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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3
 D 프린팅 기술의 활용 영역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맞춤형 치료 중심의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
- 헬스케어 3D 프린팅 기술은 △인공조직 및 신체 기관 제작 △맞춤형 보철물 제작 △신체 삽입형 구조물(임플란트)
및 해부학적 모델 제작 △맞춤형 제약 및 투여 등에 활용
- 특히 △맞춤형 의료 제품 및 장비를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다는 점 △전통적인 제조방식에 비해 납기 단축과 불필요
한 자원낭비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한 설계 파일을 공유하고 확산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
- 3차원 형상제작 기술과 전자기술 등을 조합하여 자가 변형이 가능한 생체조직부터 인체에 삽입하는 바이오장기를
생산하는 4D 프린팅 단계로 진화를 모색
▶ 전 세계 헬스케어 3D 프린팅 시장의 규모는 2015년 9억 269억 불에서 2022년 38억 9,779만 불로 확대될 전망
- 헬스케어 3D 프린팅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프린팅 재료로는 2015년 기준 폴리머(polymers)의 비중이 49.8%로
가장 높고, 세라믹(27.8%)과 금속 및 금속합금(17.5%)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헬스케어 3D 프린팅 기술의 응용분야는 보철, 임플란트, 치과 보형물, 바이오 프린팅 및 청각 보조기기, 교정용
신발 및 치열교정 등으로 2022년까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의료용 임플란트와 치과용 보형물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고, 보철과 청각 보조기기 부문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바이오프린팅 분야는 현재 시장규모는 작지만 향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
▶ 헬스케어 3D 프린팅은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
- 맞춤형 보철물 제작 분야는 환자의 CT 또는 MRI 스캔을 통해 생성된 3차원 CAD 모델을 기반으로 맞춤형 보철물을
제작하며, 3D 프린팅의 시장 가치는 2022년 8억 138만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임플란트 제작 분야는 환자의 신속한 회복, 수술 시간의 최소화, 수술 정확도 향상,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2022년 시장규모는 15억 221만 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바이오프린팅 기술은 생체조직을 배양 및 인쇄하여 환자 맞춤형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공 조직을 제작
할 수 있으며 2016-2022년간 연평균 31%의 성장률을 이어가며 2022년 시장규모가 2억 불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
▶3
 D 프린팅이 헬스케어 분야의 주류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과 더불어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기
- 헬스케어 3D 프린팅 기술이 각광받는 배경에는 정밀의료와 맞춤형 치료의 확산이라는 가치 트렌드가 존재
- 3D 프린팅은 의료용품과 보철, 인공조직 등 물리적인 부문에서 맞춤형 치료의 이상을 구현하는 제조 기술로서
가치를 창출
- 단, 명확한 산업 표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들이 난립할 경우 시장의 성숙을 저해할 수 있음에 유의가 필요
- 요컨대 헬스케어 3D 프린팅은 의료제품 제조의 혁신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 지원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가치평가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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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황

1. 개요
	(개요) 헬스케어 분야에서 3D 프린팅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보철물 제작부터 맞춤형 제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
- 헬스케어 분야의 3D 프린팅(3D Printing)이란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분말, 액체, 살아있는 세포 등의 재료를
융합 또는 증착하여 3D 객체를 생성하는 제조 방법
• 일부 3D 프린터는 기존 잉크젯 프린터와 유사한 원리로 작동하며, 3D 프린팅 프로세스는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AM), 신속조형(rapid prototyping, RP) 또는 임의형상제작기술(solid free-form
technology, SFF) 등으로 불릴 수 있음
• 3D 프린팅은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도면을 수정할 수 있어 제조업 혁신의 주역으로 평가
- 헬스케어 분야의 3D 프린팅 기술은 △인공조직 및 신체 기관 제작 △맞춤형 보철물 제작 △신체 삽입형
구조물(임플란트) 및 해부학적 모델 제작 △맞춤형 제약 및 투여 등에 활용
- 이를 통해, △의료제품, 의약품 및 장비의 맞춤화 및 개인화 △비용 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향상 등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한편, 의료분야의 3D 프린팅 기술은 3차원 형상제작 기술과 전자기술 등을 조합하여 자가 변형이 가능한
생체조직부터 인체에 삽입하는 바이오장기를 생산하는 4D 프린팅 단계로 진화를 모색
• 4D 프린팅의 구현을 위해서는 △자가 조립을 위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프린터 △형상변형이 가능한 스마트 물질이 필요

