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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 3D 프린팅은 시제품 제작에 드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라인에서 필요한

부품을 현장에서 바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제조업에 혁신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이다.

□ 3D 프린팅 시장에서 맹주 역할을 하고 있는 “스트라타시스”와 “3D시스템즈”는

원천특허를 통해 핵심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인 기업 인수합병
(M&A)을 추진해 현재의 3D 프린팅 시장을 호령하고 있다.

□ 스트라타시스는 현재 보급형 3D 프린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융 증착 모델링
(FDM) 방식”의 기술을 개발하고 “3D 프린터”라는 상표권을 소유했었던 기업이다.
솔리드스케이프, 오브젝트, 메이커봇 등 3D 프린터 관련 원천특허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을 인수합병 함으로써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 3D시스템즈는 최초의 3D 프린터를 개발한 기업으로, 3D 프린팅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기업이다. 현재 산업용 3D 프린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택적 레이저 소결조형(SLS) 방식”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3D
프린터 표준 파일형식(STL)을 개발하기도 했다. 디티엠, Z코퍼레이션, 피닉스
시스템즈 등 3D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인수하여 기업을 성장시켜 왔으며, 세계
3D 프린팅 시장에서 2위 기업이다.

□ 두 기업은 3D 프린팅 시장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재료 뿐만 아니라 3D 출력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3D 프린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2014년에 3D 프린팅 핵심특허 90여건이 만료된 이후 많은 기업들이 3D 프린터

제품 개발에 뛰어들어 저가 개인용 기기가 대거 출시되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
졌지만, 이 두 기업은 우수한 품질을 토대로 전문가 산업분야 제품에서 월등한 경
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네랄일렉트릭(GE)과 휴렛팩커드(HP)와 같은
거대기업이 3D 프린팅 시장에 진출하면서 산업용 3D 프린팅 시장도 가열되고 있다.

□ 3D 프린팅 산업이 숨 고르는 단계를 지나 본격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 간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3D 프린터의
활용이 더 각광받고 있어 시장은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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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시장의 두 거인

□ 3D 프린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전에 개발되어 상용화 되었다.
1980년도 중반에 3D 프린터의 핵심특허가 출원되고 최초의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지만 3D 프린터의 핵심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거의 독점적인 시장이
형성돼 가격이 비싸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하지만 2014년 중요 핵심특허
90여건이 만료된 이후로 많은 기업들이 제품 개발에 뛰어들어 최근 5년 사이에
시장이 4배나 커졌으며 2013년부터는 오픈소스 기반의 저가형 3D 프린터가 대거
출시되면서 3D 프린터의 개인화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프린터 특허 만료 >
스트라타시스와 3D시스템즈 등이 보유한 특허들이 2014년을 기해 많이 만료되었다. 여기에는
SLS, FDM, SLA 등 주요 3D 프린팅 방식에 대한 원천특허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특허
만료로 인해 많은 3D 프린터 후발업체들이 생겨날 수 있었다. 만료된 특허를 가지고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어 쓸 수 있는 3D 프린터를 개발하자는 ‘렙랩(RepRap)’이라는 프로젝트가
2005년 시작되었고, 이를 토대로 많은 보급형 3D 프린터가 개발될 수 있었다.
< 3D

□ “3D 프린터”란 용어는 스트라타시스가 처음 만들어 사용한 용어로 1999년 일반
용어로 풀리기 전까지는 스트라타시스의 상표였다. 초창기에는 플라스틱을 재료로
하여 주로 시제품(prototype)을 신속히 만드는데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재료가
금속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실제 완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을 만드는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 3D 프린터는 제조업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일례로 3D 프린터는 실제 제품을
완성하기 전 디자인을 미리 보기 위한 목업(mock-up, 실물 크기 모형) 제작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즉, 기존에는 수주에서 한 달이 넘게 걸리던 목업
제작을 단 몇 시간 안에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제품 제작에 드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디자인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3D 프린터로 금속
부품 등 견고한 파트까지 만들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에 제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소품종 대량생산에 초점을 맞췄던 제조업 방식이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의 대량생산 방식은 하나하나의 제품 단가는 쌀 수 있지만
금형을 만들고 제조라인을 구축해야 하는 등 제반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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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는 필요할 때마다 부품을 그때그때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고관리가 필요 없게 되고 신속하게 부품 조달이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복잡한
형상의 제품이라도 한 번에 제작할 수 있어서 기존 부품 개발 조립 과정이 생략
가능하고 고장이나 조립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3D
프린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3D 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3년 집권 2기 첫 국정연설 때 3D 프린팅 기술을
차세대 제조업 혁명의 대표주자로 거론하면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제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후속으로 “국가 제조혁신 네트워크(NNMI;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을 전국에 설치하여 민간-대학-정부가 공동으로 3D
프린팅을 활용한 제조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시대에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도 정부와
민간주도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3D 프린터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3D 프린팅 도면을 공개하여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인들의 3D 프린터의 사용을 촉진하고 있다.

