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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업분야별 3D프린팅 기술 응용 

-“2015 상해 국제 3D프린팅ž스마트제조 포럼” 출장보고서 -  

Ⅰ. 총결

 중국의 3D프린팅 기술개발은 유럽/미국 등과 비슷한 1980년대 말기부터 시작 

하나 발전 속도는 낙후

○ 특히 산업화 부족

 5대 연구진을 비롯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 유파(流派)는 현재 주도 역할 수행

※ 청화대학교 안영년(颜永年), 화중과학기술대학교 사옥승(史玉升), 북경항공항천대학교  

왕화명(王华明), 서안교통대학교 노병항(卢秉恒), 서북공업대학교 황위동(黄卫东)

○ 외국에 시장과 업체가 주도한 발전모델과 달리 중국에는 대학교/연구소가 

R&D(기초연구)와 산업화(응용) 동시 주도

- 현재까지 3D프린팅의 주요 R&D 투입은 정부에 의존하고, 주로 대학교/

연구소 등이 국가 ‘중점 연구개발계획’ 등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 

○ 초기에 이익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에 전통 제조, 재료 기업체의 3D프린팅 

R&D 열정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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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경우, 3D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융합된 범위, 심도가 확대됨에  

따라 전통기술과 통합되거나 전통기술 제한에서 벗어나는 2가지 추세 다 출현 

○ 제조업 분야에 3D프린팅이 전통제조업에 통합되고 있으며 

- 전통제조업 발전 모델 전환 촉진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 기대됨 

- 특히 ‘15.8월 노병항(卢秉恒) 원사가 국무원에 리커창 총리 등을 대상으로    

'중국제조와 3D프린팅‘ 강의를 한 후 제조업 분야 3D프린팅 대폭 발전 예상

○ 의학 분야에 프린터와 재료개발보다 임상활용이 활성화되고 국제 선진수준에 

육박

○ 예술품, 패션, 악세사리 등이 발전하고 국내외 시장 동시 진출  

○ 3D프린팅 건축: 3D프린팅 건축 자재, 건물 전체 프린팅 실현 (‘16.3월 계획)

 중국의 3D프린팅 장비 개발과 활용은 국제 선진수준에 육박

 재료문제는 3D프린팅 기술의 확산응용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재료의 주요문제: 가격 높음, 품질 저하, 성능과 신뢰도 저하, 종류 부족

- 타이타늄 합금재료의 경우, 중국산 타이타늄 합금재료의 가격은 불과 300~500

위안/kg로 비교적으로 저렴하나 품질은 의학 및 일부 항공제품의 성능 요구를 

충족할 수 없음

※ 외국 수입 타이타늄 합금 재료: 2,000~3,000위안/kg

○ 현단계 재료 R&D는 여전히 프린터에 맞춰 개발하는 것 주류   

○ 재료 분야에 대표적인 업체, 기술, 제품이 거의 없는 상황

  중앙정부에서는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고 새로운 촉진 정책 검토 중

○ 기계과학연구총원 (소주시 위치)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표준 검토 중 

○ 제13차 5개년 계획, 과기부 중점연구개발계획(기존 863, 973 등 통합) 등에 

3D프린팅의 장비, 기술, 재료, 표준 등 동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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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독일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한국 브라질

155.9 121.3 110.7 81.42 65.53 61.81 59.56 57.17 31.97

중국제조와 3D프린팅

[발표자] 서안교통대학교 쾌속제조 국가 공정연구센터 王永信 교수

※ 卢秉恒(Lu Bingheng) 중국공정원사 대신 발표

 Ⅱ. 주요 발표 내용 요약 

1. 중국제조업 현황 및 문제점

 제조대국으로 발전

○ 제조업의 공업 부가가치는 전국 공업수입의 86.70%, 수출액은 전국의 95.09%,

제조업 규모는 세계 1위 (20%)

- 가전제품, 자동차, 항공기 등 장비제조업은 하이엔드 기술 수준으로 평가됨

 다른 국가와의 비교 

○ 제조업 규모, 품질, 구조, 지속가능발전 등 지표의 종합 비교(중국공정원, ‘12년)

