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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 해병대, 3D 프린터로 콘크리트 병영 자동 구축 기술 개발

◾ 미 해병대는 특수 3D 프린터를 사용해 얇은 레미콘 층을 겹겹이 쌓아 여러 명의 군인이 

숙식할 수 있는 병영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이 3D 프린팅 장치를 활용하면 지금까지 10명의 병사가 5일에 걸쳐 지었던 막사를 최대 

24시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함

▸ 미 해병대가 공개한 3D 프린터로 지어진 

막사의 모습을 보면 콘크리트 층을 여러 

겹 쌓았음을 알 수 있고, 시험 제작이어서 

지붕까지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물결 모양

을 띠고 있는 벽의 모양에서 기존 병영 건

설과는 다른 특징을 볼 수 있음

▸ 이 막사는 미 해병대의 적층 제작팀(Additive 

Manufacturing)이 제1 해병원정군(I Marine 

Expeditionary Force), 육군엔지니어연구개

발센터와 공동으로 개발한 세계 최대의 콘크리트 3D 프린터를 사용해 구현하였음

▸ 이번 시험 제작에서는 약 10년 전에 나왔던 PC로 3D 프린터를 제어하여 면적 500 제곱피

트(약 14평)의 막사를 약 40시간 만에 완성하는데 성공하였음

▸ 첫 시도였기에 개발자들의 체크 작업과 콘크리트 보충 작업을 병행하며 건설한 관계로 

40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나, 실전에서는 자동 콘크리트 보충 기기를 사용하게 되므로 

24시간 내에 건설을 마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라고 함

◾ 이 기술은 야전 병영 구축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험을 무릅쓰고 병영을 구축해야 

하는 병사들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부대의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개발되었음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ICT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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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D 프린터로 지어진 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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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3D 프린터는 콘크리트를 부드러운 상태에서 사출하면서 층을 쌓아 올려 가는

데, 자세히 보면 벽과 벽 사이에 틈새가 있도록 사출함을 알 수 있음

▸ 이렇게 하는 이유는 콘크리트 사용량을 절

감하기 위한 것으로, 물자가 제한되는 전

장에서 효율적으로 막사를 건설하기 위한 

것임

▸ 콘크리트는 원료를 제조할 때 다량의 이산

화탄소가 발생하므로 사용량을 줄인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에도 기여하는 셈

▸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장점은 건설에 필

요한 인원을 줄여 군인들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인데, 지금까지 10명의 병사가 5일에 걸쳐 해야 했던 일을 거의 자동으

로 처리해주는 기계에 맡기면 전장에서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어지게 됨

▸ 이는 비용의 문제를 차치하면, 병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부대의 능력은 최대한 유지한

다는 군대의 기본 목표와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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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계 최대 콘크리트 3D 프린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