□ 3D 프린터는 영국의 아드리안 보이어(Adrian Bowyer) 교수가 ‘렙랩(RepRap)’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공개된
특허를 토대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 소스를 개발 공개하는
것이다. 이런 3D 프린터 오픈소스에 힘입어 저가의 개인용 3D 프린터 제조가 붐을
이루게 되었다.

□ 이런 3D 프린팅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미국의 스트라타시스(Stratasys)와
3D시스템즈(3D Systems)이다. 이 두 기업은 3D 프린터의 원천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전 세계 3D 프린팅 장비 재료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두 기업은 적극적인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제품군을 구축하여 시장에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 있으며, 3D 프린터
외에도 3D 프린팅 재료들에 대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어 장비와 재료 시장을 모두
주도하고 있다. 이는 3D 재료는 소재마다 녹는점이나 제어방식이 달라 전용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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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로만 출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트라타시스와 3D시스템즈는 전체
매출의 약 30% 정도를 재료 판매에서 올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3D 프린팅
재료는 상당히 고가인데, 일반적인 사출성형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1kg에 300원인
반면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광경화성 수지는 10~30만원에 이를 정도로 비싸다.
이는 재료를 제조하는 데 난이도 높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두 기업은
3D 프린터기기 보급에만 그치지 않고, 3D 스캐닝 사업, 3D 콘텐츠 및 3D 출력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3D 프린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럼 세계
3D 프린터 시장에서의 두 거인인 스트라타시스와 3D시스템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프린터 기업의 인수합병 >
이 두 기업은 3D 프린팅 관련한 좋은 스타트업들이 나오면 인수합병을 해서 경쟁자가 생기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마치 구글, 페이스북 등이 좋은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을 인수합병
함으로써 기술력 확보 및 잠재적 경쟁자를 없애는 것과 비슷하다.
<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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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상표권자였던 스트라타시스

□ 스트라타시스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3D 프린터 세계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기업이다. 설립자인 스캇 크럼프(Scott Crump)는 “용융
증착 모델링(FDM)” 방식을 고안해 1989년 특허를 출원하고 스트라타시스를
설립하였는데 ‘3D 프린터’라는 상표권을 소유했었다. FDM은 최근 개인용 3D
프린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재료를 치약처럼 짜내 층층이 쌓아
출력하는 방식이다. 1992년에 첫 번째 산업용 3D 프린터인 ‘3D Modeler'를 개발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3D 프린터 관련 업계의 우수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면서
성장해 오고 있다. 이런 인수합병은 신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3D 프린팅 방식, 사용
재료 및 용도가 다른 다양한 3D 프린터 제품군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2,80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고
672.5백만 달러(약 7,734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1,200개 이상의 3D 프린팅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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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타시스가 합병한 대표적 기업들로는 3D 프린터 관련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솔리드스케이프(Solidscape, 2010)와 폴리젯(Polyjet) 방식의 원천특허를
보유한 오브젝트(Object, 2012)가 있다. 또한 2013년에는 개인용 3D 프린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당시 시장점유율 25%를 가지던 메이커봇(MakerBot)을 인수하여 3D
프린터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같이 스트라타시스는 독자 기술개발 이외에도
여러 기업들을 합병해 기술력 및 제품군 확대를 꾀하였다.

