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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grating computer-aided design with computer-aided fabrication and construction will fundamen
tally re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gn and construction. Rapid prototyping(RP) is evaluated as 
one of the integration method available but it has been regarded as very expensive and complex design 
evaluation tool and is only suitable for large mechanical design shops in automobile and aerospace 
industry. However current status of rapid prototyping is changing since the new generation of RP equip
ment, less expensive and more user-friendlier, now can be installed and use in design firms. Simulta
neously increasing use of 3D CAAD software is also helping to use rapid prototyping widely. It is 
crucial to acknowledge rapid prototyping technologies are not only for avant-garde architect such as 
Frank O. Gehry but ordinary 90% architects, who can have benefit from fast and cost-effective technol
ogy. With its fast development and adaptation in architectural industry, it is quite necessary to include 
rapid prototyping education in regular CAAD courses either undergraduate or graduat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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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신속조형기술(Rapid Prototyping。)은 고가의 장비와 

그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특수한 공간과 가공에 쓰이 

는 고가의 재료덕분에 자동차 산업과 항공 산업 등의 

기계공학의 디자인실에서만 쓰이는 기술로 인식되어 

진 것이 현실이다. 또한 다른 산업에서 쓰인다 하더라

도 지정된 업체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특수한 작업과 

정으로 간주되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RP 기술의 발전 

으로 공장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설치 할 수 있는 저 

가의 차세대 신속조형기술 장비들이 생산되고, 3차원 

서피스/솔리드 모델링그이 가능한 CAAD 소프트웨어 

들의 발전으로 인하여 변하고 있다. 건축 산업에서는 

비 유클리드 기하학(Non-Euclidean Geometry)적인 자 

유형태(Freeform) 디자인을 선호하는 프랭크 게리사 

무실 (Gehr巧 and Partners, LLP)을 효시로 하여 신속 

조형기술을 디자인 발전과정과 시공 과정에 적용하여 

설계 시 여러 디자인 검증 작업에 필요한 모델(Scale 
Model)들과 철골과 거푸집 등 실제 스케일의 건축 부 

”RP는 다른 말로 SFF(Solid Freeform Fabrication), SFM(Solid Freeform Manufacturing), 혹은 LM(Layered Manufacturing)로 

불린다.

2)Three Dimensional Surface/Solid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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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Full-Scale Building Component)등을 제작하는 과 

정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 

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의 건축 사무소중 5%의 디자 

인 중심사무소(Design-Oriented Firrr沪만이 신속조형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디자인 부가가 

치를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90%의 중소 

규모 사무소들은 기술과 가격 장벽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CAAD의 사 

용 분포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좌, 우측 상위 

5%의 사무소들은 자신의 디자인 부가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CAAD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90% 
에 달하는 중소규모의 건축사무소들은 아직도 예전의 

2차원 중심 CAAD 사용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 

며 디지털 기술혁명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 

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현재 미국의 건축 산업에서 사용되어지 

는 신속조형기술의 수준과 중소규모의 건축사무소와 

디자인 중심 건축사무소의 신속조형기술 적용 사례들 

을 통하여 사용 현황을 분석하여 이 새로운 기술이 

5%의 디자인 중심 건축사무소 뿐만이 아니라 대중화 

가 된다면 중소규모의 건축사무소의 디자인 부가가치 

향상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신속조형기술의 저변확 

대를 위해 미국 건축교육계의 CAAD교육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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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방법은 첫째 신속조형기술의 기본 개념과 

여러 가지 사용 방식에 대한 고찰을 하며, 둘째 점차 

대중화 되어가는 기술 발전 속도를 MIT등 여러 기관 

의 통계 자료를 통하여 분석, 고찰을 하며 셋째 디자 

인 중심 건축사무소와 중소규모의 건축 사무소들 중 

신속조형기술을 디자인 작업에 응용한 사례들을 선정 

하여 비교, 고찰하여 기술의 활용방안을 연구할 것이 

다. 특히 중소규모의 건축사무소의 RP 기술 보급에 

필수적인 교육계 내에서의 CAD/CAM 병합교육 현황 

을 미국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2. 새로운 디자인과 생산 기법

현대 건축을 건축가들이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화 

과정에서 현대적인 재료와 생산기술을 터득해서 양질 

의 건물을 생산해내는 과정이었다면, 디지털 기술 중 

생산과 직접 연관되었다는 관점에서 신속조형기술은 

아마도 산업혁명이후에 건축가들이 직면한 가장 중요 

한 생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 

운 생산방식은 산업화 과정 이후 디지털 시대의 미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며, 더욱이 CAD/CAM 
병합은 전통적인 방식의 생산 단가보다 낮고 예전에 

는 불가능했거나 혹은 터무니없이 비싼 생산 가격 때 

문에 금기시 되었던 디자인들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건축 산업을 제외한 여러 산업 

계에서는 CAD와 CAM을 병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 

났으며,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가속화되는 컴퓨터의 

연산처리능력과 저렴한 가격의 PC의 양산, 그리고 점 

차 발전되는 Solid Works, Pro Engineer, CATIA, 

Alias/WaveFront등과 같은 고급 솔리드/서피스 모델링© 

CAAD 소프트웨어와 Form-RZ, Maya, Rhino, 3D 
Studio Max등과 같은 중급 CAAD 소프트웨어에 의 

하여 가능해졌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은 렌더링에 의 

하여 재료의 물성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서 각 

부품과 전 조립 공정의 기능 및 구조적인 분석도 가능 

'Nakazawa, Paul, Architectural Practice at Graduate School of Design, Harvard University, 미국의 건죽 사무소는 5%의 디 

자인 중심 사무소(Design-Oriented Firm), 5% 스케 일 중심 사무소(Scale-Oriented Firm) 그리 고 90%의 중소규모 사무소(Mid
size Firm)로 구성 되어진다.

"Technical and Cost Barrier, 조사에 따르면 RP는 기술 장벽보다 문화장벽이 더 높다. 10년 전의 기술을 기억하는 그룹과 

무조건 높은 가격으로 인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유클리드 기하학을 벗어나는 것이 가능해진 스크린 상에서 디자인되는 Freeform(자유형태) 

6)3D Sutface/Solid Modeling은 RP의 기본인 STL Format의 파일을 Triangulate하여 만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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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미국의 건축 산업 분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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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였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발전은 3차 

원 CAAD 모델을 만져볼 수 있는 3차원의 물리적인 

조형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 첫 번째는 CNC 밀링 

(Computer - Numerically - Controlled Milling)으로 재 

료를 점차적으로 깎아내는 조각적인 방식 (Subtractive 
Process)이고 두 번째는 재료를 점차 첨가하여 물체를 

만들어내는 조소적인 방식 (Additive Process)인 여러 

RP 기술들이 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 직 

접적으로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건설 산 

업에서 자주 쓰이는 거푸집 혹은 금형을 CAAD 모델 

의 정보를 가지고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소 

프트웨어들을 사용하여 디자인 과정»은 비교적 탄탄 

한 협업과정으로 변모하여 가는 중이다.

