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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demand for atypical structures with functions and sculptural beauty is increas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Existing mold-based structure production methods have many advantages, but building complex atypical structures represents 
limitations due to the cost and technical characteristics. Production methods using molding are suitable for mass production systems, 
but production cost, construction period, construction cost, and environmental pollution can occur in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The recent tren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calls for new construction methods of customized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methods that can produce various types of sophisticated structures. In addition to the economic effects of developing related 
technologies of 3D Concrete Printers (3DCP), it can enhance national image through the image of future technology, the international 
status of the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industry, self-reliance, and technology export. Until now, 3DCP technology has been 
carried out in producing and utilizing residential houses, structures, etc., on land or manufacturing on land and installing them 
underwater. The final purpose of this research project is to produce marine structures by directly printing various marine structures 
underwater with 3DCP equipment. Compared to current underwater structure construction techniques, constructing structures directly 
underwater using 3DCP equipment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1) cost reduction effects: 2) reduction of construct time, 3) 
ease of manufacturing amorphous underwater structures, 4) disaster prevention effects. The core element technology of the 3DCP 
equipment is to extrude the transferred composite materials at a constant quantitative speed and control the printing flow of 
the materials smoothly while printing the output. In this study, the extruding module of the 3DCP equipment operates underwater 
while developing an extruding module that can control the printing flow of the material while extruding it at a constant quantitative 
speed and minimizing the external force that can occur during underwater printing. Th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3DCP 
equipment for printing concrete structures underwater and the preliminary experiment of printing concrete structures using high 
viscosity low-flow concrete composite materials is 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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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everal Cases of 3D Concrete Printer Application for the Architecture

1. 서  론

21세기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변화를  사업에 향을 주고, 4차 산업 명이라는 새
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개척하고 있다. 그  가장 표

인 것이 건설자동화라고 할 수 있고, 건설자동화를 실
할 수 있는 표 인 기술이 해외에서 활발하게 연구

되고 있는 3D 콘크리트 린터 공법이다.
건설 산업에서의 최근 요구사항은 기능뿐만 아니라 

조형미까지 갖춘 비정형 구조물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의 거푸집 기반의 구조물 제작방법
은 많은 장 이 있지만, 복잡한 비정형 구조물 제작하는 
것은 비용  기술 인 특성으로 인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거푸집을 이용한 제작방법은 량생산체계에는 
합하지만 다품종소량생산에서는 제작비용, 공사기간, 공
사비용,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건설 산
업의 최근 추세는 다양한 형태의 정교한 구조물을 제작

할 수 있는 고객맞춤형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의 새로운 

시공 방법에 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Figure 1A>의 CC(Contour Crafting)는 미국 남부 캘

리포니아 학교(USC)의 ‘Behrokh Khoshnevis’ 교수 연
구 에서 개발한 최 의 건축용 3D 콘크리트 린  기

술로써 기존의 3D 린  기술의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방식을 응용하여 개발하 다. 해당 기술의 특
징은 미장 칼날 구조를 도입하여 3D 린  공법의 핵

심  단 인 외부 표면을 추가 인 작업이 필요 없이 매

끄럽게 3D형상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산업계
에서 리 사용되는 CAD소 트웨어로 설계된 3차원 구
조물 디자인을 3D 린터를 통해 연속 으로 층하여 

출력하는 FDM 방식의 개념으로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경화 속도를 조 하여 각각의 층을 연속 으로 층시켜 

거푸집이 없이 기성건축자재를 사용하고 로보틱스 기술

과 통 인 건축법을 융합하여 주거공간을 제작한다[7].
<Figure 1B>에 묘사된 바와 같이 안트 이 루덴코

(Andrey Rudenko)는 그가 직  설계한 건축용 3D 린

터를 이용해 약 3.6m높이의 성을 출력하 다. 성의 본체
는 해당 린터로 제작을 하 으며 그밖에 부수 인 형

상은 따로 출력하여 조립하는 형태로 성을 완성하 다. 
원형 노즐을 이용한 FDM 기법과 콘크리트와 모래로 이
진 건축물 재료를 활용하여 제작하 고 이 3D 린터

의 출력장치는 한 층당 가로 30mm 세로 10mm의 사이
즈로 원료를 압출 시켜 출력할 수 있으며 용도에 따라 

출력하는 노즐 사이즈를 조 할 수 있다[3]. 
APIS COR회사는 체 건물을 인쇄할 수 있는 건축용 

3D 린터를 개발하여 <Figure 1C>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용화에 용하고 있으며, 해당 3D 린터 장비는 건축

물 외부에서 건축물을 출력하는 것이 아닌, 건축물 내부
에서 구조물을 출력하도록 구 되는 것을 특징이고 장 

용 시 공간 인 제약에서 많은 이 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4].
COBOD회사는 갠트리 타입의 건축용 3D 린터를 개

