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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산업보건 관점에서 고민

3D프린터

올해 8월 1일부터 미국에서는 3D프린터로 플라스틱 권총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면

이 인터넷으로 공개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총기사고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미 국무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3D프린터가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3D프린터만 

있으면 누구나 설계도면을 다운받아 제조할 수 있다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렇

듯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3D프린터에 대한 기사나 보고서는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산업보건 관점에서 고민은 많지 않고 접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다. 이 글에서 3D프린

터는 언제부터 시작되어 대중화되었고,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이

며, 3D프린터가 대중화되어 사용됨으로써 인체에 유해 영향은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2018 September Vol. 365 21

Deep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 84

산업보건 2018 09_내지 0911.indd   21 2018-09-12   오전 9:18:18



22 SMART KIHA, BEST KIHA

Deep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 84

산업보건 2018 09_내지 0911.indd   22 2018-09-12   오전 9:18:21



3D프린터의 역사

1981년 4월 일본 나고야시립공업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히데오 코다마(Hideo 

Kodama) 박사는 각기 다른 두 가지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하나는 광

경화성 수지와 관련하여 빛에 노출되면, 고체 상태로 굳는 성질을 이용한 연구이고, 

또 다른 기술은 바로 3D모델링 기술이다. 당시 기술자들은 물체의 도면을 직접 손으로 

그린 다음 절삭 가공을 통해 모형을 완성했지만, 코다마 박사는 컴퓨터를 활용하여 3D

로 도면을 그리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두 가지 기술을 접목한 것이 오늘날 3D프린팅 

기술의 기초가 된 것이다. 하지만 코다마 박사의 연구는 보고서와 아이디어 수준에 머

물렀을 뿐, 특허나 실제 상용 제품 개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3D

프린터의 역사는 1984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1984년, 찰스 헐(Charles W. Hull)은 광경화성 수지를 활용하여 제품을 개

발하였다. 헐은 자외선을 이용하여 플라스틱판을 경화시키는 공정에서 아이디

어를 얻어 1984년 미국에서 ‘스테레오리소그래피를 활용한 3차원 물체 제작 기구

(Apparatus for production of three-dimensional objects by stereolithography)’

라는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이 특허를 바탕으로 하는 광경화 적층 방식인 

SLA(Stereolithography Apparatus) 제품을 상용화하였다. 

1988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스콧 크럼프(S. Scott Crump)는 어린 딸을 위해 개

구리 장난감을 만들다가 3D프린팅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당시 그는 장난감

을 만들기 위해 원통형 고체 접착제를 녹여 물체를 붙이는 글루건(glue gun)을 사용

했는데, 오늘날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용융 적층 모델링) 방식 3D프린

터의 시초가 되었다. 이 아이디어는 1989년 ‘3차원 물체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및 장치

(Apparatus and method for creating three-dimensional objects)’라는 이름의 특

허로 구체화되었다. 

5년 뒤인 1994년 미국 텍사스대학에서 ‘선택적 레이저 소결 조형 방식(Selective 

Laser Sintering)’이라 불리는 기술이 개발되어 특허 출원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여도 대중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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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화

3D프린팅 기술의 개념이 1980년대 초에 처음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화는 3D프

린팅 기술 특허 만료가 된 한참 후에나 이루어졌다. 세계 많은 국가에서 특허의 권리 보장

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이기도 하였으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문

제였다. 현재까지 SLA, FDM, SLS 분야에서 100여 건의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오늘날 

3D프린터 업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특허 세 가지를 중심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3D프린팅 기술이 등장한 초창기에는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제품을 완성하기 이전

에 시제품을 빨리 만들어 보기 위해 3D프린터를 사용했을 뿐, 수천만 원이 넘는 장비

의 대중화는 어려웠다. 한동안 침체기를 보내다가 일부 기술의 특허 만료 이후 렙랩 

프로젝트(RepRap Project)는 3D프린터를 오픈소스 하드웨어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대중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3D프린터라는 

의미를 가진 렙랩은 ‘신속한 프로토타입 복제기(Replicating Rapid Prototyper)’를 

줄인 말로, 렙랩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3D프린터는 저렴한 가격으로 부품을 3D프린

터로 찍어 낼 수 있어서 대중화를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2008년 최

초의 렙랩 프로젝트 오픈소스 3D프린터 다윈(Darwin)이 개발되어 세상에 나왔으며, 

2009년에는 멘델(Mendel)이, 2010년에는 헉슬리(Huxley)가 출시됐다. 모두 FDM 

방식의 3D프린터로 모든 부품은 쉽게 구할 수 있거나 3D프린터로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구조로 디자인된 제품들이다. 

What is the 
‘RepRap Project’?

렙랩	프로젝트란?