건축 산업에서는 아방-가르드(Avant-Garde) 건축가 

나 최근에 CAAD교육이 강화된 건축학위교육을 이 

수한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90%의 평범한 중소규모의 

건축 사무소들이 근 미래에 신속조형기술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이유는 기계와 재료의 가격 

하락 때문이다. 대부분의 RP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들 

은 $30,000-$50,000(약 4천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저 

가의 하드웨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기 

계들은 예전의 SLA나 SLS 기계들처럼 특별한 장비 

가 되어진 공간이나 고가의 특수한 재료&들을 사용하 

지 않으며, 최근에는 자신들의 사무소에서 직접 RP 
기계를 운영하는 사무소들이 증가하고 있고气 더욱이 

예전의 위탁 서비스로 생산을 해주던 업체들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신속조형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건축 산업에 적합한 신속조형기술을 한가지로 정 

의 할 수는 없지만, 정교한 모델을 디자인 과정에서 

선호하는 사무소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SLA를 사 

용할 것이며, 여러 위치에 복잡하면서 동시다발적인 

트러스가 많은 모델을 주로 디자인 하는 사무소는 

SLS를 선호할 것이다. 거푸집으로 콘크리트를 간접 

생산을 원하는 사무소들은 매끈하고 디테일의 정도가 

높은 표면보다는 빠르고 실용적인 FDA를 선택 할 것 

이며, 컨셉 모델링만 하기를 원한다거나 혹은 사이트 

모델만 만들기를 원한다면 3D Printing을 택할 것이 

다. 그리고 자동화된 신속조형기법 기계들은 수없이 

반복되어서 제작 할 수 있는 조형물들을 빠른 시간 

내에 낮은 생산가로 양산할 수 있으며, 기계가 3시간 

이면 만들 수 있는 모델이라면 갓 졸업한 신입사원을 

3달씩 배스우드나 폼보드를 자르게 하는 훈련을 굳이 

시킬 필요가 이제는 없어진 것이다. 모델을 만드는 초 

년병 건축가의 2차원 도면을 해석하는 기술이나 수작 

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유용하지도 

않고, 미적으로도 훌륭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며, RP 
를 사용한다면 모델은 더 이상 마지막 표현수단이 아 

닐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디자인 중간과정에서 

수고를 덜고서 비전문가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세한 

모델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길이 바로 신속조형기술의 

응용이다.

3. 신속조형기술(Rapid Prototyping)

3.1 신속조형기술의 개념

신속조형기술(Rapid Prototyping)의 정의는，컴퓨터 

안의 수학적인 연산(일반적으로 CAAD 모델을 의미) 

에서 직접적으로 실제적인 3차원 물체를 매우 자동화 

되고 완전히 가변적인 작업과정을 거쳐서 빠르게 조 

형해 내는 것'이다. 캐드 자료로부터 직접적으로 물리 

적인 조형물을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재현함으로써 원 

래의 설계 의도와 비교하는 작업의 총칭을 의미하며 

예전의 수작업에서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인건비로 금 

기시 되었던 물체의 조형을 기하학적인 복잡성에 구 

애 받지 않고 재현하는 것을 일컫는다. 신속조형기술 

은 컴퓨터내의 모델을 수천 개의 층(Layer)으로 나누 

어서 한 층을 레이저나 다른 방법으로 경화시킨 후에 

다른 한 층을 경화시키는 작업을 반복하여 물체를 형 

성하는 조소적인 방식 (Additive Process)으로 전통적 

인 조각적 인 방식 (Subtractive Process)인 밀 링 (Milling) 
등의 기법보다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한다.

1) 아무리 복잡한 기 하학을 가진 조형물도 빠른 시 

간 안에 만들어 낼 수 있다(CNC밀링의 3-7축처 

럼 공구의 간섭을 받지 않으므로, 자유형태를 만 

들 수 있다).

2) 솔리드한 일체화 된 조형물을 한 번에 만들어 내 

서 마지막의 조립과정이 필요 없다.

3)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 낼 수가 있고, 재료를 혼 

합해서 만들어 낼 수가 있으며 조형물의 특정 부 

분을 특정한 논리를 가지고 다른 재료로 만들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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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Design 2. Representation 3. Analysis 4. Documentation 5. Production
"광경화성 수지(Photopolymer Resin)등의 RP 기 계 제조사들이 특허 기술로 보호받는 독점 제품들 

9)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약 7.5%의 사무소들이 직접 RP 기계를 사무소에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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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점들은 여러 산업의 디자이너와 엔지니어 

에게 의사소통 시간 단축으로 인한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주었고, 최근의 신속조형기술의 사용동향은 단순 

히 테스트용 시제품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형 

제작(Rapid Tooling)으로 이어져서 제품의 생산시간 

단축으로 더욱 각광받고 있다. 건축가, 의사, 예술가") 

등으로 사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 

서 찾을 수 있다. 더욱이 최근 RP 기계들은 재료에 

색을 첨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 되어서 토목, 도시 

설계 (G.I.S.분야), 조경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 

되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잉크젯 프린 

터와 같은 개념을 가진 미국의 Z Corps사에서 개발된 

칼라 3D 프린터(3DP)는 기계공학분야에서는 기계부 

품의 FEA10 도면을 3차원 칼라로 된 조형물로 분석 

할 수 있게 하고, 도시설계 분야에서는 2차원 도면을 

3차원 칼라 지형 모델로 대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 

고, 교통과 도시 인프라 분석 , 수자원 가시화, 주거 및 

상업지역 분석 등 응용 분야는 계속 생성될 것이다")

신속조형 기술의 조형작업 단계는 크게 소프트웨어 

단계와 하드웨어 단계로 구분되는데 소프트웨어 단계 

는 CAAD 소프트웨어에서 3차원 모델을 물체의 최하 

부면에서부터 매우 얇고 일정한 층(Layer)으로 적층 

되어진 형식으로 기하하적으로 분할하여 재구성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STL,3, 등의 파일 형식이 사용된다. 

하드웨어 단계는 위와 같이 기하학적으로 분할된 박 

층(Thin Layer)을 신속조형 기계들이 한 층씩 레이저 

를 이용하여 경화시키며 원래의 3차원 모델의 기하 

학적 모양을 물리적으로 조형하는 단계이다. 분사하 

는 재료는 신속조형기술의 방식들마다 각기 다른데 

SLA(Stereolithography)는 액상 고분자 재료 (Liquid 

Photopolymer Resin),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질소로 온도조절을 하는 실안에서 쓰이는 금속재료의 

파우더를 사용한다.

3.2 신속조형기술의 종류

신속조형기술의 종류는 SLA(Stereo Lithography 

Apparatus),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3DP(Inkjet-Based 3 

Dimensional Printing), MJP(MultiJet Printing)등이 

있다. 6가지의 기술들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이 존 

재하므로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기술을 사용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SLA는 고도 

의 정확도를 요하는 작업에 쓰이지만 내구성이 약하 

고, SLS는 내구성을 요하는 작업에 쓰이지만 미세한 

구멍으로 인하여 표면이 거친 편이며, FDM은 매우 

경제적인 조형물을 만들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 SLS 
나 FDM등은 기능성 테스트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내 

구성을 가진 정확한 조형물을 제작할 때에 주로 쓰이 

고 컨셉모델을 만들 때에는 비교적 저렴하고 빠른 

3DP나 MJW등이 사용되는데 다른 RP들과의 차이점은 

컨셉모델은 오직 디자인만 테스트하기에 3차원 스케 

치수준의 디테일과 표면처리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MJP는 여러 개의 프린트 노즐을 사용하므로 3DP에 

비하면 빠르며 향상된 디테일과 표면처리를 가지고 

있다.

