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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Opportunity
Additive manufacturing paths to
performance, innovation, and growth
BY MARK COTTELEER AND JIM JOYCE
> ILLUSTRATION BY TANER GRIEPENTROG

지난 몇 년 동안 적층 가공(Additive Manufacturing, AM)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

이었다. “3D 인쇄”로 더 잘 알려진 적층 가공은, 절삭가공과는 달리 물질을 겹겹이 쌓아서

실물 제품을 만드는 여러 기술을 총칭하는 포괄적 용어이다. AM의 뿌리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현재 AM의 전략적 타당성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AM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근본적인 강점으로 기존의 성과

트레이드 오프를 와해시키고 있다. AM의 활용을 통한 기존의 제약의 해결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하려면, 우선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경영진의 상품제조 및 유통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CAPITAL VS. SCALE: MINIMUM EFFICIENT SCALE SHAPES SUPPLY CHAINS 

평균제조비용이 최소화 되는 최소효율규모는 기술의 한계로 인해 대규모가 될 수 밖에 없었고, 때문에 

산업 생산설비는 대형화되었다. 그러나 AM기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최소효율규모를 축소시켜 제조업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신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위해 거액의 자본이 필요했는데, 이런 대규모 투자의 정당화를 

위해 제품을 대량생산하여 많은 생산단위에 걸쳐 투자비용을 분산시켜야 했다. 즉 대량생산 시대가 열린 

것이다. 자본과 생산규모 간의 관계는 최소효율규모의 개념으로 밝혀졌는데, 최소효율규모란 각 생산

단위의 평균 제조비용이 최소화 되는 생산량을 의미한다. 

AM은 최소효율규모를 줄임으로써 생산의 경제학에 영향을 미친다. AM의 비용 대 성과비(Cost 

Performance)는 높은 초기비용이 특징인 전통적 생산방식과 크게 대비된다. 

Figure 1은 AM의 비용곡선과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전통 제조방법의 비용곡선을 보여준다. 비용곡선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평균 제조비용의 변화를 보여준다. 두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두 생산방법의 평균

비용이 동일한 지점이다. 이 그림에서 AM 제조법의 최소효율규모는 1 생산단위이다. 즉 일직선으로 

평평한 비용 곡선은 생산량에 따른 한계 비용의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다. 전통적 생산방식은 생산량이 

많을 경우 비용우위(Cost Advantage)가 생기는데, 우하향하는 비용곡선이 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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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AM은 중소규모의 생산에서 효율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재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AM의 손익분기점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처리량과 AM 장비 비용이 

개선되면 이 같은 효과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며, AM이 전통적 제조방식과 경쟁할 분야에서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CAPITAL VS. SCOPE: ECONOMIES OF SCOPE INFLUENCE HOW AND 
WHAT PRODUCTS CAN BE MADE 

AM 기술이 범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규모의 경제에 미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클지도 모른다. 사용 

가능한 재료에 제약이 있음에도 AM기술로 형태가 다른 제품을 생산해 내는 것은 매우 쉬우며 전환

시간과 비용이 매우 적게 든다.

범위의 경제는 단위 자본 당 내재된 유연성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범위의 경제는 동일한 

장비와 재료, 공정을 사용하여 다양한 각양각색의 완제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동일한 

투자 자본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가짓수가 늘어나면 단위 비용은 감소한다. 

범위의 경제는 기존의 제조법으로는 비실용적이거나 불가능했던 생산 접근방식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 디자인의 규칙은 적은 수의 부품이 필요한 단순한 디자인을 옹호하지만 부품 수를 줄이기 

위해 부품 형태가 기하학적으로 복잡한 형상을 취하게 되면 기존 제조법으로는 부품 제작이 어려워진다.

Figure 1. 전통 제조방식과 적층 제조방식간의 손익분기점 분석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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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는 AM으로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 GE Aircarft에서 AM을 이용해 차세대 LEAP 항공기 

엔진의 연료 노즐 생산에 필요한 20개의 부품을 1개로 줄인 사례는 3D 제조 역량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PRACTICAL IMPLICATIONS OF AM-INDUCED SHIFTS IN SCALE AND 
SCOPE ECONOMIES

AM은 기술 유연성으로 범위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많은 경우에 AM에서는 완전히 다른 제품의 

생산으로 전환하더라도 장비 교체가 필요 없다. (예: AM은 제조 장비 변경 없이도 칼을 생산하다가 

계속해서 쟁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AM기술이 감당할 수 있는 생산 범위가 증가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부품의 생산이 가능해질 수 있다. AM이 최소효율규모에 미치는 영향과 

결합된 이러한 맥락이 시사하는 바는, AM이 적절히 적용되면 훨씬 적은 투자수준으로도 생산이 가능해

지면서 누구나 제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범위의 경제와 규모의 경제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제조업체들은 잠재적으로 아주 낮은 

자본비용으로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투자 규모의 축소와 장소의 제약이 대폭

사라지고 수요 충족이 관건이 되면서 기업 경영진들은 AM을 자사의 영업활동에 적용할 방법과 방향을 

찾아야 한다.