발하여 <Figure 1D>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용화에 용
하고 있다. 해당 3D 린터 장비는 건축물 외부에서 체 
건물과 내부 구조물을 동시에 출력하도록 구 되는 것이 

특징이고, 장 용 시 공간 인 제약은 있으나 장비 운

에 있어서 많은 이 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6].
국의 3D 린  회사인 Winsun은 건축용 3D 린터 

크기는 높이 20피트(약 6.09미터), 가로 33피트(10.05미
터), 세로 132피트(40.23미터) 정도의 갠트리 타입의 장
비이며, 출력 재료는 건축자재의 섬유강화석고  특수
유리섬유를 콘크리트 모르타르에 배합하여 사용하며 경

화제가 추가돼 있어 층시 각층이 다음 층을 지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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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만큼 단단하게 굳어지게 된다. <Figure 1E>에 나타
난 바와 같이 해당 건축용 3D 린터 기술은 주택을 한

번 출력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리캐스트 공법과 유

사하게 공장에서 건물의 벽들을 각각 3D 린터로 출력

하여 제조한 뒤 건축 장에서 출력물들을 한 곳에 조립

한다[1]. 
국내 건설 분야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축

물 부자재 상 건축용 3D 린  장비  설계기술 개

발” 연구 과제를 5년간 진행하 다. 최근 소형 건축물  
비정형 부재 상의 3D 린  설계ㆍ재료ㆍ장비를 개발

하여 <Figure 1F>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형 단층 견본출
력물을 제작하 다[18].

3D 콘크리트 린 기술은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건설주택분야에 주로 활용되었지만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 가 확 될 것으로 상한다. 해양구조물 건설회사인 
오스트리아의 Seaboost는 랑스 XtreeE와 업하여 최

근에 해양 인공어 를 육상에서 3D 콘크리트 린터로 
제작하여 해양에 설치하 다. <Figure 2A>는 육상에서 
제작된 인공어 를 해양에 설치하고 3년이 경과한 후의 
인공어 의 변화  환경 상태를 나타낸다[16].
다양한 콘크리트 구조물  블록을 생산하는 동산콘

크리트산업(주)은 러시아 기업에서 제작한 3D 콘크리트 
린터를 구입하여 최근에 해양 인공어 를 육상에서 

3D 콘크리트 린터로 제작하여 국내 해양 연안에 설치
하 다. <Figure 2B>는 육상에서 제작된 인공어 를 해

양에 설치하고 1년이 경과한 후의 인공어  주변의 환경 

 변환 상태를 나타낸다[2].

  <Figure 2> 3D Concrete Printer Application for the 

Artificial Reef

재까지 국내의 3D 콘크리트 린  기술은 거주용 

주택, 구조물, 등이 육상에서 제작하여 활용하거나 는 
육상에서 제작하여 수 에 설치하는 단계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과제의 최종 인 목 은 다양한 

수  해양구조물(인공어 , 호안/항만블럭, 생태블럭, 

이슨, 등)을 수 에서 3D 콘크리트 린터 장비가 직
으로 출력하여 해양구조물을 제작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재까지 이와 련하여 국내외에서 연구개

발이 진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3D 콘크리트 
린터 장비를 이용하여 육상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

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 에서 구조물을 직  제작시 

재의 수 구조물 제작기법에 비하여 다음의 장 이다. 
1) 비용 감 효과: 구조물 제작을 한 거푸집 제작이 필
요 없음, 2) 공사기간단축: 거푸집  부자재 제작시간이 
필요 없음, 3) 비정형 수  구조물 제작이 용이함: 수
생태  환경에 합한 형태의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음, 
4) 재해 방지 효과: 해양구조물 제작의 자동화를 통한 작
업자의 안 사고 방, 5) 첨단기술기반의 일자리 창출, 
6) 해양구조물 품질향상: 정 제어를 이용한 제작으로 

층구조물 품질보장[15, 17].
본 연구과제는 기 개발 단계로써 수 에서 구조물

을 층할 수 있는 수 층용 콘크리트 복합재료를 개

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수 에서 구조물을 층할 수 

있는 층장비의 핵심요소기술과 실험용 수 층장비 

개발에 한 기본 인 내용을 기술한다. 층장비의 핵

심요소기술은 이송된 복합재료를 정량정속으로 압출하

고 재료의 출력을 원활히 제어하면서 출력물을 수 에서 

층하는 것이다. 정량정속으로 재료를 압출하면서 재료의 
출력을 제어할 수 있는 출력 모듈과 수 층 시 발생할 

수 있는 외력(수 의 유속  유동)을 최소화하면서 수
에서 층장비의 출력 모듈이 작동하는 것이다. 비

실험에서 수 층용 콘크리트 복합재료는 일반 으로 

활용되는 3D 콘크리트 린터 재료와 많은 차이 을 나

타내며 고 도 유동성 콘크리트 복합재료인 것으로 

단되었다. 수 층용 콘크리트 복합재료의 후보군 복합

재료를 이용하여 실험용 수 층장비에 한 간단한 압

출  층실험을 진행하여 기본 인 결과물에 한 내

용을 기술하 다.