<

스트라타시스가 합병한 주요기업 >
인수기업
연도
Solidscape

2010

Object

2012

MakerBot

2013

Interfacial Solutions

2014

GrabCAD

2014

비고
3DP 방식 프린팅 기술 확보
폴리젯 방식 프린팅 기술 확보
개인용 3D 프린터 시장 진출 발판 마련
가소성 플라스틱의 R&D 생산 서비스 제공
3D 캐드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

< 참조 : 글로벌 3D프린팅 기업 M&A 전략(하),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41215000119 >

□ 스트라타시스는 3D

프린터 장비, 재료를 판매하는 것 이외에도 “스트라타시스

다이렉트 매뉴팩처링(Stratasys Direct Manufacturing)”이라는 3D 출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고객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3D 도면을 받아 모형을 출력해 다음
날까지 배송해 주는 주문형 파트제작 서비스이다. 아울러, 고객들이 3D 프린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씽기버스(Thingiverse)”와 “GrabCAD 커뮤니티”라는 3D
도면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여 2백만 개 이상의 3D 프린팅 설계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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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공유 서비스 >
모형을 직접 설계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이 설계한 도면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스트라타시스는 자회사인 메이커봇이 운영하고 있는 “씽기버스”와 그랩캐드의
“GrabCad 커뮤니티”를 통해 3D 도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3D시스템즈는 “큐비파이
(Cubify)”라는 공유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 “유매진(Youmagine)”, “큐브히어로(Cubehero)”,
“마이 미니 팩토리(My Mini Factory)”, “컬츠3D(Cults3D)”, “쉐이프웨이즈(Shapeways)” 등에서도
무료 도면을 구할 수 있다. 자신이 설계한 도면을 업로드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면을 STL파일
형태로 내려 받아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데, 최근에 저작권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 3D
3D

주요 3D 프린팅 방식 >
￭ 광경화수지 조형(SLA: Stereophotography Apparatus) 방식 - 액체 기반
액체 상태의 수지를 레이저나 자외선을 쏘아 굳게 만들어 가공하는 방식으로 빛을 매개체로
하기 때문에 정밀한 물체를 출력할 수 있다.
￭ 용융 증착 모델링(FDM: Fused Deception Modeling) 방식 - 고체 기반
현재 개인용 3D 프린터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적층 제조방식으로, 노즐 안에서 열가소성
수지 필라멘트를 가열한 후 얇은 필름형태로 출력하여 맨 아래서부터 층을 쌓아 부품을 제작
하는 방식이다. 다른 방식에 비해 장치 구조와 프로그램이 간단하여 장비 가격과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지만, 출력속도가 느리고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거칠다는 단점이
있다. 주로 개인용 3D 프린터에 사용되고 있다.
￭ 선택적 레이저 소결 조형(SLS: Selective Laser Sintering) 방식 - 파우더(분말) 기반
미세한 분말을 도포한 후 모형으로 만들 부분에만 레이저를 쏘여 굳히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부터 금속에 이르기까지 소결할 수 있는 소재라면 무엇이든 재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다른
방식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물체를 출력할 수 있다. 단, 장비 가격이 수천만 원~수억 원으로
매우 비싸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된다.
￭ 폴리젯(Polyjet) 방식 - 액체 기반
광경화성 액상 재료를 분사하고, 자외선(UV) 램프로 분사된 재료를 경화시켜 제작하는 방식이다.
다른 방식에 비해 완제품에 가까운 매끄럽고 섬세한 시제품 제작이 가능하고, 다양한 색상과
재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질, 연질의 재료를 혼합하여 경도가 다른 재료를 만들
수 있으며 복잡한 형상도 제작이 가능하지만 소재가 제한적이며 내구성이 약하고 빛에 민감
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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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타시스는 2014년 3D 설계 소프트웨어 업체인 그랩캐드(GrabCad)를 인수하여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분야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스트라타시스의 프린터들과
연동되는 클라우드 기반의 3D 프린팅 소프트웨어인 “그랩캐드 프린트(GrabCAD
Print)”를 2016년에 출시하였는데, 이것은 사용자가 3D 디자인한 설계도면을 3D
프린터가 이해할 수 있는 STL 파일로 따로 변환할 필요 없이 바로 출력이 가능하게
해주어 STL 파일변환 및 수정에 필요했던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해준다(STL파일은 Standard Tessellation Language의 약자로 3D 프린터에서 사용되는
국제 표준 형식임). 아울러 전에는 설계도면을 STL 파일로 변환하는 전담 직원이
필요했었지만 그랩캐드 프린트 도입으로 인해 이런 직원이 필요 없게 되었다.
이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기반이라 장소에 상관없이 회사 내 모든 스트라타시스
프린터에 접속하여 프린트할 수 있고, 여러 명의 디자이너와 작업자가 설계도를
공유하면서 공동 작업을 가능하게 하고 프린터도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 스트라타시스는 재료 개발 및 특허 확보에도 적극적인데, 특히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한 폴리에틸렌, 에폭시 등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ABS, ASA,
PC-ABS, PLA 등 다양한 재료들을 FDM 방식 프린터 재료로 개발해 공급하고
있는데, 열에 약하고 쉽게 부서지는 플라스틱이 아닌 단단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열에도 견디며 자외선에도 강한 플라스틱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고체 재료를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폴리젯 프린터를 위한 액체 재료들도 공급하고 있는데,
다양한 색상을 가지며 투명 불투명한 특징과 고무적 특성을 가진 재료, 내열성을
보유한 재료뿐만 아니라 의료 치과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생체적합성 재료들도
공급 중이다.