○ 중국, 독일, 미국은 각각의 제조업우위 갖춤

- 독일: 품질 우수, 기반 충분, 기술 엄밀

- 미국: 사회전반의 혁신, 첨단기술 R&D, 클로벌 자원과 엘리트

- 중국: 비교적으로 완전한 산업체계, 방대한 내수시장, 풍부한 인력자원   

 주요 문제점  

○ 첨단장비 제조 핵심기술 부족, 로봇과 디지털 공작기계 등 기반장비의 자동화

ž정보화 발전 미흡, 기업 혁신 능력 저하, 통합 불충분  

○ 중ž저단 기술 수준 및 낮은 가격의 경쟁 위주

 중국제조 2025 로드맵

○ 제1단계: ‘25년까지 세계 제조업 제2그룹 및 제조강국 진열에 진입 

○ 제2단계: ‘35년까지 세계 제2그룹에 앞장서고 명실상부한 제조강국으로 발전

○ 제3단계: ‘45년까지 세계 제조업 제1그룹에 진입하고 국제영향력이 있는 제조

강국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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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분야에 3D프린팅의 응용

[발표자]   Sadick (상해) 회사 OPM산업부  李珺 연구원

2. 3D프린팅 

 제조업의 변천

○ 등재 (等材)제조: 단조ž주조ž용접 등, 3000년 전부터

○ 감재(減材)제조: 밀링ž평삭ž연삭 등, 300년 전부터 

○ 적층제조(즉 증재(增材)제조): 30년 전부터   

 중국의 3D프린팅 3D프린팅기술은 외국과 비슷하고 기술이 낙후하지 않을 뿐  

일부 분야에 선도하나

○ 산업 발전이 느리며, 기업이 분산되고 기업규모가 작음

3. 서안교통대학교의 3D프린팅 기술 산업화  

 성과 산업화

○ ‘93년부터 SLA(StereoLithography Apparatus) 제조시스템 연구 시작

- 개발주기와 비용을 1/3~1/10로 감소 

- 5종류 11가지 모델의 장비를 개발해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변경  

○ reverse engineering과 검측, 고온 합금 엽편 제조 등

○ 탈랍주조용 밀납형의 쾌속제조, 압축기 임펠러(Compressor impeller)의 쾌속 

주조 등 십여 가지

○ 3D프린팅 기술로 사출금형 직접 제작, 3D프린팅과 금속모듈 통합된 사출   

금형, 세계 첫 타이타늄 합금 인공뼈 등  

  OPM250L (One Process Milling Center) 소개

 일본 Sadick회사에서 개발한 세계 첫 적층제조와 감재(減材)제조 기술을 

통합한 3D프린터

○ ‘15.10월에 일본 시장 및 대만 시장에 선보일 계획

- 중국 시장 진출 시간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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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야 3D프린팅 기술 활용

[발표자] Farsoon (華曙高科)회사  許小曙(Xu Xiaoshu) 박사, CEO   

1. 적층제조기술 

 개념 및 우위

○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 3D프린팅이라고도 함

○ 적층제조 기술의 우위: R&D 주기 감소, 착오의 대가 줄임, R&D의 혁신성  

향상, 정보보안 강화   

2. 자동차 분야 적층제조 기술의 활용

 다양한 외부 부속품, 내부 장식용 부속품, 서포트 부속품,  Housing 또는 

holder, 용기류 부품 등을 3D프린팅기술로 제조 가능

○ 자동차 분야 Farsoon회사의 제품과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

- 디자인 검증, 성능테스트용 샘플(원형)의 제조 

- 자동차 모형의 제조(현재에는 점토 원형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음)

- 구조가 복잡한 부속품 제조, 예컨대 Daimler Chrysler엔진의 흡입 매니포울드,

실린드 등

- 플라스틱이나 금속, 탄소섬유 등 재료로 중공 경량화 구조부품 제작 

- 전용 툴링(tooling)도구, 검측도구 및 사전제작

- 폐기 모형을 3D프린팅 제품의 기체(基體)로 개조 등

○ [사례] 무한 SAPW(萨普汽车科技)회사는 Farsoon회의 HS402P, SS402P,

SS402P*2 3D프린터를 활용해 고객사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례] Farsoon는 SLS(선택적 레이저 소결)기술을 활용해 湖南대학교 FSAE

경주용 자동차의 front wing, 시프트 패들(Paddle Shifters) 등 부품 개조

- ‘14년 세계 대학생 포뮬러 자동차 경주(FSC)에서 1등 차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재료

○ 자동차 분야에 필요한 재료는 3D프린팅 기술로 가공할 수 있는 것 매우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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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기술, 전통제조업의 발전모델 전환과 업그레이드 촉진

[발표자] 화중과학기술대학교 재료과학과 공정대학  史玉升(Shi Yusheng) 교수 

제조방법 제품 중량 원자재 중량 에너지 소모 탄소배출

a 기계 가공 0.8Kg 2.4Kg 680.3MJ 102Kg CO2

b SLM 0.31Kg 0.33Kg 138.6MJ 21Kg CO2

c SLM 0.37Kg 0.4Kg 169.8MJ 25Kg CO2

제조방법별 재료, 에너지소모량 및 탄소배출량

1. 중국 제조업 (주조업을 사례로)