Table 1. 6가지 신속조형 기술의 장점과 단점

RP 
기술의 

종류

장점 단점

SLA

정밀도가 높다 

표면이 고르고 디테일의 

정도가 높다 

물에 약하다

내구성이 약하다 

제조 가격이 비싸다、 

가공시간이 느리다

SLS

매우 견고하다

제작 후 공정 불필요 

기후, 화학약품, 열에 내 

구성이 강하다

표면에는 작은 열처리 구멍들 

이 있다

장비와재료의 가격이 비싸다 

제작 시 열에 매우 민감하다

FDM

장비, 재료의 가격이 저 

렴우 견고하다 

사무실에 배치해서 사용 

할 수 있다.

속도가 느리고. 정확도가 떨 

어진다

표면에 거친 골이 진다 

제작시 열에 매우 민감하다

3DP

속도가 매우 빠르다 

(다른 RP의 40배) 
색을 사용할 수 있다 

재료의 가격이 저렴하다

분말자체의 내구성은 약하므 

로 제작후 공정이 필요하다 

표면에 거친 골이 진다

MJP

속도가 매우 빠르다 

디테 일과 표면처 리가 

좋다

사무실에 배치해서 사용 

할 수 있다.

내구성이 약하다

한국CAD/CAM학회 논문집 제 9 권 제 1호 2004년 3월

"'Michael Rees는 Digital Sculpture라고 불리며 그의 작품들은 모두 Stereolithography로 제작한다. 최근의 작품으로는 “수 

중생물(Aqualine Creature)"등이 있다.

"'Finite Element Analysis, David S. Burnet, 1987, 유한요소법은 외부영향에 지배받는 물리계의 응답을 예상하기 위해 근 

사적 수치해석을 얻기 위한 컴퓨터를 이용한 수학적 기법이다.

,2>Z Cor｛사에 따르면 미 국방성과 육군은 Color 3D Printing을 활용하여 대형 3D 작전지도(Color Relief Map)를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l3lStereolithography Format 파일 형식의 확장자(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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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ereolithography(SLA)의 과정 분석 표.

Fig. 3. Selected Laser Sintering(SLS)의 과정 분석 표.

scanning system

3.2.1. SLA(Stereolithography Apparatus)
스테레오 리토그래피는 신속조형기술을 대표하는 

기술로서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최초로 

상업화 된 기술이며 가장 널리 퍼져있는 기술이다. 광 

경화성 수지 에 레이저를 주사하•여 수지가 빛에너지 

를 흡수하여 경화하는 원리를 이용하며 표면이 고르 

고 디테일한 조형을 할 때 주로 쓰인다. 만들어진 조 

형물은 정밀도가 높은 장점 이 있으나 제한 된 물리적 

성질, 즉 과도한 열과 습기에 약하며 충격에 의한 파 

손이 쉬운 것이 단점이다.

주로 고무제품의 금형으로 많이 쓰이며 충격에 약 

하기 때문에 조형물의 내부에 격자 모양의 구조체로 

보강을 해서 많이 사용된다.

3.2.2.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SLS(Selective Laser Sintering)은 SLA와 과정은 

비슷하지만 재료는 광경화성 수지가 아니라 기능성 

고분자 혹은 금속분말을 사용하고 CO2 레이저를 주 

사하여 재료를 소결시키는 형식이다. 디테일을 표현 

하는 조형물에 매우 적합하며 속도도 SLA비해 빠르 

고 재료도 다양하지만 고가의 장비와 부대장치가 필 

요한 것이 단점 이다. SLS는 SLA보다 견고한 조형물 

을 제작할 때에 쓰이며 , 가장 간단한 신속조형 기술에 

속한다. 대부분의 RP 기술처럼 적층방식을 사용하지 

만 기능성 고분자 혹은 금속분말을 열로 녹이고 굳힌 

다. 기계 내에 모델을 제작하는 부분의 아래에는 SLA 
처럼 고정판이 있으며, 한 층의 소결이가 끝나면 0.10 
에서 0.15 mm정도 아래로 내려가 다음 층을 소결하 

게 만든다. SLA처럼 STL형식의 파일의 횡단면을 높 

이와 각 층의 입면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여러 

개의 수평단면의 연속인 적층형식을 사용한다.

3.2.3.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FDM(Fused Deposition Modeling)은 열가소성 물 

질을 녹이고 반액체 상태로 헤드에서 분출하여 굳히 

는 방식으로 적층을 만드는 방법이다. 여러 산업의 디 

자이 너들은 신속조형기술을 사무실내에서 사용함으 

로써 자신이 디자인한 부품들에 대한 여러 의견을 구 

하고, 시험하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예측 

한다. 그러나 SLA나 SLS방식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SLA는 액체인 광경화성 수지를 사 

용하므로 SLS는 금속분말을 사용하므로 좁은 장소에 

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고 또한 두 방 

식 모두가 레이저를 사용하므로 올바른 장비를 사용 

하지 않았을 때는 눈에 해를 입게 된다. 위에서 설명 

했듯이 FDM은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고 기 계장 

치도 간단하지만 속도가 SLA나 SLS에 비해 많이 떨 

어지며 저급 신속조형기술로 평가되어진다.

support 
material 
spool

Fig. 4. Fused Deposition Modeling(FDM)의 과정 분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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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Photocurable Resin, 3D Systems사•가 특허를 가지고 독점하는 기술로 가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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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3DP(InkJet-Based 3 Dimensional Printing)
3DP는 특정한 세팅이 필요 없는 사무실에서 사용 

되어지는 여러 가지 유사한 RP 기술들의 총칭으로 사 

용되어진다. 여러 산업에서 사용되는 RP 기술들은 장 

점과 단점이 있지만 궁극의 목적은 신속하게 조형물 

을 만들어 디자인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구성을 가진 정확한 조형물 

로 기능성 실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신속조형 

기술로 만든 조형물들이 기존의 CNC밀링에 비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부담스러 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상황이 건축 분야 

에서 쓰이는 컨셉모델을 제작하는 것이라면 달라질 

것이다. 초기 디자인의 평가에 주로 쓰이는 컨셉모델 

은 높은 디테일의 표면이 필요하지 않으며 신속하게 

대략의 디자인 윤곽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건축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의 여러 가지 신 

속조형 기술들은 디자인 발전단계 이후에 기능성 테 

스트를 위해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컨셉모델 

은 기본적으로 3D 스케치 정도로 오직 디자인을 테스 

트하기 위하여 쓰이기 때문이다. MUT에서 기술이 개 

발되고 Z Corps사'"에서 생산되는 3DP는 바로 이런 

컨셉모델을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술이 

다. 3DP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속도와 저렴한 재료 

이며, SLA나 SLS와 비교하면 다소 열등한 표면 처리 

를 가지고 있다. 분말가루를 응고시켜 적층하는 가공 

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SLS보다도 거친 입상형 표 

면이 생산되며 가공 후 공정에서 왁스나 에폭시로 코 

팅하면 부드럽고 내구성을 가진 표면이 된다.