AM 기술을 비즈니스 전반에 적용할 경우, 네 가지 전술적 노선(Path)이 아래와 같이 제시된다. 

• Path  I : 현재의 공급망이나 제품을 급격히 변경할 예정은 없으나 기존 공급망 내에서 

현재 제품의 가치 전달방식 개선을 위해 AM 기술에 대한 관심 유지

• Path II : 제공하는 제품의 공급망의 변환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적 수단으로 AM이 제공하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  

• Path III :   제공하는 제품의 새로운 수준의 성과 및 혁신 달성을 위해 AM 기술이 제공하는 

범위의 경제를 활용 

• Path IV :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급망과 제품 둘 다 변경  

PERFORMANCE, INNOVATION, AND GROWTH: STRATEGIC IMPERATIVES 
FOR AM 

일반적으로 전략적 과제는 세 개의 범주로 나뉜다. 첫째는 성과(확인된 기준과 관련 트레이드 오프에 관한 

목표의 달성), 둘째는 혁신(기존의 성과 트레이드 오프를 깨서 새로운 결과를 가능케 하는 기술 및 

활동의 조합), 셋째는 성장(일련의 경영 선택의 결과로 인한 매출 증대)이다. 

또한 기업리더는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정해야 하는데, 비즈니스 가치란 보통 다음의 세가지 동인으로

이루어진 양함수(Explicit Function)로 인식된다. 이익(비용절감 또는 매출 증대를 통해 실현되는 현금흐름

변화), 리스크(현금흐름이 실현될 가능성) 그리고 시간(현금흐름이 실현될 수 있는 속도)이다. Figure 2는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적 과제와 AM 활용방안 선택에 따른 창출 가능한 가치를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

이미 사용 중인 AM 관련 활동을 분석하면 이러한 선택이 AM의 가치실현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현실화 할 

수 있는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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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존의 연구 및 사례 검토를 통해 AM 접근방식의 전략, 전술, 가치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업이 

AM 기술을 활용해 현재 추구하는 중요 결과(예: 무게 감소, 수요 대응 등)와 전술적 목표, 전략적 목표

(성과, 혁신 또는 성장)을 파악한 후 각 결과를 하나의 가치 동인(수익 개선, 리스크 감소, 시간 단축)에 

배정했다. 분석 결과는 Figure 3에 정리되어 있으며 아래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Figure 2. AM 전략적 과제, 가치 동인, 전술적 노선

전략적 과제:
성과, 혁신, 성장

전술적 노선:
상태, 공급망 진화,

제품 진화, 

비즈니스 모델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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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M 노선과 가치를 이해하는 프레임워크

Path III: 제품 진화
•전략적 과제: 성장, 혁신, 성과의 균형

•가치 동인: 이익, 리스크, 시간의 균형

•핵심 AM 역량:

-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맞춤화
- 제품 기능의 증가
- 시장 반응성 
- 증가한 복잡성에 대한 비용 없음

Path IV: 사업 모델 진화
•전략적 과제: 성장과 혁신

•가치 동인: 매출에 초점을 둔 
리스크를 수반한 이익 

•핵심 AM 역량:

- 대규모 맞춤화
- 사용시점에 제조
- 공급망 중간 단계 제거 
- 고객에 권한 부여

Path I: 안정 상태
•전략적 과제: 성과

•가치 동인: 비용에 초점을 둔 이익

•핵심 AM 역량:

- 디자인과 빠른 프로토타이핑
- 생산과 맞춤화된 공구 세공
- 보충하는 또는 “보험성격의” 능력
- 낮은 비율의 생산/전환 없음

Path II: 공급망 진행
•전략적 과제: 성과

•가치 동인: 비용과 시간에 
초점을 둔 이익 

•핵심 AM 역량:

- 사용 시점에 가까운 제조
- 반응성과 유연성
- 수요 불확실성의 관리
- 필요 재고의 감축

Graphic: Deloitte University Press  |  D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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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I: STASIS—A STARTING POINT FOR ADDITIVE MANUFACTURING
(안정 상태 - 적층 제조법의 출발점)

AM 제조 방식은 기존의 제품이나 공급망에 대한 큰 변화 없이 기업의 성과 목표 영역에 대한 개선 

기회를 제공한다. AM이 제공하는 핵심 성과 개선점은 디자인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가속화하는 

능력이다. 그 결과 시장 출시까지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제품 품질은 개선되었으며, 비용은 절감되었다. 