4D 프린팅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프린터

스마트
물질

자료 : Geeetech (2016)

<그림 1> 3D 프린팅에서 4D 프린팅으로 진화하기 위한 구성요소

	(효용성) 보건산업 분야에서 헬스케어 3D 프린팅의 이점과 효용은 다음과 같음
- (맞춤화 및 개인화) 3D 프린팅이 의료 분야에서 제공하는 가장 큰 이점은 맞춤형 의료 제품 및 장비를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다는 점
• 예컨대 3D 프린터를 통해 보철 및 임플란트를 맞춤화하면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과 환자 회복 시간을 단축하고
수술이나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제고
• 개인별로 맞춤화된 약물 복용량과 성분 구성을 제공함으로써 복약 효과를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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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효율성 향상)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도 3D 프린팅의 중요한 이점
• 전통적인 제조 방법은 여전히 대량 생산에 의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3D 프린팅을 통한 소량생산
비용이 하락하면서 점차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
• 특히 치과 치료 또는 두개 안면 교정을 위한 소형 표준 임플란트 또는 보철의 경우 사용자의 특성에 맞춰 비용
효율적으로 맞춤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3D 프린팅에 주목
• 이는 특히 생산량이 적거나 복잡하거나 자주 수정해야하는 의료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유리하며, 불필요한
자원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제조비용을 절감
* 예컨대 10mg 단위의 알약은 1mg 단위로 주문 제작될 수 있으며, 일부 약제는 환자별 복용량에 따라 ‘인쇄 제작’이
가능하여 더 쉽고 저렴하게 제공 가능

- (생산성 향상) 전통적인 제조방식으로는 다단계 공정과 긴 납기가 요구되는 보철물 및 임플란트 제조를 단 몇 분
만에 완료
• 속도뿐만 아니라 3D 프린팅의 해상도, 정확성, 신뢰성, 반복성이 꾸준히 향상되어 균일한 품질을 유지
- (혁신역량 공유) 3D 프린팅을 통해 각종 의료 모델(medical model)이나 의료 기기의 복제본을 만들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설계 공유가 가능
•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한 설계 파일을 공유하고 확산
* 이와 관련, 미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은 2014년 ‘3D 프린트 거래소(3D Print
Exchange)를 출범시켜 의료 관련 3D 프린팅 파일의 오픈 소스를 공유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17)

<그림 2> 미 NIH의 3D Print Exchange 홈페이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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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규모 및 전망
	(시장규모) 전 세계 헬스케어 3D 프린팅 시장의 규모는 2015년 9억 269억 불에서 2022년 38억 9,779만
불로 확대될 전망
- 헬스케어용 3D 프린팅 판매대수는 2015년 3만 1,372대에서 2022년 29만 1,514대로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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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IS Research Analysis (2016)

<그림 3> 전 세계 헬스케어 3D 프린팅 시장규모 전망(2014-2022)

