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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rinting,  
더 나은 미래를 열다

  3D 프린팅, 
 모든 기업에 득이 되는가
“Complexity is free” may be costly for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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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을 일컫는 기술 용어인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 

AM)는 우리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이나, 일부 

기업에는 엄청난 손실을 입힐 수 있다. 많은 기업의 미래는 그들이 

진화하는 AM과 이 기술이 가지는 경쟁력 측면에서의 함의(Implication)

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AM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다음의 표어는 일부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이해할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복잡성이 제거(무료화)된다’는 말은 AM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융통성 

있고 다재다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기술은 일반적으로 

‛층층이(layer by layer)’ 재료를 쌓아 올려 물체를 제조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한 물품들을 만들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이를 

AM이 가진 가장 흥미로운 속성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 중요한 속성으로 인해 일부 제조사들은 운영 방식을 변환시킬 수 

있는 반면, 다른 제조사들은 진부화의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오늘날 많은 제품이 생산 과정에서 여러 부품의 조립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자동차나 항공기 엔진 부품을 위한 복잡한 

내부 구조물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계가공, 제작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들 내부 구조물을 제조하기 위해 공작기계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그 후에 더 큰 부품으로 조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최종 조립품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개의 하위 부품들이 필요함은  물론 

모든 부품들을 한데 고정하기 위해 많은 브래킷(bracket)과 잠금장치 

(나사못·암나사·수나사·클립 등)도 필요하다. 

그러나 AM을 이용하면, 이러한 복잡성을 ‛제거’할 수도 있다. 즉, 복잡한 

구조물을 공작기계의 사용 없이 제조할 수 있고, 여러 개의 하위 부품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GE 항공(GE Aviation)의 잘 알려진 사례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GE는 차세대 항공기 엔진을 위한 새로운 

연료분사구를 AM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제작했고 그 결과 연비가 

개선되고 하위 부품들이 제거되었다. 기존 연료분사구는 20개의 서로 

다른 부품을 조립해 제작되었으나, 새로운 제품은 단일 부품으로 

제작되었다.1)

“Complexity is free with additive manufacturing.”

AM의 이용에 따라 복잡성이 제거(무료화)된다.

1)  “Printing a high performance fuel nozzle,” ASME video, December 2013, https://
www.asme.org/engineering-topics/media/aerospace-defense/video-printing-high-
performance-fuel-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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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을 위해 필요한 브래킷, 잠금장치 등 부품의 95%(또는 67%, 30%)

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위 

단계의 부품 제조사들에 가지는 함의는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상위 단계 최종 조립품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하위 부품(예: 

복잡한 부품의 측면 덮개를 고정하는 나사 등)의 제조사일수록 더 높은 

전략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부품제조사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조립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거나 없어진다면 보조적인 

부품들은 아마도 불필요해져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론,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AM의 전통적인 

역할인 빠른 시제품 개발 이상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그렇지만 변화는 진행 중이다. 최종 부품 생산에 대한 AM의 응용은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영역이다. 

AM으로 인해 시장환경에서 도태되는 것을 피하고 성공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기 위해 기업의 리더들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  공급망에서 기업의 위치를 이해하라. 기업이 제공하는 부품이 

복잡한 상위 단계의 조립 과정에 이용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특히 그 부품이 상위 조립품에 있어 부수적일 뿐이라면 

기업은 AM 기술의 확산에 따른 장기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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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부품의 제거가 공급망에서 기업의 위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  기업의 공급망 내 협력사들이 AM 기술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라. 그들의 AM 기술 활용이 시제품 제작을 넘어 최종사용제품 

제조로 이동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공급망에서 기업의 역할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경쟁자나 

다른 공급망 내의 협력사들에 버금가거나 능가하는 기술적 역량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 위 질문에 대한 답이 ‘노(No)’

라면, 선도자로서 먼저 치고 나갈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든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부품 통합으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업의 위치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AM으로 인한 생산 과정의 민주화 및 공급망 통합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기술은 급격히 진화하고 있고, 제공하는 핵심 가치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복잡성을 달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것이 모든 

기업이 반길 일은 아니다. 일부 기업은 이런 전환 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3D 프린팅 활용의 환상보다는 공급망 내에서의 

위치를 고려해 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2)

2)  For a full discussion of the strategic paths that companies might follow on their 
AM journey, please see: Mark Cotteleer and Jim Joyce, “3D opportunity: Additive 
manufacturing paths to performance, innovation, and growth,” Deloitte Review, January 
2014, http://dupress.com/articles/dr14-3d-opportu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