영국에서 시작된 3D프

린터 개발을 위한 커뮤

니티 프로젝트이다. 개방

형 디자인으로서, 이 프로

젝트의 모든 디자인은 자

유 소프트웨어 사용권인 

GNU GPL로 배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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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D프린터의 역사

오픈소스 
3D프린터

2008  Darwin

2009  Mendel

2010  Huxley

2004

Adrian Bowyer

•Reprap Project  

•대중화 토대 마련

1989

Scott Crump

•FDM

1984

Charles W. Hull

•SLA 개발

1981

Hideo Kodama

•광경화성 수지  

•3D 도면

<표 1> 3D프린터팅 방식별 특징

3D 방식 특징 단점

SLA

(Stereolithography 

Apparatus)

▪   광경화성 액상 수지를 UV 레이저 빔으로 경화, 표면조도가 

매우 우수

▪ 재료 : Liquid Photopolymer

▪ 정밀도

▪ 정확성

▪ 품질의 우수성

▪   고가

▪   가공 재료의 제한 

▪   대형화 제한

▪   강도가 약함

▪   제품수명이 짧음 

▪   HAPs 발생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   열에 녹는 모델 Part/서포트 필라멘트를 사출헤드로 출력하여 

조형, 적층 Layer 두께 0.1 mm 이상, 대중화 주도  

▪ 재료 : ABS, PLA, Thermoplastic (Semi-Liquid), Food

▪   저렴한 재료 (PLA, ABS, TPU/TPE, Carbon등의 필라멘트)

▪   후가공 용이

▪   우수한 내구성

▪   정밀한 제품출력의 어려움

▪   노즐의 열에 의한 출력물 변형

▪   표면 품질저하

▪   느린 출력

▪   분진 발생

SLS

(Selective Laser 

Sintering)

▪   플라스틱, 금속 등 분말을 레이저 빔으로 녹여 조형, 

재료강도가 매우 우수

▪   재료 : ABS, PLA, 왁스, 세라믹, 나일론, 유리, 금속 등 파우더

▪   우수한 제품의 강도

▪   서포터가 필요없음

▪   정교한 형상 가능

▪   분말의 입자가 작고, 균일해야 함

▪   각 소재별로 레이저 별도 세팅수행

▪   분진 발생

DLP 

(Digital Light 

Processing)

▪   액상수지를 레이저가 아닌 광학 적층 DLP 경화, 표면조도가 

매우 우수

▪   재료 : Liquid Resin

▪   정교한 제품 가공

▪   고가

▪   빠른 출력

▪   강도가 약함

▪   제품수명이 짧음 

▪   대형화 제한

▪   HAPs 발생

산업과 고용

3D프린팅 기술은 일반 개인도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기술이다.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든 제품 대신, 개인에게 필요한 제품을 소규모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면 이 기술이 앞으로 우리의 삶, 특히 노동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 

19세기 방직기계의 발명으로 영국의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일로 기계에 저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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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이트(Luddite) 운동’이 일어났다. 수공업 공장을 습격한 방직기계에 대한 공포는 

오늘날 3D프린터를 향한 두려움과 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감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대신 인류의 노동 생산성은 기계의 도움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학에서는 자본이 기계를 도입해 생산성

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 그 이익을 바탕으로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

하는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보기도 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비행기 부품제작, 가전제

품의 생산라인 적용, 치료용 보철제작, 식품 디자인 등 혁신적인 업계에서는 3D프린

터가 스마트 팩토리와 더불어 단기간에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

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훈련 등을 통해 노동자를 최신상태로 유지하여 고용 불안정

을 줄일 수 있으며, 새로운 분야가 창출되어 더 많은 고용이 발생할 것이라 긍정적인 

전망도 하고 있다. 독일, 미국, 한국 등은 노동자의 고령화, 제조업의 부가가치 감소로 

인한 일자리 축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IT 기술을 융복합하여 스마트 팩토

리 등 차세대 생산현장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제조업 

3.0이라는 정책 하에 2025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 팩토리를 3만개로 늘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3D프린팅 교육 및 산업

우리나라에서도 3D프린팅 기술의 다양한 산업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교

육과 모형 제작, 공간 및 공방 산업 쪽에서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이 탄생하고 있다. 영화나 TV, 애니메이션 및 인형, 조형 시장에서 3D 소프트웨어 

모델링 기술과 3D프린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전국에서 운영 중인 ‘무한상상실’에서는 3D

프린터 무료 체험교육, 피겨나 고객의 흉상을 모형으로 제작해 주는 비즈니스, 3D프

린터 사용법을 가르치는 공방, 3D모델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술과 이를 통해 3D프린

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등 교육 비즈니스도 활발하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3D

프린팅과 연관된 사업 아이디어가 나오는 추세이긴 하지만, 해외처럼 창조적이고 혁신

적인 모델은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이나 모형 제작 등 일부 영역에만 기술이 집중된 