다른 RP 과정들과 같이 3DP도 STL 파일을 입력 

방식으로 사용한다. CAAD 소프트웨어에서 만들어진 

모델은 STL형식으로 전환 되면 3DP 소프트웨어는 이 

모델을 다수의 수평 단면으로 절단하여 프린트를 한 

다. 기계 내에 모델을 제작하는 부분의 아래에는 고정 

판이 있고 이 고정 판은 분말의 프린트가 끝나면 0.07 

에서 0.25 mm 아래로 내려가 다음 층을 프린트하게 

만든다. 응고하는 부분을 제외하며 분말상태를 유지 

하게 때문에 따로 지지하는 부재를 만들 필요가 없 

다. 프린트 헤드는 한 층을 프린트하는데 약 30초의 

시간이 걸리는데, 조형물의 단면을 수평선의 집합인 

래스터 방식으로 분사하며 지나가므로 조형물을 만드 

는 속도는 다른 RP 방식에 비해 약 40배가 빠르다. 

그러나 아마도 3DP의 가장 큰 장점은 조형물에 여러 

가지 색을 동시에 첨가할 수 있는 독특한 기능에 있을 

것이다. 마치 잉크젯 프린터처럼 액체 응고제에 염료 

를 첨가함으로써 부품에 색을 줄 수 있는데 모든 색의 

표현이 가능하다.

325. MJP(MultiJet Printing)
3DP와 MJP는 컨셉모델을 만드는 RP 방식이며 

MJP가 향상된 디테일과 표면처리를 가지고 있다. 융 

해된 왁스를 분사하여 적층하는 방식으로 조형물을 

만드는데 프린터 헤드는 352개의 노즐이 설치되어 있 

으며 노즐의 지름이 0.025 mm밖에 안되므로 한 층에 

분사 후에 빠르게 응고한다.

기계 내에 모델을 제작하는 부분의 아래에는 고정 

판이 있고 이 고정판은 왁스의 응고가 끝나면 0.042 
mm정도 아래로 내려가 다음 층을 프린트하게 만든다. 

MJP의 가장 큰 장점은 디테일과 표면처리이며 수평 

면의 X-Y축은 인치 당 400도트, 수직 Z축은 60。도트 

의 정밀도를 가지며, 최대 정확도는 0.075 mm이다.

厂 inkjet printer head 

powder-spreading roller |

Fig. 5. 3DP의 과정 분석 표. Fig. 6. MJP의 과정 분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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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NC(Computer Numerically 
Controlled) Milling

4.1 CNC의 개념

CNC는 기계에 컴퓨터가 부착되어 작업을 통제하는 

형식을 의미하며 CNC 선반과 CNC 밀링이 가장 흔 

한 작업 방식이다. 선반과 밀링은 여러 가지 이를 가 

진 커터 ©를 사용하여 물체를 빠른 속도로 돌려가며 

깎아서 만드는 방식이다. 최초의 NC 기계는 1950년 

대에 개발되었으며 펀치카드로 좌표를 입력하면, 콘 

트롤러가 보조모터에 신호를 보내는 형식으로 제어하 

였으며, 주로 사람을 대신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 

계작업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PC의 출 

현으로 펀치카드로 사용되어졌던 NC 콘트롤러는 기 

계 내의 보드에 장착된 CNC 콘트롤러로 대체되었으 

며, 작동자도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텍스 

트 에디터를 사용하는 원시적인 프로그래밍이 필수적 

이었으며 현재는 많은 CNC 소프트웨어의 출현으로 

개선되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CNC 프로그램 내에 

서 물체를 자르는 시뮬레이션까지 제공하며 밀링공구 

의 종류와 작업경로까지도 보여준다. 가장 기본적인 

CNC 선반은 두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X축은 

물체의 지름을, Z축은 물체의 길이를 나타낸다. 3-7개 

의 축을 가진 CNC 선반들도 있으며 가장 많이 쓰이 

는 것은 3축 CNC 선반이고 여러 각도의 회전축卩＞인 

C축을 가지고 있다.

4.2 CNC Milling과 Rapid Prototyping의 차이 점

RP는 기계적인 깎는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속이 

비어 있는 물체를 비롯하여 CAAD 소프트웨어에서 

디자인 할 수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 낼 수 있지 

만, CNC 밀링은 공구들이 서로 간섭하는 복잡한 형 

상은 제조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런 이유에서 기 

본적인 3축 밀링은 높이의 표현이 제한되며, 5축 이상 

의 밀링도 완전한 3차원 물체를 제작하는 데에 많은 

공구간섭으로 인한 제약을 받고 있다. CNC나 RP 모 

두 CAAD 소프트웨어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조형을 

한다는 점은 차이가 없지만 서로의 다른 용도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거 의 모든 산업 에 

서 RP는 컨셉모델, 기능성 테스트 모델, 시제품등에 

서 신속조형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심지어 금형단 

계에서도 SLS와 MH*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마지

'切Multiple Tooth Cutter
刊/1000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회전하는 C Axis는 3 Axis CNC Milling의 중요한 요소이다. 

liible 2. CNC와 3DP의 비 교분석

비교
CNC 밀링 

(Subtractive Process)
3D Printing 

(Additive Process)

모델 

사이즈

기계에 따라 편차가 크 

고 장축이 10-20 cm 
정도이다

24 cm*24  cm*30  cm 이고 
건축모델에 더 적합하다

사용 

재료

나무나 금속을 사용, 

잘려나가는 부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다

녹말풀과 석고풀 분말을 사 

용하며 재사용 가능하므로 

경제적이다
치
능
소
 

一
 

설

가
장

기계의 사이즈와 재료 

때문에 공작실이 필요 

하다

사이즈가 작아서 설계실, 

사무실에 설치 가능하다

속도
느리지만 정확하다 빠르며 정확도는 건축모델 

로 쓰기에 무리가 없다.

사용 성 숙련이 필요하다. 프린터처럼 쓰기 편하다

막 양산을 위한 금형단계는 CNC가 사용되어진다. 프 

랭크 게리의 예를 본다면 CAHA로 STL을 만들고 다 

양한 RP기술들로 디자인 발전과정에서 모델을 만들 

어서 검증을 하지만 시공현장에서의 복잡한 형태의 

철골 구조물은 모두 CNC 밀링으로 제작하고 있다.