- 2015년 전 세계 3D 프린팅 시장에서 헬스케어 부문이 차지한 비중은 16%를 기록
• 기술 분야의 점진적인 발전으로 인해 3D 프린팅은 이제 의료 분야에서 필수 불가결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으며, 의료 및 치의학 분야에서 다양한 응용 영역을 확보
• 3D 프린팅과 관련한 주요 특허의 만료, 다양한 국가에서의 정부 지원금 증가, 사용자 맞춤기능 제고 등의
요인이 이 분야의 시장 성장을 촉진
• 의료 분야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우수한 산업용 원료(industrial grade raw material)의
가용성이 높아진 것도 헬스케어 3D 프린팅 분야의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헬스케어 3D 프린팅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프린팅 재료로는 2015년 기준 폴리머(polymers)의 비중이
49.8%로 가장 높고, 세라믹(27.8%)과 금속 및 금속합금(17.5%)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폴리머는 헬스케어용 3D 프린팅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2015년 시장 규모가 8,063만 불을
기록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22.6% 성장해 2020년 시장규모가 3억 9,715만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
•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으로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금속 사용이 다각화되고 있으며, 2016년~2020년까지
헬스케어 3D 프린팅 분야에서 금속 및 금속 합금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41%로 성장해 2020년 시장규모가
3억 6,446만 불로 확대될 전망
• 세라믹 재료 시장은 2016년~2020년까지 연평균 27.8% 성장해 2020년 시장규모가 2억 9,000만 불이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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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IS Research Analysis (2016)

<그림 4> 헬스케어 3D 프린팅 재료별 시장규모 전망(2015-2020)

	(응용분야) 헬스케어 3D 프린팅 기술의 응용분야는 보철, 임플란트, 치과 보형물, 바이오 프린팅１) 및 청각
보조기기, 교정용 신발 및 치열교정 등으로 2022년까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의료용 임플란트와 치과용 보형물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고, 보철과 청각 보조기기 부문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 바이오프린팅 분야의 경우, 현재 시장규모는 작지만 장기이식 수요의 증가와 장기 공급 부족에 따라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30.5%의 높은 성장률을 이어나갈 전망
연평균성장률(2016-2022)
31.0%

24.0%

18.0%

시장규모(大)

시장규모(小)
의료용 임플란트

치과 보철

보철물

청각보조기기

바이오프린팅

기타

자료 : BIS Research Analysis (2016)

<그림 5> 헬스케어 3D 프린팅 재료별 시장규모와 2022년까지 평균 성장률 전망

１) 생체 적합성 재료를 이용해 인체의 조직이나 장기와 유사한 형태의 입체 조형물을 만드는 3D 프린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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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응용영역 및 사례

1. 맞춤형 보철물 제작
	(개요 및 특징) 3D 프린팅은 환자의 CT 또는 MRI 스캔을 통해 생성된 3차원 CAD 모델을 기반으로 맞춤형
보철물을 제작
- 이 기술을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신체구조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보철물을
만들어 회복 속도와 경과를 개선
• 3D 프린팅으로 제작되는 보철물은 설계 도안을 적절한 크기로 수정하여 다시 출력하면 되므로, 사용자의
필요와 요구사항에 따라 디자인을 변형할 수 있고 신체의 성장이나 변화에 따라 의수를 손쉽게 다시 제작
- 헬스케어 분야에 3D 프린팅을 도입하기 전에 비해 보철물의 제작비용과 제작기간이 획기적으로 감소
• 대표적인 보철물인 의수의 경우, 현재 미국을 기준으로 시판 가격이 5천~5만 불 수준인 반면, 3D 프린터를
활용한 의수는 불과 몇 백 불 수준의 재료비만 있으면 제작이 가능
• 일반적인 상업용 의수의 제작 기간이 의뢰 후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한 달 가량 소요되는 것에 반해, 3D
프린터를 이용한 의수는 길게 잡아 하루 정도면 제작이 가능
• 미국 마이애미 대학(University of Miami)이 개발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구 보철물 생산 방법에는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되어, 단 몇 시간 만에 제작이 가능
- 첨단 소재의 개발과 프린팅 기술의 발전으로 연조직 보철물을 제작
• 이러한 보철물은 인공 귀, 눈, 코를 포함해 얼굴 상악 재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주요 사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보철물 제작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UCF)의 학생들은 Stratasys Group의 Dimension Elite 3D Printer를
사용하여 여섯 살 소년의 로봇 팔을 개발 및 제작
• 3D 프린팅을 위해 사용된 소재는 UCF의 학생단체인 Stratasys Group이 미국의 Limbitless solutions와
협업을 통해 제작한 ABSplus였음
• ABSplus는 어린이의 해부학적 특성에 적합한 의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의수 제작도 Stratasys
Group이 개발한 Dimension Elite 3D printer를 통해 진행