탓이다. 자동차 및 대형 제조 기업에서는 시제품 제작 등 한정된 영역에만 3D프린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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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국내 3D프린터 개인 사용자 대부분은 해외 3D도면 공

유 플랫폼에서 3D프린터용 출력도면을 공유하고 있으며, 3D프린팅 기술의 출발점이 

3D도면인 만큼, 국내에서도 도면 비즈니스 플랫폼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3D프린터의 문제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설계도면만 있으면 개인의 공간에서 3D프린터로 무기 제조

가 가능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이 무기소지가 불법인 국가에서 살생이나 테러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통하여 생산하던 방

식을 3D프린터로 대체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대량의 실업위기가 닥칠 수 있다.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지역경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아울러, 프린터 재료(재료종류는 플라스틱, 파우더, 고무, 왁스, 

금속, 나무, 종이 등)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나 초미립 입자, 휘발성 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등에 대한 노출, 정전기 등 산업보건 관점에

서도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현재 3D프린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초미립 입자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사용

자에게 얼마나 노출되어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산업보건 측면에서 접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공장에서 기본적인 국소배기장

치 등의 정화장치설치, 사업장 환기, 개인 보호구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해를 예방

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더 큰 문제는 급속하게 노령화로 진입하고 있는 이 시기에 

노후 일자리, 여가생활 등의 문제로 가정에서 3D프린터를 이용하는 1인 사업장이 

증가하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가정에서, 심지어 방안의 책상에 올려두고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위

해서 3D프린터를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7년도 나오키 

카기(Naoki Kagi) 등은 레이저 프린터와 잉크젯 프린터가 있는 방의 실내 공기에 대

한 연구를 통하여 프린터의 인쇄 공정에서 오존(O3)과 초미립자 수가 증가됨을 확인하

였다. 특히, 초미립자인 약 50 ㎚ 입자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는 사무실이나 가정용 프린터가 실내 공기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오늘날 대형 제조 산업, 자동차 등의 기업, 학원 및 학교, 그리고 개인 사용자까지 

3D프린터의 활용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생산 환경변화로 인해 노동자들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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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및 작업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새로운 위험요

인 증가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상의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

울러, 3D프린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한 유해성 평가, 법 규제 문제 등은 아직까

지는 크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세먼지 오염, 침대 매트릭스에서 방사능물질인 라돈 측정 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시행 2018. 10. 18.)할 

예정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하고자 하는 오염물질 기준은 <표 2>와 

같다. 안타깝게도 최근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에서도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고, 3D프린터를 주로 사용하게 될 일반가정에 대해

서는 기준이 없다. 

당면과제

2017년도 EU-OSHA 보고서에서, 일반적인 데스크탑 3D프린터는 인쇄 중에 100 ㎚ 

미만의 수많은 초미세 입자 및 유해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을 방출할 위험이 

크며, 금속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유성 합성물과 결합되기 때문에 환기와 관련된 조치

가 꼭 필요하고, 높은 온도 또한 안전 및 취급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

울러, 발암성인 금속을 사용한 인쇄의 경우, 금속 분말을 취급할 때 호흡 보호 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중이용시설 오염물질 항목 현재 기준 개정 기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민감계층 

이용시설 (4개 시설)

▪   PM10

▪   PM2.5

▪   폼알데히드(HCHO)

100 ㎍/㎥

70 ㎍/㎥

100 ㎍/㎥

75 ㎍/㎥

35 ㎍/㎥

80 ㎍/㎥

지하역사, 영화상영관, 장례식장, 학원 등 일반시설

(16개 시설)

▪   PM10

▪   PM2.5

▪   이산화질소(NO2)

150 ㎍/㎥

없음

0.05ppm

100 ㎍/㎥

50 ㎍/㎥

0.1ppm

공동주택 소유자의 라돈 권고기준 ▪   라돈 200 Bq 148 Bq

<표 2>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별표 2, 별표 3 일부(2018. 6. 27.)

Deep

28 SMART KIHA, BEST KIHA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 84

산업보건 2018 09_내지 0911.indd   28 2018-09-12   오전 9:18:23



3D프린터를 사용하는 자는 환기와 관련된 조치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여 년 전에 대중화되어 

사용되었던 레이저 프린터와 잉크젯 프린터가 실내 공기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카기 박사 등의 연구에서 보았듯이, 3D프린터도 작업 공간을 공장 사업장에서 사무

실, 가정, 교실 등 실내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3D프린터를 사용함으로

써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3D프린터를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산업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요

인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아울러,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관련법규와 제도를 정부의 고용노동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교육부 등 부처 상호간의 고려가 필요하며, 실내공기질 관련 기준을 공장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무실, 가정, 교실 등을 포함시켜 합리적인 관련법규와 제도를 도입하고 실

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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