5. 적용사례분석

5.1 중소규모의 건축사무소의 적용

자동차 산업이나 항공 산업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 

을 제외하고 신속조형기술이 응용된 예의 여러 분야 

중에 건축 산업도 포함되어있다. 건축에서의 신속조 

형기술은 직접적인 콘크리트 양생에 쓰이는 거푸집을 

제조하거나 철골 구조물을 제작하며, 디자인 발전과 

정에서 컨셉모델을 만들고 나아가서 마지막 디자인 

표현과정에서 수작업 모델을 대체하기 위하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신속조형기술(RP)은 예전의 모델 방식 

을 단순히 바꾸는 차원을 넘어서 건축실무의 방식을 

바꿀만한 잠재력이 있다. MIT에서 실시한 100개의 미 

국의 건축사무소 인터뷰 결과에서 3차원 모델링을 디 

자인 발전과정 에서 사용하는 사무소는 50%를 넘었으 

며, 이 그룹 중에서 15%가 RP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건축사무소중에 7.5%가 RP 
를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R叫를 사용하는 건축사무소중에도 RP기계를 직접 사 

무소에 설치한 곳은 오직 13%(100개의 사무소중 

0.975개)이며 이는 아직도 중소규모의 건축사무소에 

서 RP기계를 직접 사용하기에는 인식의 부족, 고가의

한국CAD/CAM학회 논문집 제 9 권 제 1호 200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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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미국의 100군데 건축사무소 RP 사용현황 분석

RP에 관한 질문

3D Solid Modeling을 디자 
인 발전과정에 사용하는가?

사용 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52% 48%

지난 12개월 동안RP 기술을 
사용한적이 있는가?

（3D Solid Modeling 사용 그룹 중）

사용한 적이 있다 사용한 적이 없다

15% 85%
사용했다면 위탁 서비스를 이 

용했는가, 아니면 자사의 RP 
를 사용하였는가?

자사의 RP를 사용했다. 위탁 서비스를 사용한다.

13% 87%

RP의 사용을 늘려 나갈 계획 
인가?

그럴 예정이다. 지금과 같은 정도로만 사용할 것이다.

61% 39%
RP의 잠재적인 가능성과 사용 
이익에 대하여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해본 적이 있다. 해본 적이 없다. RP가 무엇인지 모른다.

17% 78% 5%

근 미래에 RP 기술을 사용할 
생각이 있는가?

(78%의 무관심 그룹 중)

꼭 써볼 생각이다 쓸 가능성이 있다. 쓸 생각이 없다. 모르겠다.

1% 12% 77% 10%

장비와 재료, 잘못된 선입견등의 여러 문화와 기술적 

인 장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부분은 

RI를 사용하는 건축사무소는 적어도 현재 수준으로 

RP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MIT에서 조 

사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RI를 사용한 건축사무소 그 

룹은 디자인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며, 가격 대 성능 비 

에 걸 맞는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RP의 인지도는 아직도 매우 낮은 

편이고 사용하는 그룹만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향후에 RI를 적용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오직 13% 
만이 긍정 적으로 답함으로써 거의 RP 사용자 그룹과 

일치했다. 13%의 긍정 적 인 답변을 한 사무실 그룹을 

분석한 결과 RP 기술의 사용은 건축사무소의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으며, 50명을 기준으로 

이 보다 규모가 작은 사무실은 7%만이 향후에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으며, 50명이상의 사무실은 

18%가 향후에 사용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아직은 

최첨단으로 인식되어지며 오직 극소수의 건축가들만 

이 사용하며 교육도 오직 소수의 학교에서만 가르치 

고 있지만 미국 대학과 대학원내의 RP 교육이 확대되 

고, RP 기계의 가격이 더욱 저렴해진다면 중소규모 

건축사무소의 일상적인 디자인 실무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중소규모의 사무소에서 原 가장 적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예전의 모델을 만드 

는 수작업 장식을 대체하는 일일 것이다. SLA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회사囲들은 지금도 건축사 

무소의 정교한 모델을 의뢰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제 

작하고 있는데, 커브형의 디테일이나 다양한 지붕선 

등의 수작업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는 모델이 주를 이 

루고 있다.

물론 복잡한 모델일수록 완전한 3D CAAD 모델이 

필요하지만 의뢰인인 건축사무소에서 파사드 모델만 

필요하다면 마치 무대 세트 같은 3D 모델을 2D 입면 

에 디테일과 깊이를 주어서 제작할 것이다. 특히 아크 

릴을 정교하게 반복해서 절단하는 작업은 레이저 절 

단기를 사용하면 가장 효율적인데, 단순한 반복 작업 

이지만 고역인 평면 트러스의 절단은 레이저 절단기 

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미 많은 건축사무소들이 용 

역을 주어서 하고 있다. 가구의 복잡한 디테일을 조각 

할 수 있는 CNC 밀링으로 사이트 모델의 건물 부분 

을 쉽게 제작 할 수 있으며 나아기서는 사이트의 복잡 

한 지형도 쉽게 깎아서 제작할 수 있다.

5.2 디자인중심 (Design Oriented) 건축사무소의 적용

5.2.1 모포시 스(Morphosis) 사무소

모포시스는 L.A.에 위치한 디자인 중심 건축사무소 

이며, 과거 배스우드(Basswood)로 만든 물리적인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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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Cleveland에 위치한 TTH는 SLA를 위탁, 제공하는 회사로 많은 건축사무소의 모델을 의뢰받고 있다. 

顺Laser Cutter, Roland MDX-500등의 데스크 탑 모델 이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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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모포시 스의 LACMA 공모전 사이트모델과 플러그인 

모델 酒.

원 단면모델로 세계적으로 창의력과 장인정신을 인정 

받은 사무소이다. 현재는 Form-RZ, 3D Studio MAX, 
Maya등의 3차원 CAAD 소프트웨어로 예전의 물리적 

인 모델 방식과 유사하게 자신들의 작품을 3차원 

CAAD 모델로 가시화하고 있으며, 여기서 STL파일을 

추출하여 디자인한 건물과 사이트 모델이나 디자인 

발전과정 의 컨셉모델을 Z Corps 사의 Z406 3차원 프 

린터를 사용하여 사무소 내에서 RP 조형물을 제작하 

고 있다.

위의 Fig. 7에서 보여 지는 큰 스케일의 사이트 모 

델은 다수의 24cmX24cm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왼 

쪽의 주택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대안을 3DP로 제작 

한 것이며, 여러 가지 대안은 사이트'모델에 삽입되어 

자세하게 디자인 검증을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중소 

규모의 건축사무소에서 이 정도의 사이트 모델과 

12cmX24cmX6cm사이즈의 여러 개의 디자인 대안 

모델을 3DP를 가지고 제작하기 위해서 대략 어느 정 

도의 비용이 필요한지를 모포시스의 예를 가지고 산 

출한다면 다음과 같다. 모포시스의 LACMA》）공모전 

모델은 총 24개의 작은 모델의 집합체이고 작은 모델 

한 개의 크기는 24cmX24cmX30cm이다. 미국의 

경우 3DP의 평균 위탁 서비스 제작 가격은 27 cnf당 

$2（약 2,600원）이므로 아래의 Fig. 11과 같이 제작경 

비를 산출할 수가 있다.

산출된 제작 가격을 보면 아직 중소규모의 건축사 

무소에서 RP기술을 사용하기에는 현실성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개인 혹은 사무소의 취향에 따라 소

Ihble 4. 모포시 스의 사이 트와 대 안모델 의 비 용 산출표

산출방식 제 작경 비

사이트 제작을 위 

한 총경비
24*(24*24*30)*2 $30,720

(약 4천만 원)

디자인 대안 모델

5개로 제한
5*(12*24*6)*2 $640

（약 8십만 원）

합계
$31,360

（약4천8십만 원）

자료 제공, Architectural Records와 Thom Mayne, Morphosis 
2l)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Fig. 8. RP 기술을 사용한 모포시 스의 3차원 단면모델.