자료 : Stratasys Group 홈페이지 (2017)

<그림 6>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보철물 제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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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EOS는 DMLS(Direct Metal Laser Sintering) 기술을 사용하여 장애인 등반가를 위한 인공 보철물을
환자의 해부학적 특징과 요구 사항에 맞춰 3D 프린터로 제작
• 특히 경량의 소재를 사용하여 착용 시 부담을 줄이고 강도가 높은 보철물을 제작한 것이 특징
- 자원봉사단체 e-NABLE Community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수 디자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저렴한 가격에 보급
• e-NABLE Community는 2015년 5월 Google 산하의 복지재단 Google.org로부터 60만 불의 기금을 기부
받는 등 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
• 3D 프린팅을 활용한 보철물을 사회적 약자나 개발도상국가 국민들에게 무료로 보급하는 운동의 일환

	(시장 전망) 맞춤형 보철물 제작 분야에서 3D 프린팅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시장
가치는 2014년 1억 2,136만 불에서 2022년 8억 138만 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16-2022년간 연평균 23.6%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중 보철물 제작용 3D
프린터의 판매 대수는 연평균 27.4% 성장하며 2022년 말까지 6만 664대가 판매 될 것으로 예상
단위: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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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IS Research Analysis (2016)

<그림 7> 3D 프린팅의 맞춤형 보철물 시장규모와 평균 성장률 전망 (2014-2022)

2. 신체 삽입형 구조물(임플란트) 제작
	(개요 및 특징)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인체의 뼈나 척추 전체, 안면 보형물 등을 임플란트 함으로써
다양한 편익을 실현
- 3D 프린팅을 활용한 임플란트 수술의 경우, 환자의 신속한 회복, 수술 시간의 최소화, 수술 정확도 향상,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
- 최근 대학 및 연구소와 3D 프린팅 제조업체의 협력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 3D 프린터가 경량 티타늄처럼 내구성과 강도가 강화된 소재를 도입하고 있는 것도 이 분야의 발전에 유리한 조건
- 미 FDA가 2010년 Exactech社가 티타늄을 재료로 3D 프린팅을 통해 제작한 인공고관절용 비구컵
(Acetabular Cup)을 승인하고 2013년에는 Renovis社가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Tesera를 승인하는 등 규제
당국의 태도도 전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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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임플란트 제작 및 활용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3D Systems에 인수된 금속 전문 3D 프린터 업체 Layerwise는 환자의 해부학적 특성에 완전히 부합하는
안면윤곽(CMF) 임플란트를 만들기 위해 3D 프린터를 활용한 적층가공 방식을 적용
• Laywise의 연구진은 3D 프린팅된 다공성 티타늄 지지체가 단기간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사용에도 임플란트
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
• 임플란트는 변형 가능(순수 티타늄으로 제조)하거나 경질(티타늄 합금으로 제조)로 제조되며, 표준 티타늄
미니 플레이트와 메쉬 플레이트는 골절이나 두 개 및 안면 기형 치료에 주로 사용
- 산업용 기계장비 업체 Renishaw는 외과 수술용 재건 기술 개발을 위해 영국 CARTIS (Centre for Applied
Reconstructive Technologies)와 협업을 통해 악골면 수술을 위한 가이드를 개발
• 이 가이드에 포함된 설계 정보는 환자의 해부학적 특성에 따라 코발트 크롬(Co-Cr) 합금으로 3D 프린팅할 수
있도록 지원
- 스페인의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연구팀은 인공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뼈 조직을 만들기 위한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
• 탄소 나노 튜브를 사용하여 뼈 조직 내에 전력망을 만들어 세포 성장을 보장함으로써 뼈 크기를 증대시키는
것이 가능
• 이 연구는 EnvisionTEC 3D-Bioplotter를 사용하여 수행되었으며, 3D 프린팅에 사용된 폴리머는 FDA의
승인을 받은 폴리카프로 락톤(PCL)으로 확인

