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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가구를 출력하고 집을 인쇄한다. 아직 생소한 표현이지만 오래지 않아 이런 말이 널리 쓰이게 

될지도 모른다. 낯설고 신기하기만 했던 3D 프린터가 생활 속으로 성큼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도 공간에서의 활약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3D 프린팅 기술은 도자기, 조명, 가구 등 공간

을 채우는 제품과 파빌리온, 집, 호텔 등 건축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디자이너의 실

험적 제품뿐 아니라 글로벌 가구 브랜드의 컬렉션에도 3D 프린터 출력 제품이 등장했고 지난

봄 유럽에서는 3D 프린팅 주택에 첫 거주자가 입주해 실생활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3D 프린팅은 제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연함, 불규칙한 형상도 완벽하게 구현하는 

정확성, 인건비를 절감하고 신속한 시공이 가능한 경제성 등 다양한 장점을 지녔다. 이러한 특

성을 살려 디자이너는 불균일한 파라메트릭 곡면이나 수공예처럼 섬세한 형태를 표현해 참신

한 미학을 이끌어내고, 브랜드는 소비자가 직접 디자인을 정의하거나 디자이너 제품을 좀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건축에서는 3D 프린팅의 경제성으로 우

리가 직면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빠르고 저렴하게 생산한 주택을 

자연재해 때문에 임시 거처가 필요한 사람들이나 저소득층에게 제공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실

제로 건설 기술 회사 ICON은 미국 텍사스주에 노숙자를 위한 3D 프린팅 주택 단지를 구축해 

주목받았다. 3D 프린팅 기술은 현대 사회의 화두인 지속 가능성과도 결을 같이한다. 프로그

램에서 설계한 대로 출력해 제품이나 공간을 완성하는 만큼 에너지 소비량이 적고 자재 이동

이 줄어 탄소 저감에 효과적이며 폐기물이 거의 나오지 않아 환경 친화적인 것이다. 또한 재활

용 소재나 흙 같은 천연 소재를 활용해 자연과 기술의 조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하기도 한

다. 한때 기술은 인간적인 삶의 대척점에 서있었으나 오늘날 3D 프린팅 기술은 우리 삶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로 구현한 제품과 건축물을 살펴보

며 내일의 공간을 상상해보자.

차근차근 쌓아가는 미래의 공간

3D Printing for Space

취재 한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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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IZING

Corail 

프랑스 가구 브랜드 rochebobois가 선보인 테이블 

‘Corail’ 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와 디자인, 산

업과 유통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한다. Antoine Fritsch & 

Vivien Durisotti는 나무 표면, 산호 군집, 조개껍데기 등 

자연의 불완전함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자 일렁이는 형태를 구현했는데 소비자가 디자인을 맞춤

형으로 변형 가능해 3D 프린팅 기술의 장점이 잘 드러난

다. 소비자가 집에서 브랜드 홈페이지의 프로그램을 이용

하거나 매장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베이스의 전체 형태, 

뒤틀림 정도, 표면 직조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이다. 이렇게 디자인을 완성하면 3D 프린터가 초고성능 콘

크리트를 적층해 베이스를 완성하며 소비자는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된다. 더불어 디자인 파일을 소비자

가 있는 지역으로 전송해 생산하면 제품 운송 과정이 생략

되므로 탄소 발자국을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 

Design / rochebobois·Antoine Fritsch & Vivien Durisotti

Photograph / rochebobois

Focus on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제품 디

자인에 깊이 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가 세부 디자인을 정의하는 베이스에 유리 상판을 결합한 테이블 ‘Corail’ .