규모의 디자인 대안 모델은 만들 수 있다고 간주되 

며 아래의 Fig. 13 정도의 3차원 단면 모델은 기존 

에 이미 3차원 모델을 디자인 발전과정에서 사용하 

여 작업하는 중소규모의 건축 사무소라면 많은 시간 

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매우 바람직한 예 

라고 볼 수 있다. 인턴사원의 월급보다 적은 경비로 

인턴사원이 1-3주를 소요하는 사이트 모델과 3차원 

단면모델을 1-2일 만에 제작한다면 중소규모의 건축 

사무소는 RP 위탁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2.2. 라파엘 비뇰리（Rafael Viholy） 사무소 

필자의 미국 건축대학원과 건축사무소의 경험으로

한국CAD/CAM학회 논문집 제 9 권 제 1 호 200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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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LC기술을 사용한 라파엘비뇰리의 3차원 트러스 모델.

판단하자면 대체적으로 미국의 건축사무소들은 새로 

운 기술에 대해서 막연한 반감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필자가 처음 라파엘 비뇰리 사무실에서 근 

무를 시작했을 때에는 대부분의 뉴욕의 건축 사무소 

와 비슷하게 CAAD는 2차원 시공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와 디자인의 마지막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가시화 

에만 적용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라파엘 비뇰리 사 

무실의 특성은 스타디움과 컨벤션 센터등 대규모 프 

로젝트를 주로 설계하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들의 공 

통점은 여유 있는 설계경비끄)와 클라이언트 측의 PR 
용 자료 준비 였으며 , CAAD를 이용한 새로운 기술23) 
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발 

견했다.

디자인 발전과정에서 다양한 트러스의 디자인을 3 
일을 단위로 발전시켜 나갔는데, 우선 Form-RZ, 3D 
Studio MAX, Maya등을 사용하여 AutoCAD로 여 

러 디자이너들이 부분적으로 디자인한 건축부품들을 

3차원 물체로 가시화하여 디자인 검증을 한 후에 

LC(레이저 절단기)를 사용하여 실제로 제작하여 오 

브 애럽 (Ove Arup)등의 구조사무실과의 구조디자인 

회의 때에 주로 사용하였다. 107개의 트러스가 각기 

다른 형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CAAD 모델과 RP 
가 아닌 수작업은 많은 시간과 경비를 낭비했을 것이 

다. 실제로 Tokyo International Forum의 트러스를 

디자인 했을 때와 비교를 한다면 오직 2차원 

AutoCAD 도면을 프린트 한 후 수작업으로 3차원 

트러스 모델로 만들어서 수시로 디자인을 검증했다 

고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다고 한 

다.") Tokyo International Forum의 지하 컨벤션 공 

간에서 쓰였던 라파엘 비뇰리의 4 Branched Column 
의 변형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스케치부터 시작하여, 

석고를 사용하여 물리적인 모델도 만들어 보았지만, 

최후의 디자인 검증을 위하여 SLA와 3DP를 여러 차 

례 사용하였던 경험이 있다. 당시의 문제점은 사무소 

내에 RP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DWG 파일을 맨하탄 내에 위치한 LC 서비스 업체에 

보내고, 제작되어진 조형물을 택배로 받는 과정이 상 

당히 불편하였다. 디자인 발전 모델의 사이즈는 대략 

길이가 8m정도이므로 아무리 작은 트러스 모델이라 

도 택시로 운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부수경비가 

지출 되었으며, 특히 STL파일을 전송하고 조형물을 

받는 것은 STL 조형물 자체의 내구성이 약한 특성 

때문에 더욱 힘들었고 3차원 물체를 STL 파일로 변 

환 할 때에 발생하는 특유의 변형2$ 때문에 반복적 인 

수작업으로 다시 3차원 CAAD 모델 표면의 메쉬를 

다듬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번거로운 작업들을 거치더라도 카드보드와 

철사로 뼈대를 만들고 석고로 살을 입혀서 모델을 만 

드는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빠른 

디자인 검증 과정이 이루어 졌으므로 라파엘 비뇰리 

사무소의 RP접목은 보스턴 컨벤션 센터 프로젝트26) 
때문에 의외로 빨리 이루어 졌다. 필자가 입사하기 이 

전에는 기존의 3차원 CAAD 모델은 오직 마지막 디 

자인 표현단계에서만 쓰였고, 보스턴 컨벤션 센터 프 

로젝트 이후에는 다른 중소규모의 건축사무소와는 달 

리 초기 디자인 발전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3차원 

CAAD모델로 스터디를 시작하였다. 현재 라파엘 비 

뇰리 사무소의 디자인 방식은 기존의 작업방식인 8- 
10m 물리적인 모델로 디자인을 검증하는 방식과 규 

모가 큰 프로젝트에서는 가격대 성능비가 보다 효율 

적인 3차원 CAAD모델과 RP 기술을 사용하여 효율 

적인 병행이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CAD/CAM학회 논문집 제 9 권 저) 1 호 2004년 3월

"필자가 참여한 Boston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의 총예산은 한화 약 9천 1백억 원이었으며,, CAAD를 사용한 PR 
Media 제작에 적극적 이었다.

^Multimedia와 Virtual Reality등 다양한 신기술들을 클라이언트 측과 상의해 PR(Public Relationship)용 자료에 적용하여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24)Rafael Viiioly와 Chanli Lin과의 대화

的3차원 모델을 STL형식으로 변형할 때에 Triangulate되어진 표면에 조금이라도 개부부가 존재하면 STL제작과정에서 이 

상한 물체가 만들어진다.

26>BC/EC, Boston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건축 산업에서의 신속조형기술 응용과 교육 연구 87

5.2.3. 프랭크 오 게 리(Fran低 O. Gehry) 사무소

신속조형기술의 건축 적용의 가장 큰 지지자는 L.A. 
에 위치한 Frank O. Gehry 사무실이라는 것에 이견 

을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비유클리드 기하학(Non- 

Euclidean Geometry)적인 디자인을 선호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방안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게리의 사무소 

만큼 발전시킨 곳은 전무하다. 더욱이 2003년 9월에 

Gehry Technologies, LLC를 여러 파트너들”)과 발족 

시켜서 자신들의 CAD/CAM을 사용한 프로젝트 진행 

경험을 건축 산업계의 산업표준화로 이끌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모든 건축가들이 그러하듯이 처음 

에는 프랭크 게리도 실제 물리적인 스케일 모델을 제 

작함으로써 설계한 공간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자 

하는 이유에서 CAAD의 적용을 시작하였고, 지금의 

정련된 CAAD 중심의 디자인 과정이 정착되어있다.

프랭크 게리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Mlt Disney 

Concert Hall, L.A. California) 공모전에서 당선된 이 

후 10년간 CAAIX 사용하여 자신의 디자인 과정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 그의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 

한 부분은 반복되는 자유형태 (Freeform)를 현실화 하 

는 작업인데 처음에는 찰흙과 카드 보드로 된 초기모 

델을 자동차산업 , 항공 산업 혹은 영화 산업에서 쓰이 

던 3차원 디지타이저28를 이용하여, 역설계 시스템29)을 

건축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캐드 모델의 

조합을 Dassault사의 CATIA를 이용하여 STL 파일을 

생성, 신속조형기술을 접목筠하-여 직접적인 스케일 모

Fig. 10. SLA를 사용한 라파엘 비뇰리의 4 Branched Column 
모델.

