech Belt’의 약 4천만 달러 규모의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
◦ 40개의 회사, 9개의 연구기관 및 대학교, 5개의 커뮤니티 칼리지, 11개의 비영리 단체
o NAMII는 연방정부의 ‘첨단제조혁신 네트워크 프로그램 (NNMI,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현재 Manufacturing USA)’의 산하 기관 중 하나인, 3D 프린팅
산·학·연 컨소시엄 America Makes으로 재정립

2) America Makes
설립 시기

2012년 10월

위치

Youngstown, Ohio (NAMII 동일)

자금

연방정부 기금: $55M
비 연방정부 기금: $55M

o 국방부와 NCDMM의 후원으로 Manufacturing USA의 첫 기관으로 선정되었음
o 미국의 적층가공 기술의 적용을 가속화 하여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3D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 대학, 비영리 기관 및 연방기관의 프로젝트 협력 및
기술협력을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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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 역할
◦ 3D 프린팅 산업의 정보 및 연구의 공개 교환을 위한 협업 인프라 조성
◦ 제조기술 개발, 평가와 적용 촉진
◦ 교육기관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 국가적 영향력을 가진 국립 연구소 역할
◦ 자국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 산업 내 경제/자원 지원
o America Makes Technology Roadmap
◦ 2020년까지 산업전반에 걸친 지식공유, 기술발전 촉진 등 의미 있는 도전과제를 포함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기술개발로드맵을 제시
- [디자인]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 및 도구 개발과 동시에, 기존 제조 프로세스에 적용 가
능한 디자인을 추구함
- [소재] 소재특성 및 특성화 데이터체계 구축 및 완성(as-built)소재의 가변성 제거 목표
- [공정] 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세밀한 기술 공정 개발
- [가치사슬] 3D 프린팅 완제품의 시장 진출까지의 전체 Value Chin 비용 및 시간의 개선,
제품 전 주기에 걸친 신속한 인증/검증 방법, 총체적 기술통합, 제품 재활용성을 개선
- [AM GENOME] 설계, 개발, 신소재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계측방법 및 재료 특성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o America Makes Workforce Roadmap
◦ 산업 전반에 걸친 지식 공유 및 기술 발전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로드맵을 제시
- [지식과 인지] 사용자, 학생, 학계관계자, 정부/정책 이해 관계자, 일반 대중, 잠재적 기술
도입 업체들의 3D 프린팅의 가치와 혜택, 친숙함 향상
- [숙련과 기술] 3D 프린팅 기술을 문제 해결 도구, 창의적 도구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숙련도 향상
- [산업체험]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술 적용 및 활용 능력을 강화
- [인력개발] 산업의 인력요구사항에 맞춘 학생-기업 연계도구를 통한 안정적인 인력 배
- [조정 및 확산] 지식, 기술, 경험의 통합, 효율적 유통 채널 개발을 통한 미국 전역 3D
프린팅 기술 채택률 및 규모 촉진
o America Makes의 프로젝트 프로세스
◦ America Makes는 컨소시엄 멤버간의 공동 프로젝트 및 기술 협업 등의 파트너십을 통
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연방정부 기관으로는 NASA,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NSF, NIST가 참여 중임. 글로벌
산업체들과 중소기업 그리고 주립대학과 연구기관 등 약 160여개의 컨소시엄 멤버
◦ 멤버 혜택
- 모든 멤버는 America Makes 컨소시엄 소유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 허용

6

Ⅱ. 미국의 산업 지원 정책

- 연구 자금을 지원 받을 기회가 제공
- 멤버 등급에 따라 연구결과 상업화 가능, 기술로드맵작성 참여 여부, 정부사업 관련 기
회, 시장진출 지원 혜택 등이 있음
◦ 현재 44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1)
<프로젝트 선정 프로세스>
산업/시장 요구 파악

▶

프로젝트 콜 초안

▶

Request for
Proposal (RFP) 공개

▶

Proposal 제출
▼

연구 결과 컨소시엄
IP 등록 및 멤버공개

◀

연구 수행 및
자금지원

◀ 최종 Proposal 선정

◀

Proposal 경쟁

3) NIST의 Additivie Manufacturing
o 미국 상무부 산하 미국표준기술연구소에서도 적층가공 기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연
구와 프로젝트2)들을 진행 중임
◦ [공정] Engineering Laboratory의 Measurement Science for Additive Manufacturing,
(MSAM) 프로그램: 표면 품질, 부품 정확성, 가공 속도, 재료 특성 연구 및 재료 특성화,
공정의 실시간 제어, 검증 방법론, 시스템 통합 연구 실시
◦ [소재] Material Measurement Laboratory: 금속, 폴리머 등의 소재 검사. 재료 표면과
결함의 나노단위 특성 분석 등
◦ [측정도구/모델링] The Physical Measurement Laboratory: 고체, 파우더, 액체 상태 물
질의 방사 특성 연구, 실시간 온도 측정을 위한 기술 연구, 적층가공 공정에 대한 모델링
지원 등