	(시장 전망) 의료용 임플란트 제작 분야에서 3D 프린팅의 시장 가치는 2015년 3억 6,814만 불에서
2022년 15억 221만 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2016-2022년간 연평균 20.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중 임플란트 제작용 3D 프린터의
판매 대수는 연평균 27.4% 증가해 2022년 말 판매 대수는 11만 8,180대가 될 것으로 예상

시장가치 (단위 :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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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020

20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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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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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8,180

86,382

56,818

31,399

13,422

6,511

자료 : BIS Research Analysis (2016)

<그림 8> 임플란트 제작용 3D 프린팅 부문의 연도별 시장규모 전망 (20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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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오프린팅
	(개요 및 특징) 3D 바이오프린팅은 조직공학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막대한 R&D 투자가
진행되어 다양한 성과를 창출
- 최근의 3D 프린팅 기술은 생체조직을 배양 및 인쇄하여 환자 맞춤형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공
조직을 제작
• 특정 환자의 생체세포를 추출하여 3D 프린터 잉크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별 환자의 생체조직을 3D 프린터로
구현
• 개별 환자마다의 약물 반응 및 부작용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능
• 이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대규모 임상 실험 등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 특성에 맞는 1인용 치료제와 약물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도 연결
- 이미 생체조직 및 혈관을 인쇄하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했으며, 인공장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바이오프린팅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증가할 전망
• 3D 프린팅을 활용해 이식용 장기를 복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 경우 이식된 장기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정맥과 동맥의 3D 프린팅도 함께 필요
* 이와 관련, Harvard, Stanford, MIT, University of Sydney 과학자들은 2014년 인간 내피세포로 코팅된 작은 섬유
네트워크의 바이오프린팅에 성공

-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이식용 인공장기가 아닌 임상 실험용 생체조직을 만들어내는 수준
• 의료진들은 3D 프린팅으로 복사된 환자의 심장을 이용해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거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술실에서 의외의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필요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
•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영아 환자를 위해 3D 프린터를 활용해 복사된 심장으로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 요컨대 복잡한 신체기관을 프린팅하는 것은 아직 실험 단계이지만, 피부, 연골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신체기관은
상용화 단계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평가

	(주요 사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프린팅의 연구 및 개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중국 기반의 바이오프린팅 업체 Revotek은 자사의 3D 프린팅 기술로 실제 혈관과 거의 유사한 인공혈관을 제작
• 이 기술은 다른 인공장기를 제작 및 이식하기 위한 혈관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
- 영국의 Swansea University 연구팀은 셀레론(Celleron)이라는 생분해성 조직을 개발했으며, 액상 폴리머
형태의 이 재료는 3D 프린터에서 복잡한 인체 조직을 복제하기 위해 사용 가능
- ETH Zürich의 Cartilage Engineering 연구진은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이식 수술을 대체할 수 있도록
3D 프린트를 활용한 생체 연골을 개발에 성공
• 이를 통해 모든 종류의 인공 복제 연골을 생산할 수 있으나, 수술에 주로 사용되는 코, 귀, 무릎 연골 등에 초점
- 미국의 국립연구소 LLNL(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도 3D 프린터를 통해 외형과
기능면에서 실제 혈관과 거의 유사한 혈관을 만드는 데 성공
• 현재의 기술로 해당 인공혈관을 바로 실제 치료에 적용할 수 없지만, 기초의학 분야의 혈관 실험용 재료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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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업체 L′Oréal은 미국 바이오프린팅 업체 Organovo와 협업을 통해 바이오프린팅을 이용한 인공 피부
세포조직 개발을 추진