2. 적층시공 장비 및 제어시스템 개발

일반 인 연구 개발자들이 건축용 3D 린터 기술을 

개발할 때에 3D 린터 장비 개발에 집 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 가지 많은 연구에서 발표되었지만 린터용 
복합재료는 일반 인 콘크리트 재료와 많은 차이 이 있

다[5, 14]. 따라서 원활한 연구개발을 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된 수 층용 콘크리트 3D 린터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의 장비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3>은 본 
연구를 하여 개발할 실험용 수  층시공의 시스템 

개념도를 나타낸다.



Investigation for Developing 3D Concrete Printing Apparatus for Underwater Application 13

Contour Craft Apis Co. COBOD Winsun KICT Underwater 3DCP

Deposition Type FDM FDM FDM FDM FDM FDM
Frame Type Gantry Cantilever Gantry Gantry Gantry Gantry

Aggregate Size < 3mm < 1mm < 2mm < 3mm < 3mm < 4.5mm

Nozzle
Size < 30mm < 30mm < 30mm < 30mm < 30mm < 100mm

Shape Square Circle Square Square Circle Square
Side Trowel Yes No Yes No No Yes

Layer Thickness < 20mm < 20mm < 20mm < 20mm < 20mm < 50mm
Underwater Printing No No No No No Yes

<Table 1> Hardware Comparisons of other 3DCP and Underwater 3DCP

 <Figure 3> Concept Modeling of the Research Underwater 

3D Concrete Printing System

∙배처 랜트: 수 층용 콘크리트 복합재료는 고

도 유동성 재료의 특성을 나타내며 이와 같은 특

수 콘크리트 재료를 배합하고 린터장비에 이송하

는 장비이다. 고 도 유동성 콘크리트 복합재료를 

배합하기 하여 일반 인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되

는 팬믹서보다 고출력모터  높은 회 속도를 요

구하는 팬믹서를 사용한다. 한 일반 으로 크리

트에 사용되는 펌 와 일반모터는 고 도 유동성 

콘크리트 복합재료를 린터장비에 이송하기 불가

능함으로 수 층용 배합재료의 원활한 이송을 

하여 고출력모터를 이용한 최고 사양의 모노펌 를 

사용한다. 
∙3D 콘크리트 린터: 갠트리 로 타입으로 Cartesian 
좌표계를 이용하여 층장비를 조정하여 구조물을 출

력할 수 있으며, 한 층장비의 핵심기술은 이송된 

복합재료를 정량정속으로 출력을 하면서 재료의 출력

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러한 층장비의 특성을 고려하
여 이송된 재료를 담을 수 있는 호퍼를 층장비에 

설치한다. 수 층을 하여 노즐에 방수회 용 서버

모터를 설치하고 노즐 선단에 사각노즐과 미장칼날 

구조를 도입하여 수 층 시 수 에서 작용할 수 있는 

외력을 최소화하며 출력물의 치수 정 도를 확보할 

수 있다.

<Table 1>은 앞장에서 언 한 3DCP장비와 수 층

용 복합재료 개발을 하여 제작한 실험용 수 층장비

의 기본 인 제원에 한 간략한 비교를 정리하 다. 

2.1 적층시공 시스템의 3D프린터 장비개발

<Figure 4>에서 표 된 층장비는 본 연구를 하여 

개발된 4축 갠트리 로 타입의 수  층용 층장비이다. 
각축은 L사의 Xmotion 시리즈의 서보모터(액추에이터)
와 감속기를 사용하여 축의 이동속도, 이동거리, 회 각 

등을 제어한다. 일반 으로 자동화 공정에 많이 사용되

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로그램이 모터

드라이 와 연동하여 각축의 서버모터 동작을 자동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

<Figure 4> Underwater 3D Concrete Printer for the Research

기본 으로 X, Y, Z축의 작동메커니즘은 선형 가이드
일이 사용되었다. 회 축(A축)의 작동메커니즘은 평기어 
유형으로 사각노즐(100×30mm)의 회 동작에 사용되고, 
고정형 마감칼(30×60mm)이 사각노즐 선단에 설치되었
다. 한 수 층을 하여 회 용 서보모터에는 방수

기능을 실 하게 제작된 방수용 하우징을 장착하 다. 
호퍼에 이송된 재료를 노즐선단으로 압출하는 압출모터

는 일반 으로 삭용 머신센터에서 사용되는 스핀들

(Spindle)축과 같은 개념으로 장착되었다[10]. 각축에 사
용된 선형/회 가이드와 서보모터의 사양은 <Table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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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 개략 으로 정리하 다. 각축의 서보모터는 
감속기(10:1), 엔코더(serial 19bit),  이크를 장착한 

일체형을 사용하 다.