예를 들어, 항공산업에서는 시험 비행용 부품생산에 AM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Path I 은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과 (사업순환주기의 가속을 통해)현금흐름 실현 속도를 단축시켜 가치를 산출한다. 

AM을 사용하는 데에는 급격한 공급망의 변경이나 제품 재개발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AM기술에 관심 

있는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출발점을 제공한다. 

PATH II: SUPPLY CHAIN EVOLUTION—AM IN PURSUIT OF PERFORMANCE 
AND GROWTH (공급망의 진화 – 성과와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AM)

두번째 노선에서는 공급망의 변환이 필요하다. 공급망의 진화는 성과 개선을 위한 상당한 기회를 제공

하는데 AM 기술이 생산 현장의 최소효율규모를 크게 축소시켜 전통적 공급망의 변화와 필요운전

자본의 감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AM이 공급망 운영 방식을 재정의 할 것이란 전망은 실시간 

수요에 따른 필요 부품 및 제품 생산을 통한 현장 서비스 방식의 변화와 다종다양한 재고 보유를 축소할 

수 있는 잠재력에 근거한다. 이러한 활용은 세 가지 가치 동인인 이익(비용), 리스크, 시간 모두의 성과 

개선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공급망의 진화는 기업 대 소비자 수준에서도 입증되었다. UPS, 대형 마트 

등의 기업들이 AM이 제공하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활용하여 지역 매장에서 주문형 3D 인쇄 서비스를 

이용해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공급망 구조의 변화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모두 활용하려 하는 핵심 성장 동인이 될 것이다. 

PATH III: PRODUCT EVOLUTION—AM IN PURSUIT OF PRODUCT 
INNOVATION (제품의 진화 – 제품 혁신을 추구하는 AM)

세 번째 노선에서 진정한 혁신의 기회가 생긴다. AM 기술을 사용하면 앞서 언급한 GE의 차세대 항공 

엔진의 연료 노즐 등 다른 방법으로 만들지 못하는 제품을 실제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AM 

기술은 다양한 재료의 사용과 부품 및 제품 내부에 센서, 전자장비 등 다른 기술을 끼워 넣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미군은 공기역학구조에 응력 감지기와 기타 센서를 내장시켜 기체의 

성능과 마모도를 모니터링해 이러한 역량을 실증하였다. 

AM 기술이 제공하는 범위의 경제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제품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기존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던 시장의 창출 및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Path III의 제품 진화 경로는 성과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회는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제품 적합도의 개선, 맞춤화된 공구 세공, 제작 

과정 모니터링 능력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개별 인공장기(예. 인공 치아, 보청기)의 맞춤화 능력을 통해 

AM 기술은 다양한 의료장비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다. 임플란트, 의료 등의 분야에서 AM의 

영향은 이제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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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company is trying to improve its
competitiveness with little risk and lim-
ited change, AM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addressing the speed and prof-
itability of its current operatio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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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IV: COMBINED SUPPLY CHAIN AND PRODUCT EVOLUTION—AM IN
PURSUIT OF BUSINESS MODEL INNOVATION
(공급망 진화와 제품 진화의 결합 - 사업모델 혁신 추진 과정에서의 AM)

Path IV 의 기업들은 공급망과 제품에 차례대로 또는 동시에 AM을 적용하여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Path II와 Path III에 내재된 전술과 가치를 결합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제공하는 운영

우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려 한다. 예를 들어 침대로 유명한 Symmons사와 같은 

경우 디자인 과정에서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어 공급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 

회사는 이러한 협력의 결과를 이용해 새로운 맞춤화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공급망과 

제품을 동시에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의료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제품 혁신을 위해서는 공급망과 유통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 제품 혁신은 

또한 공급망의 혁신과 결합되어 경쟁자와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협력함으로 중개상이 사라지는 현상은 향후 공급망의 특징이 될 것이다. 

WHERE TO START

AM 은 산업의 최소효율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동시에 유연성을 통해 범위의 경제를 확장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경영진은 추구하는 전략적 과제와 가치 동인에 근거하여 앞서 소개한 4가지 행로 중 AM 기술의

적용 시작점을 선택할 수 있다.

AM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최소효율규모에 미치는 영향과 생산지를 확대하고 

공급망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유연성이 증가할수록 AM의 규모의 

경제는 성장할 것이고, 신제품과 혁신의 기회가 생겨날 것이다. 특히, 제품의 내부 형태가 복잡해서 기계 

가공에 있어 기술적 한계를 겪고 있는 기업은 AM과 관련된 발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성과 개선, 더욱 

강력한 혁신, 고속 성장을 통한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향후 AM을 적용할 기회는 

지속될 것이다. 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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