자료 : NextBigFuture.com (2015)

<그림 9> 3D 프린터를 통한 인공피부 배양 연구 중인 Organovo

	(시장 전망) 바이오프린팅 부문은 미래에 충분한 성장 기회를 확보하고 있으며, 시장 가치는 2015년
2,897만 불에서 2022년 2억 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
- 2016-2022년간 연평균 3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중 바이오프린팅용 기기의 판매
대수는 연평균 32.8% 증가해 2022년에는 1만 7,928대가 될 것으로 예상
• 아직은 상용화보다 연구개발 단계에 있으므로 시장규모 자체는 그리 크지 않으나, 미래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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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IS Research Analysis (2016)

<그림 10> 바이오프린팅 부문의 연도별 시장규모 전망 (20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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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와 전망

1. 시장성장 촉진 이슈와 전망
	(기술발전) 3D 프린팅 기술과 소재개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헬스케어 3D 프린팅의 효용가치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확대
- 프린팅 기술의 발전으로 복잡한 형상을 가진 제품의 제작 범위가 확대되고 제작 시간을 단축
- 특히 바이오프린팅 분야에서 인공 조직과 장기의 제작, 세포의 기능 및 생존력 유지를 위한 부대 기능 제공 등을
위한 선도적 업체들의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장되는 추세
• 헬스케어 분야의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높은 기대감은 해당 시장에 다른 산업영역의 기업들까지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
* 화장품업체 L′Oréal과 생활용품업체 P&G는 3D 프린팅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대표적인 사례

	(맞춤화) 환자 개인별 맞춤 수요에 따른 주문형 치료와 시술에 대한 수요 증가
- 환자별로 자신의 해부학적·생리적 특성에 맞는 치료를 통해 수술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
- 개별 환자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의약성분과 보형물 재료 등을 사용한 진료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치료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치료비용 절감 효과 발생
• 3D 프린팅 전문 컨설팅업체 Smartech Markets는 특히 치과용 보철 및 임플란트와 의수 분야에서 3D
프린팅이 치료비용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
- 제약 분야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맞춤화 서비스가 가장 선도적으로 이루어질 분야로 주목
• 3D 프린팅을 활용한 의약품은 환자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의약 성분의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
• 기존 대량 생산형 제약 시스템에서는 아동용과 성인용 약품의 제조를 따로 구분하여 공정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반면, 3D 프린팅을 통한 의약품 제조는 하나의 3D 프린터를 통해서 다양한 용량의 의약품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 원가를 절감
• 신체 특성상 일반적인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노인, 소아 등의 환자에게 맞춤형 알약을 제공
•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계의 3D 프린팅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 조만간 약국의 개념이 사라지고, 환자가
원하는 목적과 형태에 맞는 의약품을 주문과 동시에 제조해 주는 온라인 약국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

(생산 효율성과 협업 증진) 다단계 작업의 필요성이 적어지고 의료분야의 새로운 협업 모델이 등장
- 환자 치료에 사용한 3D 프린팅 임플란트, 의수, 인공장기 등의 데이터를 3D 파일로 공유하여 멀리 떨어진
의료진과 협력하거나 3D 프린터의 인쇄 도면을 공유하여 의료진의 치료 능력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
- 환자, 의사, 디자이너가 일대일로 커뮤니케이션하며 최적의 수술 도구를 3D 프린팅 파일로 제작함으로써 최상의
산출물을 단기간에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
- 헬스케어 3D 프린팅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이 기술의 이점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장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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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성장 저해 요인과 전망
	(안정성과 인증)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의료용 임플란트나 인공 조직 및 장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소요
- 의료용 제품들의 승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까다롭고 길어질 수밖에 없으며 있으며 3D 프린팅과 같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경우 최종 판결이 반드시 제조업체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음
• 생물학 및 의학적으로 안전하게 실행 가능한 의료용품 및 인공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집중적인
R&D가 필요한 만큼 인증의 불확실성은 관련 기업들에게 매우 큰 리스크 요인
- 환자 안전의 측면에서, 3D 프린팅으로 제조된 임플란트나 인공조직이 실제로 환자의 몸에 아무런 부작용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
• 맞춤형 제작의 특성상 사전의 대규모 임상시험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실제 안정성이 확보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관찰이 필요
- 한편, 의료 관련 인증절차 및 조건은 국가 및 지역별로 서로 다른 규칙과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