<Table 2> Specification of Operation Mechanism

Stroke Drive type Accuracy

X1-axis 2,500mm Guide rail & 
Rack gears + 0.05mm

X2-axis 2,500mm Guide rail & 
Rack gears + 0.05mm

Y1-axis 1,200mm Guide rail & 
Rack gears + 0.05mm

Z1-axis 1,500mm Ball screw + 0.02mm
Z2-axis 1,500mm Ball screw + 0.02mm
A-axis - Spur gear + 0.02o

Spindle axis - Screw auger + 0.01o

<Table 3> Specification of Servo Motor

Power Revolution Torque 

X1-axis 1.5K W 3000 rpm 4.77 N.m
X2-axis 1.5K W 3000 rpm 4.77 N.m
Y1-axis 1.5K W 3000 rpm 4.77 N.m
Z1-axis 1.5K W 3000 rpm 4.77 N.m
Z2-axis 1.5K W 3000 rpm 4.77 N.m
A-axis 0.75K W 3000 rpm 2.39 N.m

Spindle axis 5.5K W 2000 rpm 26.35 N.m

일반 으로 삭 가공용 공작기계 제작에서 각각의 

축에 두 개의 모터를 평행하게 배치하여 가감속에서 발

생하는 진동을 최소화한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

기 하여 X, Z축는 두 개의 서보모터를 배치하고 가감
속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최소화하 고, 한 X, Z축은 
각각 두 개의 서보모터에 하여 동기화(Synchronization)
를 통하여 제어함으로써 하나의 서보모터와 같이 치 

제어를 할 수 있다. 상 으로 이동거리가 짧은 Y축은 
하나의 서보모터로 치 제어를 한다.
원형노즐을 사용하는 주택용 3D 린터에서는 3D형상을 

출력하는데 있어서 회 축이 필요하지 않다. 본 연구를 
하여 개발된 층장비는 사각노즐과 마감칼을 사용함으로 

3D형상을 출력하는데 회 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각노즐
과 마감칼의 활용은 원형노즐보다 다양한 여러 장 이 있는 

것으로 이미 학계에 발표되었고 최근에 해외의 상용화 층

장비에도 많이 용되고 있다 [4, 6, 7, 8, 9, 10]. 노즐회 축

의 구동은 평기어를 이용하여 3D형상의 가장자리를 X, Y축
과 연동하여 회 축 서보모터가 작동함으로써 3D입체형상
을 출력한다. <Figure 5>은 노즐 회 용 서보모터 방수테스

트를 나타내고 노즐 회 용 서보모터를 침수하여 노즐의 

회 동작을 간이작업으로 테스트를 한 것이다. <Figure 3>
의 개념도에서 묘사한 바, 수 층 실험에서 노즐부가 수

에서 작동함으로 방수처리된 노즐 회 용 서보모터가 

수 상이 없이 원활히 작동하여야 한다. 

<Figure 5> Waterproof Test of Servo Motor for Rotating 

the Nozzle

층장비에 설치된 호퍼는 구조물 출력 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을 해결하는데 많은 이 이 있다. 
∙복합재료를 압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송펌

의 맥동문제를 제거함. 
∙복합재료를 압송하는 과정에서 간헐 으로 발생하

는 압축기포의 폭발문제를 제거함. 
∙ 결제를 교반하는 2차 교반장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복합재료의 특성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정량정속으로 

출력재료를 노즐선단에 이송함. 

한 배처 랜트에서 압송되는 재료의 양과 노즐선단

에 출력되는 재료의 양을 동기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난제이다. 층장비에 설치된 호퍼는 재료의 출력양을 

조 하는 완충장치(Buffer)의 역할을 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한다. 호퍼상단에 설치된 스핀들(Spindle)
축은 스크류 오거(Screw auger)에 의하여 출력재료를 노
즐선단에 정량정속으로 이송한다.

2.2 적층시공 시스템의 배처플랜트(Batcher Plant) 

개발

앞에서 언 하 지만 건축용 층시공 기술개발에 있

어서 린터용 복합재료를 개발하는 것은 층장비 개발

과 동 의 다양한 기술난이도가 필요하다. 일반 인 콘

크리트재료와 다르게 린터용 콘크리트 복합재료는 

도가 높고 유동성이 낮은 재료의 특성을 나타낸다. 복합
재료개발의 비실험에서 악한 바, 수 층용 콘크리트 
복합재료는 고 도 유동성의 특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특수 콘크리트 복합재료를 배합하고 린터장비에 

이송하기 하여 특별한 배합/이송 장비를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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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는 수 층용 콘크리트 복합재료를 배합하고 

층장비에 복합재료를 압송하기 하여 개발된 배합/이
송 장비이다.  장비는 세 개의 형 교류모터가 설치

되고 그것의 사양은 <Table 4>에 개략 으로 정리한다. 
한 각각 교류모터는 3상 4극을 사용하 다.