 크지만 강하지 않은 제조업  

○ 제조업 규모: ‘11년 생산량은 4,100만T이고 세계의 48% 정도 차지

- 3만 개 이상의 업체, 200만명 정도의 종업자 

○ 낮은 기술수준과 낮은 부가가치의 산업구조 

- 제조업 탄소배출량은 중국의 40%이상 차지  

2. 3D프린팅과 제조업

 3D프린팅 기술이 전통제조업에 대한 의의

○ 제품 혁신 디자인 공간 확대: 최적인 구조 디자인 가능 

○ 제품 R&D 비용 절감 및 주기 감소

○ 전체 제조 가능: 부속품 수량 감소, 중량 경감, 성능향상

- 특히 첨단 장비 부속품의 대형화, 복잡화, 전체화, 경량화, 고성능수요 충족 가능

○ 녹색 제조 촉진: 에너지ž재료 절감, 오염배출 감소

à  ‘15.3월 중국 “국가 적층제조 산업 발전 추진계획(2015-2016년)”를 발표하

고 3D프린팅을 전략 기술로 간주

3. 화중기술대학교의 주요 3D프린팅 연구

 주요 3D프린팅 장비와 재료  

○ LOM장비/재료/부속품, 차세대 SLA장비/부속품, 분말베드 기반의 대형 레이저

쾌속제조장비 (‘12년), PowerScan 시리즈 3D 측량 장비 등

- 분말베드 기반의 고분자와 모래재료 대형 레이저 3D프린팅 장비, 분말베드  

기반의 세라믹 재료 레이저 3D프린팅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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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신소재의 응용과 발전추세

[발표자] PMG 3D (鑫烯三维科技) 张效讯(Zhang Xiaoxun) CEO  

 정밀 인베스트먼트 주조 등 기술은 Airbus 비행기 대형 부품 등의 제조에 활용 

4. 도전 

 재료의 문제

 ○ 적은 종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현실의 수요를 충족 불가 

○ 비싼 가격: 3D프린팅 기술 확산 사용의 가장 큰 장애 요인 

○ 낮은 성능: 현재의 대부부 제품은 기능 부속품으로 활용할 수 없음

à 현 단계 제조업 분야 첨단 재료는 외국 수입에 많이 의존    

 장비의 문제

○ 제품의 정밀도와 표준 품질, 성형효율 낮음  

○ 공업용 3D프린터의 가격 높음

○ 장비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가공된 부품의 일치성 부족 

 응용의 문제

○ 많은 3D프린팅 부속품의 역학성능, 파괴인성, 피로성능 등 다양한 지표 미달

○ 표준체계 부재

1. 재료

 3D프린팅에 있어 재료는 핵심 요인

○ 금속재료: 타아타늄 합금, 알루미늄 합금, 고온 합금, 고력강, 스테인리스강,

모형용 강 등 

○ 감광서 수지, 나일론 분말, 열가소성 플라스틱, 규산염재료 등

2. 중국 재료 R&D 발전 건의

 기존 장비에 맞춰 국산화 재료 개발

 기존 외국 재료와 장비의 제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재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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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기술, 의학분야에 신속 통합

[발표자] 상해교통대학교 부설 제9 인민병원, 중국공정원 戴尅戎 원사  

[사례] 수술 실시 전 3D

프린팅 기술로 원형 제조

※ 발표 자료 참조

- 상해교통대학교 기계와 동력공정대학 王成焘(Wang Chengtao) 교수의 『3D프린팅기술

의 임상의학에 대한 지탱 역할』

- 제4군의대학교 西京정형회과병원 裴国献(Pei Guoxian) 원장의 『3D프린팅을 통해 맞춤

형 정형외과 의료 선도』 

1. 3D프린팅 의학 응용 개황   

 3D프린팅 시장에 의학 분야는 상대한 비중 차지: 15%정도

자료 출처: Wohlers Associates, Inc.