	(특허 및 지적재산권) 3D 프린터는 재료와 3D 도면만으로 누구나 원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가 높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특히 심각한 문제
- 지적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의료관련 기업들이 3D 프린팅과 관련한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설 유인동기가 약화되고 이에 따라 전체 혁신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시장분석업체 Gartner에 따르면, 2018년 이후부터는 3D 프린팅 기술로 인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연간
1,000억 불의 지적재산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헬스케어 3D 프린팅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3D 프린팅을 통한 인공장기가 개발되는 경우 특허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또 다른 일각에서는 헬스케어 3D 프린팅 분야에서 특정 기술이 특허를 받을 경우 해당 기술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추가 부가가치 활동에 제약을 가해 혁신 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

	(비용부담) 아직까지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용하는 주요 3D 프린터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프린팅을 위한 재료비 역시 부담요인으로 작용
- 사용자별로 맞춤화된 생산 방식에 따라 현재로서는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3D 프린팅 소프트웨어의
높은 가격도 비용부담을 가중
- 현재 헬스케어 3D 프린팅 시장의 경쟁 포커스는 첨단 기술력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고가 서비스 및 재료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도 큰 편
- 3D 프린팅 가치사슬 내의 채널 파트너(channel partners)에 대한 지원 부족과 숙련된 전문가의 부족 문제 역시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
- 한편, 헬스케어 3D 프린팅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R&D 투자가 필요하며, 초기 설치비용이 높고 의료
관련 구성 요소에 대한 인증비용이 적지 않다는 점은 스타트업이나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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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트렌드) 헬스케어 3D 프린팅 기술이 각광받는 배경에는 정밀의료와 맞춤형 치료의 확산이라는 가치
트렌드가 존재
- 3D 프린팅의 맞춤형 제조방식은 환자별로 각각 다른 유전적·신체적 특성과 요구사항을 고려한 의약품,
세포조직, 인공 의수, 골격 등을 개발하는 솔루션으로 적격
• 유전체학 부문의 발전과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진료의 확산이 맞물리는 가운데, 3D
프린팅은 의료용품과 보철, 인공조직 등 물리적인 부문에서 이를 구현하는 제조 기술로 가치를 창출
- 아직 실험단계인 바이오프린팅 분야를 제외하고 보철물 제작, 맞춤형 의약품, 의료용 임플란트, 인공골격 등의
영역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과를 창출
- 이에 따라 헬스케어 3D 프린팅은 의료제품 제조의 혁신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
지원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가치평가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분야로 부상

	(기대와 전망) 3D 프린팅이 헬스케어 분야의 주류 솔루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과 더불어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지적도 제기
- 정책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3D 프린팅 활용행위에 대한 비용지원 방안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의 응급상황
예외조항 도입 △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의 심사방안 마련 등의 지원 논의가 진행
- 그러나 헬스케어 3D 프린팅과 관련하여 명확한 산업 표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들이 난립할 경우
시장의 성숙을 저해할 수 있음에 유의가 필요
• 헬스케어 3D 프린팅 부문에서 제작에 적용되는 주요 가이드라인, 연구개발 이후 제품 양산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 보험 적용 등을 위한 정비, 신기술 적용에 따른 영향평가, 3D 프린팅 제조과정에서의 위험요소 관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
- 이런 가운데, 3D 프린팅의 영역에서도 헬스케어 산업은 의료 서비스와 의약 연구는 물론, 정보기술의 발전,
환자의 니즈, 정책 변화, 시장 트렌드 등 수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매우 복잡한 분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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