Fig. 11. Frank O. Gehry & Partners, LLP 디자인과정분석표.

델과 실제 건축 부품을 생산하는 디자인 과정을 고안 

해 내었다.

이러한 과정이 생긴 후에야 비로소 비용 산출이 가 

능해졌으며 스페인의 빌바오(Bilbao, Spain)에 위치한 

구겐하임 미술관은 CATIA를 사용한 파라메트릭 솔 

리드 모델링 (Parametric Solid Modeling)으로 신속조 

형기술을 초기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응용한 가장 좋 

은 예이다. 프랭크 게리 사무실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프랭크 게리는 CAAD가 사용되어지기 훨씬 이전부 

터 스케일 모델에 의해서만 설계를 진행하였고, 

CAAD 소프트웨어가 공간의 가시화에 치중할 때에도 

그의 관심은 CAAD로 스케일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에 있었기 때문에 RP기술은 그의 사무소에 곧 

바로 적용될 수 있었고, CATIA의 사용과 RP기술의 

적용이 더욱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만의 독 

특한 기하학을 2차원 도면으로 만들어내기가 매우 힘 

들었고 더욱이 현장에서 시공하기는 더욱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RP를 이용한 디자인 과정은 직원들 

과 클라이언트에게 디자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CAD/CAM학회 논문집 제 9 권 제 1 호 2004년 3월

”)GT의 사업 파트너는 컴퓨터 산업계에서는 IBM과 Dassault가 있고, 교육/연구 계에서는 MIT Media Lab, Georgia Tech 
CERF등이 있다.

'"3D Digitizer, 삼차원 형상의 좌표를 입력할 때에 사용하는 기구

깨Reverse Engineering, 역설계 시스템, 다루기 쉬운 소재로 수공한 후에 삼차원 디지타이저를 이용하여 삼차원 좌표 값을 

구한 후에 CAAD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을 의미한다.

30)Frank O. Gehry사무실은 SLA, SLS, LOM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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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Guggenheim미 술관의 철골시 공현 장.

6. 건축교육에서의 RP교육 분석

Fig. 12. Guggenheim미술관의 솔리드모델과 RP 모델.

만들어 주었으며, 이러한 디자인 경험을 토대로 프랭 

크 게리사무실은 CAHA를 사용하여 원거리 신속조 

형기술을 응용하고 있으며, 현재 CAHA의 CAAD 
모델을 CNC 철제 가공소로 직접 전송하여 제작하고 

있다. CAHA내에서 이미 조립 되어진 모든 부품들은 

바코드 처리되어 있으며, 순서에 따라서 현장에서 시 

공한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차원적인 도면으로 해석 

하고 그려내기 어려운 도면들을 본사에서 직접 

CAAD 모델을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신속조형기술 서 

비스 업체 혹은 현장으로 전송하여 직접 건축 부품이 

나 거푸집을 생산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문화적 혹은 법적으로 어려운 장벽街들이 있다. 그러 

나 다른 디자인 중심적인 사무실들은 RP소프트웨어 

를 디자인 발전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려는 것과는 대 

조적으로 부품을 소프트웨어 내에서 먼저 건축부품들 

을 조립해볼 수 있는 CAHA의 장점을 활용하여 게리 

사무실을 현장에서 벌어지는 시공 상의 문제를 미연 

에 방지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장 간단한 신속조형기계인 Laser 
Cutter（레이저 절단기）는 이미 보급화가 진행되어 건 

축설계 교육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저변 확대 이 

유는 저렴한 가격보다도 2차원 평면 도면대로 레이저 

를 이용한 절단은 기존의 수작업 모델과 작업과정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3D 
모델을 사용하는 신속조형기술은 아니므로 저변확대 

의 가장 큰 이유는 기계공학에서 사용되는 CAAD인 

CATIA를 사용한 프랭크 게리의 작품 경향일 것이다.

Table 5. 미국 건축 대학원의 신속조형 기술 장비 현황분석

RP 적용기 술 LC CNC SLA SLS FDM 3DP MJP
Harvard o o o
MIT o o o
Yale o o o
Princeton o
GIT o
U.C. Berkeley o o
U.C.L.A. o o
I.I.T.
U of Penn o
Carnegie Mellon
U of Michigan
R.LS.D.
Rice
Cornell
Pratt
Columbia o
SCI-Arc o o
U of Vii^inia o

한국CAD/CAM학회 논문집 제 9권 저호 2004년 3월

31）Cultural or Legal Barrier, 미국도 건축허가를 내기위해서는 프린트되어진 도면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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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MIT의 Digital Mock-Up수업의 RP모델3,과 CATIA 
3차원 모델.

비 유클리드 기하학을 사용한 그의 디자인 경향은 건 

축교육, 특히 CAAD 교육의 변화에 촉매제가 되었다. 

프랭크 게리의 영향으로 MTT는 CATIA와 신속 조형 

기술의 교육을 가장 먼저 시작3즈하여 현재는 다른 대 

학들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Harvard, 
GSD와 Cloumbia등 다른 미국의 건축 대학원들도 RP 
교육을 CAAD 수업에 첨가하기 시 작 하였다(Fig. 13, 
14 참고).

MIT는 CAAD분야의 세부 전공 중 RP가 있으며, 

Lawrence Saas 교수는 현재 미국에서는 최초로 RP 
전문 CAAD전공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박사 논 

문은 16세기 건축가 팔라디오의 스케치를 RP를 사 

용한 분석이었으며, MIT에는 그가 개설한 Design 
Fabrication에 관한 여러 강좌가 있으며, 다른 건축대 

학원보다 활발한 발전상황을 나타낸다.

RP의 교육적 효과는 수작업 도면과 모델로 자신이 

설계한 공간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MIT의 교육에서는 많은 긍정적 

인 효과들이 나타났다. 실제로 건물을 벽돌 1장의 디 

테일한 수준까지 만들어 보는 것은 학생들에게 설계 

하는 건물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도구를 제공해 주었 

으며 , CAAD교육은 건물을 어떻게 표현하는가(Design 
Representation)의 차원을 넘어서 건물을 어떻게 구성 

할 것인가(Design Fabrication)까지도 교육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이 설계한 공간을 손에 쥐고 보는 것은 

도면보다 훨씬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것이며, 

그보다는 그 공간에 실제 서 있어 보는 것과 건축부재 

를 실제적으로 조립해 보는 것이 더욱 더 이해도가 높 

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현재까지 수작업 모델 

의 영역이 RP로 대치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신속조형기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노동 중심적 (Labor-Oriented)인 건축 산업 

의 문화도 점차 바뀔 것이다. 미국의 건축대학원 18군 

데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군데는 설계시간에 LC를 

사용하여 모델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Harvard GSD, MIT, Yale, U.C. Berkley, Georgia 

Tech,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Virginia등 6개 건축 대학원만이 CAD/CAM 병합 RP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DP등을 사용한 진정한 RP 
교육은 Harvard GSD, MIT, Yale, U.C. Berkley만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DP는 현재의 

신속조형기술중에 가장 설계와 CAAD교육에 적합한 

기술인데, 최대 조형 사이즈는 24 cmX24 cmX24 cm 
까지 조형할 수 있으므로 작은 스케일의 컨셉모델과 

약 1/400정도의 사이트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저렴한 재료巧인 녹말풀 분말을 사용하면 스터디 모 

델로는 손색이 없는 내구성을 가질 수 있는데 수작업 

으로 제작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3차원 단면 

과 빌딩 디테일 모델에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지 

며, 학생들이 이 기술을 제작비용에 더 여유가 있는 

중소규모의 건축사무소에 나가서 적용한다면 큰 스케 

일의 모델도 부분을 수작업으로 결합하는 식으로 만 

들 수 있다.