전체 형태, 뒤틀림의 정도, 표면 직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COLOR

3D Printed Gradient Furniture Collection
Design / PHILIPP ADUATZ

Photograph / Paris Tsit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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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PHILIPP ADUATZ와 오스트리아 제조 업체 incremental3d

가 협력한 ‘3D Printed Gradient Furniture Collection’ 은 안락의자, 스

툴, 벤치, 대형 꽃병으로 구성된 컬렉션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한층 발

전시켜 새로운 미학을 이끌어냈다. 기존에 3D 프린팅으로 유색 콘크리

트 제품을 생산하려면 콘크리트 전체에 색을 넣어야 했지만 이번에 개

발한 기술은 인쇄 과정에서 노즐에 염료를 직접 적용해 부분적으로 색

을 입힐 수 있다. 디자이너는 이 기술을 활용해 콘크리트를 붉은색, 하

늘색, 초록색, 베이지색, 회색 등으로 다채롭게 물들였으며 하얀 바탕에 

그라데이션을 적용해 부드럽게 표현했다. 특히 그라데이션 기법이 3D 

프린팅의 적층 표면과 어우러져 한결 매혹적인 외관을 완성한다. 제품

별로 역동적인 곡선, 다각형 등 다양한 변형을 시도한 점도 흥미롭다.

Focus on  3D 프린팅의 염색 기술을 발전시켜 부분적으로 색을 입힘

으로써 신선한 미학을 구현했다.

역동적인 형태가 돋보이는 안락의자.

인쇄 과정에서 3D 프린터의 노즐에 염료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꽃병 형태에 다각형 디테일을 넣었다.

그라데이션 기법이 3D 프린팅의 적층 

표면과 맞물려 심미성을 극대화한다.



TOUCH

A Robot-3D printed Concrete Book Cabin 

3D 프린팅의 장점 중 하나는 신속하게 시공하면서 불규칙한 형상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하이의 Baoshan Wisdom Bay Science and Technology Park에 자리한 ‘A Robot-3D 

printed Concrete Book Cabin’ 은 3D 프린터로 콘크리트를 층층이 쌓아 완성한 캐빈으로 안

정적인 형태를 미묘하게 변주해 독특한 외관을 완성했다. 칭화대학교의 Xu Weiguo 교수 팀이 

설계한 이 캐빈은 30㎡ 규모로 15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책 관련 행사, 학술 토론 등 다양한 활

동의 무대가 된다. 직접 개발한 섬유 콘크리트를 사용해 철근을 추가하거나 거푸집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 자유로운 형태를 구현할 수 있다. 이 캐빈은 비정형적인 원형 몸체에서 길고 짧은 곡

선 울타리가 날개처럼 뻗어 나와 방문객에게 따스한 품에 안긴 듯한 안정감을 준다. 여기에 건

물 뒤를 움푹 밀어 넣거나 3D 프린팅 특유의 균일한 적층 표면에 마름모꼴 패턴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더해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촉각을 통해 감성을 자극한다. 

Design / Professor XU Weiguo’ s team from the Tsinghua University School of Architecture

Location / Shanghai, China 

Area / 30㎡

Photograph / Professor XU Weiguo’ s team from the Tsinghua University School of Architecture

Focus on  균일한 적층 표면에 섬세한 질감으

로 변주를 주어 방문객의 촉각을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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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를 움푹 파 형태를 변주한 북 캐빈.

입구 쪽 벽에 마름모꼴 패턴을 넣어 촉각을 자극한다. 



SUSTAINABLE

TeClA 
Design / mario cucinella architects

Location / Via Castelletto 104/06, Massa Lombarda, Ravenna, Italy

Area / 60㎡

Photograph / Iago Corazza(표기한 사진 외), wasp

3D 프린터 전문 회사 wasp와 mario cucinella architects가 협업해 선보인 ‘TeCLA’ 

는 지구상의 환경 위기와 주거 위기에 대응하는 주택이다. 고대 주택과 현대 기술을 

결합해 미래 주거 모델을 제안하는데, Technology와 Clay를 결합한 이름처럼 인근 

강바닥에서 가져온 흙을 재료로 했으며 다중 레벨 모듈식 프린터로 두 개의 볼륨을 동

시에 인쇄해 건설 시 소요되는 에너지를 크게 감소하고 시공 시간은 2백 시간으로 단

축했으며 폐기물도 최소화했다. 친환경성과 더불어 대규모 이주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택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높이 4.2m, 총면적 60㎡