 3D프린팅 기술을 정형외과 수술모형 제조, 삽입형 장치 등에 활용하는 것은 

중국 많은 병원의 일반 수술 방법으로 활용

 ○ 대표적 병원: 상해 제9인민병원, 북경대학교 의학원 제3병원, 서안 서경병원 등

- 3D프린팅 업체와의 교류ž협력 활발

- 중국산 3D프린팅 장비 더 많이 활용

 의학 분야 응용 현황 및 사례

○ 모형: 수술 전 계획, 설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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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D프린팅 기술로 

모형과 체내 삽입물 제작

[사례] 3D프린팅 기술로 맞

춤형 수술유동장치 제작

○ 체내 삽입형 의료 장치의 직접 제작: 인공 관절, 본리페어(bone repair) 등

○ 수술유도장치(surgical guide): 정확한 절단과 고정

○ 건강 회복 보조 도구

※ 현재 까지 이미 비준된 재료만 활용되고 감독과 관리 강화 필요 

2. 중국 의학 분야 3D프린팅 기술 개발 현황

 기술 개발 현황

○ 서비스와 응용이 많고 R&D 부족 

○ 장비 개발에 집중하고, 재료 연구에 관한 보도가 매우 적은 편

○ 장비의 성능이 국제 선진 수준에 육박

○ 장비의 작동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낙후

○ 재품의 품질 수준이 낮고 종류 적음

○ 의용 고분자의 종류가 더욱 적음

 3D프린팅의 의학 응용 미래: 바이오 3D프린팅   

○ 중국 항주전자과학기술대학교 徐铭恩(Xu Ming'en)연구팀이 인간 간장 단원,

지방조직 3D프린팅 성공

- 생존률 90%이상, 4개 월 이상 생존 

○ 제4군의대학교 서경 정형외과병원(西京骨科醫院) 裴国献(Pei Guoxian) 연구진

은 서안공압대학교와 협력해 활성 뼈조직 3D프린팅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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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3D프린팅 기술

[발표자] 청화대학교 기계학과 바이오제조센터  徐弢(Xu Tao) 교수  

Winsun(盈創) 3D프린팅, 녹색 건물  [발표자] Winsun회사 马义和 회장

1. 바이오 3D프린팅

 현대의 바이오 3D프린팅은 세포가 기본 단위에 개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함

 바이오 3D프린팅은 최고 3D프린팅 기술 중 하나: 인체 조직과 기관의 프린팅

2. 바이오 3D프린팅의 4차원 (청화대학교의 분류)

 ‘07~지금까지, 활성세포, 단백질 및 기타 세포 외지질

○ 체외 생물공학 3D생물구성체 : 세포모형, 간조직류 모형 등

 ‘03~‘09년,  생물 호환성을 갖추고 분해할 수 있는 재료 

○ 조직받침공사: 뼈조직받침, 피부조직 받침 등

 ‘01~‘05년, 생물호환성 구비, 다만 분해할 수 없는 재료 

○ 영구적인 이식: 분해하지 않은 의족, 가짜귀이식물 등

 ‘95~‘00년, 생물 호환성 요구가 없는 재료

○ 의료모형 및 체외의료기계: 외과수술 설계의 보조모형; 치과수술 도판 등

 Winsun(盈創)회사는 건축분야 3D프린팅 기술 R&D, 디자인, 생산제조 위주 

※ ‘14년 상해 장강고신기술개발구에 10채 3D프린팅 거주용 건물 완성(세계 최초)

 주요 기술 개발 성과

○ 3D프린팅 기술로 GRG, GRC, SRC, ERP 등 친환경 건축재료, 인테리어 개발 

○ 벽체, 보온층, 외ž내벽 장식물 등을 동시 프린팅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16.3월 건물 전체를 직접 프린팅할 수 있는 3D프린터 출시 계획

 환경보호 의의

○ 건축 쓰레기, 사막의 모래 등을 원재료로 활용 가능

- 사막 현지에 사방댐 3D프린팅 시험 성공

○ 건설 폐기물과 오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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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와 3D프린팅 서안교통대학교 王永信(Wang Yongxin) 교수 

How Is 3D Printing Affecting Industry 

Now and In the Future

세계 3D프린팅 기술산업연맹 Graham Tromans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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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玉升(Shi Yusheng)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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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기술의 의학응용: 희망과   

도전 공존
중국공정원 戴尅戎(Dai Kerong) 원사

3D프린팅기술의 임상의학에 대한 지탱 

역할

상해교통대학교 기계와 동력공정대학 

王成焘(Wang Chengtao) 교수

3D프린팅을 통해 맞춤형 정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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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군의대학교 西京정형회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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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un(盈创) 3D프린팅, 녹색 건물 Winsun(盈创) 3D프린팅 马义和(Ma Yihe)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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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cy Effects 수석 언지니어  Jason Lopes 

브레인스

토밍
토론 발표자, 사회자 및 다른 전문가

[붙임] 포럼 개요

 주제: 산업분야별 3D프린팅기술의 응용과 솔루션 

 기간: 2015.9.19.(토)～20(일)

 장소: 상해 국가전시센터 (NECC)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