3DP는 기본적으로 SLA나 SLS에 비하여 정확도는 

떨어지므로 100% 정확하게 결합되지는 않지만 초기 

의 컨셉모델과 사이트 모델을 만들 때에는 디테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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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Jim Glymph 인터뷰, 현재 Frank O. Gehry의 Partner와 GT의 CEO로 재직.

33) 자료제공, CADENCE와 MIT, Lawrence Saas
3’저렴한 지)료를 사용해도 약 8만원의 제작비가 드는데 학생이 스터디 모델에 투자하기 에는 아직도 비싼 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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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미 국 건축 대 학원의 CAAD교육과 RP교육 비 율분석

CAAD 과목 Level RP 비율 RP적용 CAAD 과목명

Harvard, GSD M.Arch 2/9
• Design Studio 에서 LC사용 

•CAD/CAM: Fundamentals 
•CAD/CAM: Design Development

MIT M.Arch 3/16

• Design Studio에서 LC사용

• Design Fabrication & Workshop
• Generative+Parametric Tools for Design & 

Fabrication
• ADW: Fabricating Ceramics

Yale M.Arch 3/7

• Design Studio에서 LC사용

• 3D Fonn & Material
• Architectural PD & Innovation
• Computer Aided Furniture Design

Princeton M.Arch 0/4 • Design Studio에서 LC사용

GIT M.Arch 1시0 • Building Furniture Furnishing Building

U.C. Berkeley M.Arch 1/8 • Design Studio에서 LC사용

• Thick Skinned: CAD/CAM Translation
U.C.L.A. M.Arch 0/8 •Design Studio에서 LC사용

I.I.T. M.Arch 0/8 해당사항 없음

U of Penn M.Arch 1/4 •Digit이 Fabrication
C.M.U. M.S. 0/17 해당사항 없음

U of Michigan M.Arch 0/7 해당사항 없음

R.I.S.D. M.Arch 0/5 해당사항 없음

Rice M.Arch 0/4 해당사항 없음

Cornell M.Arch 0/9 해당사항 없음

Pratt M.Arch 0/7 해당사항 없음

Columbia M.Arch 0/9 • Design Studio 에서 LC사용

SCI-Arc M.Arch 0/4 • Design Studio에서 LC사용

U of Virginia M.Arch 1/8 •CNC Fabrication

정도가 높지 않으므로 3DP 조형물로도 문제가 없다. 

대학 내에서 3DP기술을 교육한다면 중요한 것은 색 

이다. Z Coip사의 두 종류의 3DP 기계 중 Z310모델 

은 저렴한 반면 색을 지원하지 않고, Z406모델은 고 

가이지만 색을 지원한다. 그러나 건축모델의 경우에 

는 대부분의 경우 색을 사용하지 않지만, 컨셉모델의 

프로그램의 구분, 재료의 구분, 동선 체계 등으로 3차 

원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싶은 때나 큰 규모의 도 

시설계 모델인 경우 여러 종류의 분석 모델일 경우는 

색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7.결 론

7.1 건축실무에서 RP사용

이론적으로는 미래의 건축 산업에서는 종이를 사용 

한 2D도면의 사용이 없어져야 하겠지만, 조사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조차 프랭크 게리를 제외한다면 신속 

조형기술이 직접 혹은 간접적对으로 건축 산업에서 사 

용되는 예는 장식을 위한 디테일, 인테리어에 사용되 

는 조명기구, 계단 난간 디자인 등으로 비교적 작은 

부품을 직접 디자인해서 생산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 

다. 중소규모의 건축사무소에 가장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 디자인 발전단계에서의 RP 모형의 사용은 기술 

적으로는 성숙해 있지만 가격 대 성능비 (Cost- 
Effective) 에서 현실화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고 간주되어지나, 초기 디자인 단계부터 3차원 CA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무소들이 늘어남에 따라 근 

미래에 RP는 현실화 될 것이다. 특히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3D CAAD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로운 형태 

의 건물 외피와 디테일 디자인의 실현은 RP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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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콘크리트의 거푸집으로 사용되거나 금속물을 주물시의 금형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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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거나 가격 대 성능 비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것이다. RP 기술 중에서도 조각적(Subtractive Method) 
인 방식은 3차원 CAAD 소프트웨어의 2D와 3D 도 

면 작성 방식과 기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함 때문에 

건축 산업에 적합지 못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인 CAD/ 
CAM 병합의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건축가들은 

완전한 3차원 솔리드 방식의 모델을 사용하는 조소적 

(Addictive Method)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7.2 건측교육에서 RP사용

프랭크 게리의 건축 작품이 촉매제가 되어 미국의 

많은 건축대학원들은 RP교육을 시작하였고, 건축도면 

과 실제 건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교육시키는 CAAD 
교육 도구로서 RP는 탁월한 효과는 MIT의 여러 

Design Fabrication 수업에서 입증되었다. 지금까지의 

CAAD 교육은 수작업 모델이 행하는 디자인 검증 행 

위를 대체하는 공간을 가시화하는 도구로만 사용되었 

지만, RP 교육은 디자인 발전과정을 더욱 심도 있게 

만들어 공간은 물론이고 건물의 디테일까지도 이해하 

게 만들 수 있다. 건축 산업에서 실무도면이 없어지고 

모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함축한 CAAD모델 

로 대체되며, 이 모델로부터 건설에 필요한 모든 부품 

이 RP로 만들어 지는 미래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것 

이다. 그러나 RP 기계와 위탁 서비스의 가격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현재 많은 RP 기계생산업체와 

서비스업체들이 건축 산업에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였 

기 때문에, 디자인 과정이나 건설 현장에서 프랭크 게 

리처럼 辱 사용하는 사무소들은 늘어날 것이다. 더 

욱이 RP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근 미래에 고용됨에 

따라 현재의 상황은 급속하게 변할 것이다. RP 기술이 

건축분야에 더욱더 널리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사용하기 쉬운 기계의 인터페이스와 RP 소프트웨 

어의 개발과 빠른 조형속도가 필요할 것이다. 건축은 

기계공학과 달리 건설 부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스 

케일 모델들은 디자인 검증 도구로서 제작 시간이 매 

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RP 기계는 현재 3DP와 MW가 가 

장 근접해 있지만 더욱 저렴하고, 쓰기 쉬우며, 빠른 

조형속도를 가진 기계가 생산되어야 초기 디자인 발 

전과정에서부터 쓰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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