에 달하는 거대한 두 개의 돔으로 이루어진 주택은 3백50개의 점토층으로 구성되었으

며 점토를 지그재그로 쌓으며 골이 생성돼 친근한 외형을 지녔다. 외벽 안에는 점토를 

물결 형태로 엇갈리게 겹친 내벽을 중첩해 단열성을 높이고 구조적 안정성을 획득했

다. 침실, 주방, 거실, 욕실을 갖춰 일상생활을 넉넉히 수용하는 내부는 점토 벽의 질감

이 살아있고 천창으로 빛을 받아들여 자연의 편안한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가구 역시 흙으로 인쇄해 내부를 통일감 있게 아우르고 지속 가능성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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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첨단 기술과 고대 주택을 결합해 친환경적인 

주거 모델을 제안한다.

다중 레벨 모듈식 3D 프린터로 고대 주거처럼 흙으로 이루어

진 집을 완성해 지속 가능한 주택 모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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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으로 햇살이 들어와 자연과 한층 가까워진다. 

지그재그로 골을 낸 외벽 안에 내벽을 

중첩해 안정적인 구조를 구현했다.

©wasp

내부는 거실, 침실, 욕실, 주방으로 이루어졌다. 

3백50개의 점토층을 쌓아 높이 4.2m의 돔을 완성

했으며 내부에도 점토 벽의 질감을 이어가고 일부 

가구도 흙으로 제작해 일체감을 주었다.



LOCAL

KISAWA SANCTUARY 
Design / Plus Design Studio 

Location / Benguerra Island, Mozambique

Photograph / KISAWA SANCTUARY

모잠비크의 남쪽 벤구에라(Benguerra) 섬에 3D 프린팅 기술을 활

용한 럭셔리 리조트 ‘KISAWA SANCTUARY’ 가 등장했다. 7월 정식

으로 오픈하는 이 리조트는 환경을 지키고 지역과 상생하는 데 중

점을 두어 럭셔리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한다. 건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D 프린팅 기술로 천연 건축 자재를 생산

했는데, 주변 해안의 모래와 바닷물을 혼합해 만든 모르타르를 3D 

프린터에 투입해 바닥재, 타일, 조리대나 의자 같은 가구, 꽃병과 그

릇을 비롯한 장식품 등 다양한 구성 요소를 제작했다. 일반적인 3D 

프린팅 건축처럼 건물 자체를 인쇄하는 대신 개별 요소만 3D 프린

터로 출력하고 현장에서 결합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건축 일자리를 

보존해 지역 주민과 상생하고자 한 것이다. 지역에 대한 관심은 공

간 곳곳에서 더 엿볼 수 있다. 리조트의 건물 외형은 섬의 전통 원형 

주택과 커뮤니티 건물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리조트 내부도 목수, 직

물 제작자 등 지역 장인들의 손으로 가다듬고 아프리카의 예술품과 

골동품을 풍부하게 배치했다. 리조트는 방갈로로 구성한 12개의 레

지던스, 5개의 레스토랑, 마사지와 필라테스 등을 할 수 있는 웰니스 

센터로 구성됐다. 모든 객실이 전용 해변과 인피니티 풀, 야외 주방, 

카바나 등을 갖추고 있으며 각기 다른 인테리어를 적용해 특별한 경

험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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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on  환경을 위해 3D 프린팅을 활용하되 지역 일자리가 유지

되도록 개별 구성 요소를 인쇄하는 방식을 택해 지역민과의 상생을 꾀

했다. 

청정한 바닷가에 자리한 

리조트는 자연을 위해 

흙을 주소재로 활용했다.

벤구에라 섬의 전통 건축물을 차용한 웰니스 센터의 체육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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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자 3D 프린터로 

개별 건축 요소만 생산하고 현장에서 결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리조트 내부는 지역 장인들의 손길로 채워졌다.

손으로 직접 깎은 돌 욕조가 있는 욕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