3

스트라타시스 제품 라인업

□ 스트라타시스는 크게 고체 재료를 사용하는 FDM 방식과 액체 재료를 사용하는
폴리젯 방식의 제품군을 보유 중이다.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FDM 방식
프린터는 ‘Mojo, uPrint, Dimension, Fotus’라는 이름의 제품들을 판매 중인데,
Mojo에서 Fotus로 갈수록 큰 제품을 출력할 수 있다. 가장 작은 Mojo 제품군은
가로세로 약 13cm의 모델을 출력 가능하며, Fortus 제품군은 자동차 범퍼나 보닛과
같이 큰 제품까지 출력이 가능하여 생산라인에서 맞춤형 부품생산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출력 정밀도를 높인 FDM 방식의 전문가 3D 프린터인 ‘F1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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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도 출시하였다. 잉크젯 방식으로 다양한 액체를 분사해 출력하는 폴리젯 방식
또한 데스크톱형인 ‘Objet24/30Prime, Eden 260VS’과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 제품
제작이 가능하면서 색상까지 입힐 수 있는 최상급 모델인 ‘Objet Connex’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특대형의 물체를 빠르게 출력 가능한
산업용 3D 프린터인 ‘Objet1000 Plus 3D Production System’을 출시하였는데, 표면이
매끄러우면서 단단한 대형 출력물을 만들 수 있다.

□ 스트라타시스는 초기에 보잉, 인텔, 포드와 같은 기업체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쳐왔었으나, 2013년 메이커봇을 인수한 이후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개인용 3D
프린터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Mojo

4

FDM

방식

F123

Object30 Prime

< 스트라타시스의 대표적 제품군 >

Object 1000 Plus

폴리젯 방식

스트라타시스 전략 및 약점

□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제조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스트라타시스는
제조라인에서 3D 프린터를 활용해 부품을 바로 만들어 적용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우주, 자동차, 소비재, 치과, 의료를 중점 분야로
지정하여 추진 중인데, 실제 필드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짧은 시간 내
시제품으로 제작 테스트해 본격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스트라타시스는
이를 위해 각 산업분야의 선두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시장을 공략 중에 있다.
자동차 분야는 Ford 자동차와 3D 프린팅 기술로 시제품부터 최종생산 단계까지
부품을 생산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며, 치과 모형 제작에 사용되는 전용 3D 프린터를
개발하기 위해 치과분야 전문기업들과 협력하여 ‘Object Eden 260VS 덴탈
어드밴티지’와 같은 제품을 개발하였다. 이외에도 3D 스캐너 기술개발을 위해 소니,
캐논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동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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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타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특허의 대부분은 2020년 이내에 모두 만료될
예정으로 앞으로는 시장을 독점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유하고
있는 특허 수가 3D시스템즈보다 적고 보유한 특허들도 3D시스템즈 특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제품의 품질이 뛰어난 반면 제품가격이 고가라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5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3D시스템즈

□ 3D 프린팅 개념을 창립하고 최초의 3D 프린터를 개발한 찰스 헐(Charles W. Hull)이
설립한 기업으로 3D 프린팅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광경화수지조형방식(SLA; Stereolithography Apparatus)”이라는 기술을 발명해
1986년 특허를 등록하였고 1988년 최초의 3D 프린터를 상용화 하였다. 현재 산업용
3D 프린터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선택적 레이저 소결조형 방식(SLS; Selective
Laser Sintering)”에 대한 특허권도 확보해 특허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해당 기술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3D 프린터 분야에 있어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오늘날 3D 프린터의 표준 파일 형식인 STL을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발렌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2016년 기준
2,100명의 종업원과 매출은 633백만 달러(약 7,280억 원)로 3D 프린팅에 있어서 세계
2위 기업이다.