<Figure 6> Batcher Plant of the Underwater 3D Concrete 

Printing Research

<Table 4> Specification of AC Motor

Power(W) Voltage Reducer
Mixer 15K(20HP) 220V 30:1

Hopper 5.5K(7.5HP) 220V 10:1
Pumper 11K(15HP) 220V 20:1

개발된 배처 랜트의 각각의 모듈의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기 하여 제작되었다.
∙ 팬믹서: 고 도 유동성인 수 층용 복합재료를 

배합하기 하여 개발되었다. 일반 으로 사용되는 

팬믹서와 차이 은 높은 배합기능을 확보하기 하여 

고성능 교류모터와 감속기를 사용하 다. 한 팬믹서 
날개는 배합효율을 높이기 하여 특수하게 설계  

제작되었다.
∙ 이송모듈(이송호퍼): 이송모듈의 기능은 팬믹서에서 
배합된 재료를 강제로 압송펌  하우징에 이송하는 

것이다. 고 도 유동성인 수 층용 복합재료는 

자 에서 흐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송모듈
의 회 축에 날개를 설치하여 외벽과 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 축 하부에 스크류 오거를 설치하여 배

합재료를 강제로 압송펌  하우징에 이송한다.
∙ 압송펌 : 압송펌 의 이송모듈에서 이송된 배합재

료를 강압으로 층장비에 압송하는 것이다. 복합
재료의 압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맥동, 

압축기포 등)을 최소화하기 하여 P사의 높은 사
양 모노펌 를 사용하 다. 높은 사양 모노펌 와 

교류모터는 고 도 유동성인 수 층용 복합재

료를 강제로 층장비의 호퍼에 압송하기 하여 

압송펌 가 갖추어야 할 필요한 요구조건이다.

2.3 적층시공 시스템의 장비제어모듈 개발

개발된 제어부의 제어시스템은 L사에서 공 하는 MXP 
2.0의 실시간 모션제어기(Real-time Motion Controller)를 사
용하 다. 이 모듈은 기본 으로 EtherCAT 통신과 다양한 
토 로지를 지원하고, 최  32축에 한 서보제어  동시지
령 9축 지원하고, PLC 로그램과 컴퓨터 수치제어

(Computer Numerical Control)기능인 G-code 로그램을 지

원한다[13]. 따라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린터용 슬라이

싱 패키지에서 생성된 G-code를 제어시스템에 업로드하여 
간단한 로그램 수정 과정을 통하여 구조물 출력에 직

으로 사용할 수 있다. <Figure 7>는 모션제어기의 시스템구
성과 시스템 아키텍처(system architecture)를 나타낸다.

<Figure 7>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the Control System

제어시스템 구조에서 RAV(RMC Advanced Visualizer)
로그램은 기본 으로 모션제어(MXP) 시스템을 구동
시키기 한 HMI(Human Machine Interface)을 편집하고 
리할 수 있는 툴로써 산업용 PC와 연동하여 작동하다. 

RAV의 주요기능은 1) 지스터 데이터의 읽기와 쓰기; 
2) G-코드 편집, 경로미리보기, NC 일 리; 3) 라미터 

설정, 시스템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한다[8].
RAS(RMC Automation Studio) 로그램은 기본 으로 모

션제어(MXP) 시스템을 구동시키기 한 데이터 일을 편
집하고 리할 수 있는 툴로써 3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1) PLC Editor 모듈은 Ladder 로그램을 편집, 모니터링, 
컴 일, 다운로드 함; 2) Parameter Editor 모듈은 P 지스터

의 설정  다운로드/업로드, S 지스터의 모니터링, C 지

스터의 설정; 3) Scanner 모듈은 ENI 일을 생성하고 이를 
통하여 Master 장치가 EtherCAT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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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에 나타난 층시스템 제어모듈은 장비운
부와 장비제어부로 구분된다. 장비운 부는 PC의 HMI
를 통하여 층장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한 배합/이
송 장비를 수동으로 제어하는 장비운 부분이다. 장비제
어부는 층장비  배합/이송 장비를 제어하기 한 CPU 
 PLC모듈, 모터드라이 , 통신모듈, 워모듈  차단

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8> Control Module of the Underwater 3D 

Concrete Printer

<Figure 9> HMI(Human Machine Interface) for Operating 

the Underwater 3D Concrete Printer

2.4 장비운영 인터페이스 설계 및 개발

제어시스템에서 장비 운 을 한 인터페이스(HMI)는 
RAS와 RAV 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발되었고 여러 가

지의 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9>은 층장비의 운
을 통하여 구조물을 출력하는데 있어서 요한 인터페