1) ttps://www.americamakes.us/projects/projects
2) https://www.nist.gov/topics/additive-manufa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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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제 연구개발 동향

III

미국 민간기업

o 글로벌 3D 프린팅 산업의 Top5 업체들을 살펴보면 미국을 본사로 둔 업체들이 주를 이루
고 있음. 대표적인 업체로 3D Systems, Stratasys, ExOne, Sciaky, Autodesk 등이 있음
<표3> 데스크탑/개인용 3D 프린터 시장

YTD 2016
순위
1
2
3
4
5

회사명 (국가)

<표4＞산업용/전문가용 3D 프린터 시장

‘16. 1~3분기

YTD 2016

시장점유율
14%

순위
1

Stratasys (미국)

35%

13%

2

EOS (독일)

19%

3

3D Systems (미국)

10%

4

SLM Solutions (독)

6%

5

Concept Laser (독)

5%

Ultimaker (유럽)
Stratasys /
MakerBot(미국)
XYZprinting (대만)
Formlabs (미국)
3D Systems (미국)

9%
9%
6%

회사명 (국가)

‘16. 1~3분기
시장점유율

[자료] CONTEXT, “Desktop 3D Printer Market Continues to Grow While Industrial 3D Printers Are Down-But Not For Long“

o 최근에는 GE, 구글, 아마존 등 비전문기업이 3D 프린팅 산업에 진출하면서 점차 경쟁이 심
화될 것으로 보임
o 현재 산업용 3D 프린터 시장에서는 3D Systems와 Stratasys 두 업체가 산업을 리드
◦ 3D Systems는 2014년 기준 약 343개의 특허와 611개의 특허 출원 건수를 보유하며 업
계를 선두하고 있었음. 현재 라이벌 업체인 Stratasys가 시장점유율 부분에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특허 의존도에서는 Stratasys의 3D Systems 의존도가 더 높다고 평가됨
◦ Stratasys는 전 세계 매출 1위, 약 500개 이상의 국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2014년
에는 3D프린터 부품 비중이 높은 전기자동차 시제품인 Urbee를 개발하여 주목을 받음.
현재 여러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3D 프린팅으로 제작되는 완성차 개발 중임
◦ 그러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많은 특허권이 소멸된다는 점과 카본과 같은 여러 벤처
기업들의 추격, 개인용 3D 프린터 시장의 성장 등의 원인으로 두 회사의 지난 2년간 점
유율이 약해진 것으로 보임
- Stratasys의 경영진들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3D 프린터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른 과잉
생산과 제품 선택의 증가로 인해 판매주기가 길어진 것으로 분석함
- 두 회사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시장에서 선두자리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개발
에 많은 투자하고 있음. 양사의 2016년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은 전체 수익의 약
14%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
◦ 또한 두 기업 모두 전략적 인수합병을 통해 장비제조에서 소재, 소프트웨어, 컨설팅 제공
까지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 최근 6년간 3D Systems는 28개사, Stratasys는 6개사의 인수합병을 통해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발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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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 현황과 결언

o 2012년 국내 시장규모는 약 300억 원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장비를 대부분 수입에 의
존하고 있었음
o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 시행
◦ 2013년까지 정부의 지원에 따가 정부와 민간 투자를 합쳐 약 21억 원 정도의 투자로 국내
시장규모는 2014년 1,815억 원에서 2015년 2,230억 원으로 증가
◦ 2015년 기준으로 따르면 국내 3D프린터관련 제조사가 208개까지 늘면서 산업이 지속적
으로 성장하고 있음
o 미국의 경우 3D프린팅 제조업체들은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장비를 내놓고 있으며, 소재
부터 컨설팅 서비스까지 전반적인 산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음
◦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솔루션 서비스보다 제품시장의 비중이 큼
◦ 제품시장 역시 핵심기술 없이 단순 제조로는 경쟁력을 얻기 어렵다는 평가
o 미국의 경우 전국적 산업 네트워크 및 컨소시엄 플랫폼을 지원하여 활발한 기술 연구개발
및 교류가 이뤄지고 있음. 기술과 시장이 보다 더 자생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국내 역시
산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한다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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