□ 3D시스템즈도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다. 지금까지 50개 이상 되는 기업들을
인수하였으며, 2011년 이후만 하더라도 25건의 인수합병이 있었다. 특히 SLS
원천기술(DTM), 멀티 컬러 잉크젯 3D 프린팅 기술(Z Corporation), 금속 3D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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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Phenix Systems) 등 중요 기술들을 기업인수를 통해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의 3D 프린터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3D 프린팅 기술
이외에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강화를 위해 3D 제품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아이너스기술(INUS)과 시마트론(Cimatron)을, 3D 스캐닝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지오매직(Geomagic)을 각각 인수하였다. 최근에는 커지고 있는 의료 3D 프린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의료 관련 3D 프린터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적극 인수하고
있다.

< 3D

시스템즈가 합병한 주요 기업 >
인수기업
연도

DTM Corporation

2001

INUS Technology

2012

Z Corporation

2012

Phenix Systems

2013

Geomagic

2013

Gentle giant studio

2014

Medical Modeling

2014

Simbionix

2014

Cimatron

2015

Vertex-Global Holdings

2017

비고
SLS 기술을 확보
3차원 스캐닝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
멀티 컬러 잉크젯 3D 프린팅 기술 확보
금속 3D 프린팅 기술 확보 (항공 우주, 자동차 부품)
3차원 스캐닝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
3D 스캐닝, 모델링 및 인쇄 서비스 업체
3D 프린팅을 활용한 특수 의료기기 기술 확보
의료 관련 3D 프린터 기술 확보
CAD/CAM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
치과 관련 재료 확보

< 참조 : 글로벌 3D프린팅 기업 M&A 전략(하), 전자신문, http://www.etnews.com/20141215000119 >

□ 3D시스템즈도 “Quickparts”라는 주문형 3D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3D
프린팅 도면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고 재료, 출력방식, 수량 등을 3D시스템즈의
전문가들과 상담해 결정하면 약 일주일 이내에 제품을 출력해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스트라타시스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듯이 많은 기업들이 단순히
프린터와 재료만 공급하는 것에서 3D 프린팅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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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D시스템즈 제품 라인업

□ 3D시스템즈는 여러 기업들을 인수함으로써 다양한 3D 프린팅 방식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풀 컬러로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어 산업디자인, 교육용, 구조물,
엔터테인먼트 및 예술품 제작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CJP(ColorJet Printing)
방식의 Projet CJP x60 제품군이 있다.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정밀 금속 부품을
출력할 수 있는 DMP(Direct Metal Printing) 방식의 프린터로는 ProX DMP 제품군이
있으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정밀도의 출력물을 만들 수 있는 SLS 방식으로는
Spro, ProX SLS 제품군이 있다. 높은 정확도와 빠른 제작이 특징인 SLA 방식으로는
Projet, ProX 제품군이 있는데 이것은 시제품 제작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양한
플라스틱 재료가 사용 가능하고 출력 후 후처리가 쉬운 MJP(MultiJet Printing)
방식의 Projet MJP도 있다. 이전에는 Cube라는 데스크톱형 소형 3D 프린터를
판매했었으나 현재는 중단한 상태이다.

□

3D시스템즈는 프린터 이외에도 “센스(Sense)”라는 이름을 가진 3D 스캐너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스캐너를 사용할 경우 3m 크기의 물체를 색까지 포함해
스캔할 수 있다. 또한 “Geomagic”이라는 3D 디자인/프린팅/검사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공급 중이다.