이스를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인터페이스에 하여 간
략하게 설명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AUTO 인터페이스: 3D 입체형상의 슬라이싱 G-code
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출력하는 인터페이스이다. 구조
물 출력시 노즐의 이동 상태와 G-code의 진행 상태를 
표시함, 구조물 출력시 복합재료의 투입상태를 확인하
는 카메라 기능, 구조물 출력에 필요한 매개변수(이동
속도, 토출속도, 층두께, 층수, 재료의 슬럼 , 등)의 
기본 인 정보를 리함, 층장비의 기계 좌표와 작

업 좌표를 나타내고, 구조물 출력 시 지지물 설치를 
하여 층장비를 잠시 정지하고 지지물 설치 후 다시 

연속으로 출력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JOG 인터페이스: 층장비의 각축을 개별 으로 작동

하여 각축의 작업 좌표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으며, 각
축을 개별 으로 작동하면서 두 의 카메라가 장비의 

상태를 확인한다. 추가 으로 각각의 축이 셋 된 기

계원 으로 복귀하는 기능을 통하여 장비의 상태를 

확인한다. 한 구조물 출력 후에 장비의 유지보수 작

업을 하여 각축을 개별 으로 작동하는 것은 장비 

운 에 있어서 요한 기능이다.
∙EDIT 인터페이스: 린터용 슬라이싱 패키지에서 

생성된 G-code를 제어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수정/검
증/ 장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다. 장비테
스트를 한 간단한 G-code는 수작업으로 작성하여 
일로 장할 수 있다. G-code를 검증하는 방식은 
체 라인을 한 번에 디버깅하는 것과 한 라인씩 디

버깅을 할 수 있다. 검증 작업은 G-code을 입체형상
으로 묘사가 되고 알고리즘(algorithm)에 문제가 있
으면 문제가 되는 라인 번호를 나타낸다.

3. 비정형 적층구조물 출력실험

3D 콘크리트 린터를 활용한 층공법을 용한 시
멘트계 복합재료에 하여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라이

애시, 실리카 폼을 용한 콘크리트 층  수축변형률과 
시멘트 복합재료와 폴리카르본산계 고성능 감수제를 활

용하여 3D 린 용 콘크리트의 압출성능에 요구되는 

올로지 특성에 한 연구는 국내의 다수 연구진에 의

하여 진행이 되었다[11, 12].
<Figure 10>은 비실험에서 개발한 수 층용 콘크

리트 복합재료를 활용하여 간이수조에서 복합재료의 수

층성을 실험한 것이다. 비실험에서 개발된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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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operties of Binders

Binder 
type

Specific gravity
(g/cm3)

Specific surface 
area (cm2/g)

Chemical composition (%)

MgO Al2O3 SiO2 CaO Fe2O3 SO3 L.O.I

OPC 3.13 3,712 2.84 4.51 21.78 61.09 3.41 2.23 2.43

SF 2.20 200,000 0.20 0.53 91.0 1.00 2.94 3.96 1.00

<Table 6> Mixing Proportion

W/B (%)
Unit weight (kg/m3)

Water OPC SF Fine aggregate HWRA Viscosity Agent

0.36 244.3 617.1 68.6 1371.3 5.1 6.2

복합재료는 수 에서 층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

고 3D 린터 장비를 활용한 추가 인 실험을 통하여 

재료의 성능을 개량할 것이다. 본 연구를 하여 개발된 
수 층 실험용 3D 콘크리트 린터 장비의 성능과 수
층용 콘크리트 복합재료의 거동을 평가하기 하여 

육상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비정형 구조물  시험체를 

제작하고 평가하 다. 한 층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시험체의 거동 평가를 하여 시험체는 일반 콘크리트 

표  시험과 층 콘크리트 시험으로 구분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으로 압축강도, 휨강도와 같은 굳은 상태
의 콘크리트 구조물 성능을 비교하 다.

<Figure 10> Preliminary Test for Printing the Underwater 

Concrete Material

3.1 실험용 복합재료

수 층용 콘크리트 복합재료의 결합재는 보통 포틀랜

드시멘트(ordinary Portland cement; OPC), 실리카 품(Silica 
fume; SF)을 사용하 고, 물리․화학  특성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잔골재는 국제 표 사(ISO 679)를 사용하 고, 
화학첨가제는 유동성 확보를 해 폴리카르복실계 고성능 

감수제(High water reduction agent; HWRA)와 층성 확보를 

해 셀룰로오스계 증 제(Viscosity agent)를 사용하 다. 
수 층용 콘크리트 복합재료를 활용한 배합설계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결합재는 량비 OPC: SF = 
9:1로, 잔골재는 결합재 량 비 2배를 용하 다. 화
학첨가제의 경우 고성능 감수제는 결합재의 량 비 

0.8%, 증 제는 배합수의 량 비 2.5%를 용하 다.

3.2 비정형 구조물 제작 실험

3D 콘크리트 린터를 활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층할 경우에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료 배합을 

설계하여야 한다.
∙유동성(flowability): 재료의 배합에서 린터장비까

지 배합 재료를 하게 이송하는 것. 
∙압출성(extruability): 이송된 배합 재료를 린터의 

노즐선단까지 하게 압송하는 것. 
∙ 층성(buildability): 재료를 활용하여 린터가 구조
물 층 시, 층구조물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

<Figure 11> Atypical Concrete Structure Printed with the 

Underwater 3D Concrete Printer

<Figure 11>은 재령 28일 설계기 강도 50MPa을 만족
하는 수 층용 복합재료를 활용하여 출력한 다양한 비

정형 층구조물을 나타낸다. 출력 시 이어 폭과 높이는 
각각 100, 50mm로 용하 고, 최종 높이는 500mm가 
되도록 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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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Specimen Property of the Compressive 

Strength Test

Day Type
Normal

Specimens
Printing

Specimens

1

Diameter 100.0 mm 100.0 mm
Height 197.2 mm 185.8 mm
Weight 3.31 kg 3.05 kg
Density 2138.2 kg/m3 2091.1 kg/m3

7

Diameter 100.0 mm 100.0 mm
Height 196.7 mm 186.3 mm
Weight 3.32 kg 3.07 kg
Density 2150.1 kg/m3 2099.2 kg/m3

14

Diameter 100.0 mm 100.0 mm
Height 197.7 mm 185.3 mm
Weight 3.30 kg 3.06 kg
Density 2126.4 kg/m3 2103.7 kg/m3

28

Diameter 100.0 mm 100.0 mm
Height 197.3 mm 185.7 mm
Weight 3.33 kg 3.04 kg
Density 2150.0 kg/m3 2085.4 kg/m3

<Figure 14> Result of Compressive Strength Test

4. 실험결과

4.1 시험체 제작 및 시험평가

굳은 상태의 콘크리트 성능 평가를 하여 일반 콘크리트 

표 시험은 몰드 성형방식과 층 콘크리트는 압출 성형방

식으로 <Figure 12A>에 표 한 바와 같이 시험체를 제작하

다. 압축강도 측정용 시험체 제작에 있어서 몰드 성형 
방식으로 직경 100mm, 높이 200mm의 실린더 형으로 제작
하 다. 압출 성형 방식은 폭 100mm, 높이 200mm, 길이 
1,500mm의 층 시험체를 이어 높이 50mm 단 로 출력

하여 특수제작된 몰드를 이용하여 직경 100mm, 높이 
200mm의 원주형 공시체를 추출하 다. 

<Figure 12B>에 표 한 바와 같이 콘크리트의 압축강

도 시험은 KS F 2405(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하여 수행하 고, 경화된 콘크리트는 25℃에서 기건양생
하여 재령 1, 7, 14, 28일에 압축강도를 측정하 다.

<Figure 12> (A) Specimens of Compressive Strength Test; 

(B) Compressive Strength Test

<Figure 13A>에 표 한 바와 같이 휨강도 측정용 시험체 

제작의 경우, 몰드 성형 방식은 폭 100mm, 높이 100mm, 
길이 400mm의 빔 형으로 제작하 다. 압출 성형 방식은 폭 
100mm, 높이 100mm, 길이 1,500mm의 층 시험체를 이
어 높이 50mm 단 로 출력하여, 시험체가 굳지 않은 상태에
서 폭 100mm, 높이 100mm, 길이 400mm로 재단하 다. 

<Figure 13> (A) Specimens of Bending Strength Test; 

(B) Samples of Bending Strength Test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Figure 13B>에 표 한 바와 

같이 KS F 2408(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에 하여 
수행하 고, 경화된 콘크리트는 25℃에서 기건양생하여 
재령 7, 14, 28일에 휨강도를 측정하 다. 시험 시 단력
을 배제하고 순수한 모멘트의 향만을 고려하기 해 3
등분  재하 방법으로 휨강도를 측정하 다.

4.2 압축강도 시험분석

압축강도 측정을 한 실린더형 시험체를 연마 후 지름, 
높이, 무게, 도를 <Table 7>에 나타내었고,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측정결과를 <Figure 14>에 나타내었다. 재령 28일 
압축강도 시험 결과, 일반 콘크리트는 56.4MPa, 3D 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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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한 층 콘크리트는 50.1MPa로 측정되었고, 층 

시험체의 압축강도가 일반 시험체의 압축강도 보다 11.3% 
낮게 나타났다. <Table 7>에 나타난 것처럼 층 시험체 
 일반 시험체의 지름은 동일하나, 층 시험체는 일반 

시험체 보다 높이가 낮고, 무게가 으며, 도의 경우 약 

2.2%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 시험체의 경우 다짐을 통하
여 천이 의 강도를 개선하는 것과 달리, 층 시험체는 

층 시 계면에서의 공극이 발생되어, 이어간 결합력이 

감소되어 압축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4.3 휨강도 시험분석

휨강도 측정을 한 빔 시험체를 별도의 가공 처리 없

이, 휨강도 측정 의 시험체의 규격을 상부폭의 경우 

100mm로 일정하게 나타났으며, 하부폭, 높이, 길이, 무
게, 도를 <Table 8>에 나타내었고, 콘크리트 휨강도 시
험결과를 <Figure 15>에 나타내었다. 재령 28일 휨강도 
시험 결과, 일반 콘크리트는 5.3MPa, 층 콘크리트는 

6.1MPa로 측정됨에 따라, 층 시험체의 압축강도가 일

반 시험체의 압축강도 보다 14.8% 높게 나타났다.