Projet CJP

시리즈

ProX DMP

시리즈

SLS sPro

시리즈

SLA ProX

시리즈

Projet MJP

시리즈

< 3D시스템즈의 대표적 제품군 >

Sense

스캐너

단종됨)

Cu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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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D시스템즈의 전략
3D시스템즈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에 힘쓰면서 프린터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늘림으로써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응해 오고 있다. 금속 출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티타늄, 스틸 등을 출력할 수 있는 DMP 제품군을, 다양한 소재를
출력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해 MJP 제품군을 강화했다. 최근에는
우주항공, 군수산업, 자동차, 헬스케어, 일반 내구재, 교육재 등 5개 분야를
주력분야로 선정하고 이들 분야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군수 우주항공과 의료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 군수 우주항공 분야는 소량 다품종
생산이 필요한 분야라 금속 3D 프린팅을 가장 먼저 적영했으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다.

□ 아울러 개인 맞춤형 치료 수술용 기구 제작을 필요로 하는 의료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정해 적극 육성하고 있는데, 의료분야를 위해 미국 콜로라도에 6만평
규모의 사무실을 내고 헬스케어 전담 사업부를 운영하면서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소재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의료분야 전문기업들과 협력하여 개발하고 있다. 의료
3D 프린팅에서는 신체에 직접 닿거나 척추, 관절, 치아 임플란트 같이 몸속에
삽입되는 수술 도구들이 인체에 무해해야 하기 때문에 소재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 티타늄 등의 다양한 소재를 개발 중에 있으며 사업화를 위해 FDA의 승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최근 특허 종료에 따라 3D 프린팅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아짐에 따라
3D프린터 하드웨어만으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 프린터의 시스템화, 소프트웨어
및 현장 기술지원 강화, 다양한 소재 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다른 기업들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아울러, 주문형 제조 서비스 제공과 신뢰성 높은 기업
맞춤형 3D 프린팅 솔루션 개발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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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두 기업의 향후 전망

□ 최근 들어 3D 프린팅의 열기가 조금 주춤해 짐에 따라 두 회사의 주가가 예전의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두 기업은 2015년 시장점유율 70%로 최고를 찍은 후 2016년
59%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특허 만료로 인해 여러 업체들이 3D 프린터 시장에
진출했기 때문이다. 개인용 프린터 시장은 새로운 기업들의 저가 공세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만 전문가 산업용 프린터 시장에서는 두 기업이 아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최고의

제조업체인

“제네랄일렉트릭(GE)”과

“휴렛팩커드(HP)”도 2016년부터 3D 프린터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두 기업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스트라타시스나

3D시스템즈는

3D

프린터

분야에서는

대기업이지만 전체 기업규모로 따지고 보면 GE나 HP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기업이므로 GE와 HP가 대규모 R&D 투자를 할 경우 시장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 GE의 경우는 항공기 엔진, 발전소 터빈 등의 부품을 금속 3D 프린터 출력물로 적극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팅의 주요 고객으로, 그간의 적용 사례를 토대로 직접 3D
프린터를 만들 경우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HP는 직접 3D
프린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2D 프린터의 기술력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유통망을
고려한다면 강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가의 산업용 프린터를
구매하려는 일부 소비자들은 GE와 HP의 신제품이 출시되기를 기다리면서 구매를
보류해 두 기업의 2016년도 매출이 하락했다는 분석 자료가 나온 바 있다

와 HP의 3D 프린터 산업 진출 >
두 기업 모두 산업용 3D 프린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E는 2016년에 Arcam과 Concept
Laser라는 금속 3D 프린터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금속 3D 프린팅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미
GE는 항공기, 발전장비 부품을 금속 3D 프린터로 주문 제작해 사용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직접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HP는 컬러 3D 프린터에 집중하고 있는데,
2D 프린터에서의 기술을 토대로 직접 프린터를 개발해 2016년에 공개한 바 있다.
< GE

□ 두 기업들의 핵심특허들이 기간 만료되었지만, 전부터 원천특허에서 파생된 다양한
주변특허 및 응용특허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고 저가의 3D 프린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우수한 품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문가 산업분야 쪽에서는 한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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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한 위치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개인용 3D 프린터 시장에서는
경쟁사들의 저가형 제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3D시스템즈가
큐브(Cube)라고 하는 개인용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두 기업은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보다는 산업 맞춤형 프린터 및
솔루션을 개발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9

맺음말

□ 3D 프린팅 산업이 숨 고르는 단계를 지나 본격적으로 산업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더욱 커지고 기업들 간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3D 프린터의 활용이 더 각광받고 있다는 점도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의 거인인 스트라타시스와 3D시스템즈가 향후 어떻게 시장을 수성해
나갈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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