<Table 8> Specimen Property of the Bending Strength Test

Day Type
Normal

Specimen
Printing

Specimens

7

Weight*Height
*Length

100.0×100.0
×396.0 mm 110.5×100×400.3 mm

Weight 8.45 kg 9.77 kg
Density 2,133.8 kg/m3 2,318.9 kg/m3

14

Weight*Height
*Length

100.0×100.0
×396.0 mm 110.7×100×397.0 mm

Weight 8.40 kg 9.62 kg
Density 2,121.2 kg/m3 2,300.1 kg/m3

28

Weight*Height
*Length

100.0×100.0
×396.0 mm 110.7×100×399.3 mm

Weight 8.43 kg 9.67 kg
Density 2,128.8 kg/m3 2,298.8 kg/m3

<Figure 15> Result of Bending Strength Test 

<Table 8>에 나타난 것처럼 층 시험체  일반 시험체
의 상부폭과 높이는 동일하고, 길이는 거의 유사하다. 
<Figure 16>의 시험체 단면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층 시험
체는 2개의 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층 시험체는 두 

번째 이어(50-100mm) 층 시 첫 번째 이어 (0-50mm)
는 처짐이 발생하여 사다리꼴 형상을 나타내고, 첫 번째 
이어의 평균 하부폭은 110.7mm로 나타났다. 

<Figure 16> (A) Cross Section of Normal Specimen; 

(B) Cross Section of Printing Specimen

층 시험체는 일반 시험체 보다 도의 경우 약 8.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높이와 상부 폭이 서로 
같으나, 층 시험체의 하부폭이 일반 시험체 보다 넓기 

때문에 단면 2차모멘트가 더 크므로 층 시험체의 휨강도
가 더 크게 측정된 것으로 단된다. 한편, 압축강도 시험결
과, 층 시험체의 압축강도가 일반 시험체 보다 낮게 측정되
어, 시험체의 단면 2차모멘트와 도심을 용해 휨강도에 
한 추가 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휨강도 시험 후 일반 콘크리트와 층콘크리트 시험체의 

윗면  측면을 <Figure 17>에 나타내었다. 콘크리트 시험
체의 괴거동은 일반 시험체와 층 시험체 모두 지간 

앙부 하면에서 시작된 휨인장 균열이 압축부로 진 되면

서 괴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7> (A) Top View of Specimens after Bending 

Strength Test; (B) Side View of Specimens 

after Bending Strengt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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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은 수 층용 시험장비 개발과 제어시스템의 

설계요소들에 기술하 다. 4축 출력장비와 재료배합/이
송 배치 랜트에 한 기본 인 기구설계와 제반 인 구

성  제원에 하여 기술하 다. 수 층용 장비운

을 한 인터페이스(HMI)와 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특
성에 하여 간략하게 설명하 다.

한, 층장비와 배치 랜트의 성능검증을 하여 다

양한 비정형 구조물을 육상실험에서 제작하여 층시스

템의 성능을 검증하 다. 비정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육
상에서 출력 시 세계 최 의 이어 폭(100mm)과 높이
(50mm)를 용하여 층시공에 합한 콘크리트 배합설
계를 다양한 시험을 통하여 실시하 다. 
압축강도 시험에서 일반 시험체의 압축강도 보다 11.3% 

낮게 나타났지만, 층 콘크리트는 50.1MPa의 강도를 나타
내며 일반 인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강도로서는 충분한 

것으로 단된다. 휨강도 시험에서 층 콘크리트는 6.1MPa
의 강도를 나타내며 일반 시험체의 휨강도 보다 14.8% 높게 
나타났다. 시험체의 단면 2 차모멘트와 도심을 용해 휨강
도에 한 추가 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Figure 18>은 수 층 시험용 린터장비를 이용하

여 비정형구조물을 수 에서 출력하는 것과 층후의 결

과물을 나타낸다. 간이수 실험을 통하여 고찰한 여러 

가지 문제 은 추가 인 수 실험  연구를 통하여 개

선하고 보완을 할 것이며, 실험용 수 층장비  운

시스템의 보완 작업도 지속 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3D
콘크리트 린  기술은 다양한 4차 산업기술과 목하
여 향후 건설/토목 분야의 자동화 건설 시스템에 요한 
요소 기술이 될 것이라고 기 한다.

<Figure 18> Preliminary Underwater Printing with the 

Underwater 3D Concrete Pr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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