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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프린팅기술을 활용한 고래 콘텐츠 제작

Whale Contents Manufacturing using 3D Printing

정의필(울산대학교 고래연구소), 김병호(울산대 전기공학부 IT융합전공) 

Uipil Chong(Whale Research Institute), Byungho Kim(IT Convergence Division)    

 <요약>

    3D 프린터는 '인쇄'를 하는 것은 아니라 3D 도면을 바탕으로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계를 뜻하며, 가공의 용이성 등으로 종이, 고무, 콘크리트, 식품, 금속까지 재료의 범위

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울산 해역에 서식하였던 고

래들의 사진 자료를 참고하여 고래 모형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고래의 이미지를 Rhinoceros

라는 소프트웨어 툴을 PC에서 사용하여 모델링하고, FDM방식으로 출력한 후 모델링이 잘 된 

완성품을 선택하여 CJP방식으로 출력함으로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Abstract>

3D printer means that it makes 3D objects based on 3D drawings instead of just 

printing. The application area of 3D printing extends to paper, rubber, concrete, 

food, metal industries. In this paper, the 3D whale model contents based on whale 

images were manufactured using 3D printing technology. Using the Rhinoceros software 

tool in PC, we modeled the whales with FDM method and printing out them in CJP 

method. Finally, we could get the satisfying results from the 3D whal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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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3D 프린팅은 3D 설계를 통해 생성된 도면을 컴퓨팅 신호를 통해 재료물질을 연속적으로

계층 구조로 쌓아올려서 제품의 형태로 만드는 3D 프린터 관련 기술로써 절삭가공 기술에서 

적층가공기술로의 변화를 도모하며, 설계 데이터에 따라 액체·파우더 형태의 폴리머(수

지), 금속 등의 재료를 가공·적층 방식(Layer-by-layer)으로 쌓아올려 입체물을 제조하는 

장비이다. 이들의 특징은 다품종 소량생산과 개인 맞춤형 제작이 용이한 산업으로, 규모의 

경제와 저임금 노동 우위를 가진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형태의 생산/유통/소비 방식을 탄생

시키고 있다. 또한, 3D프린팅은 제조업의 혁신 뿐 아니라 투자, 판매, 재무관리 등의 전 단

계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자인의 반복적인 수정이 용이하여 

제품 디자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바닥에서 위로 재료를 쌓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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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형상 구현에 한계가 없고, 상상하는 데로 어떤 모양도 출력이 가능하다[1].

 1986년 처음 발명된 3D프린팅 기술은 신속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에 주로 시

제품 제작(Rapid Prototyping)에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적용 가능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이제는 주얼리, 디자인, 헬스 케어, 취미, 교육, 예술 방위, 건축 및 산업 디자인 등의 분

야에도 적용 되고 있으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3D 프린팅 산업 발전을 온 세계가 주목하

고 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3D 프린팅 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

서 기술 융합을 통한 인력양성 및 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다. 오늘날의 고래류는 지금

으로부터 약 3,370만년 전 신생대 시대부터 다양하게 진화하여 왔다[2]. 

이러한 고래는 울산지역에도 그 역사가 매우 깊다. 울산광역시는 남구 장생포에 조성된 고

래문화특구와 울주군에 위치한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 국내 유일의 고래관광 및 역사가 함께 

있는 고래 도시의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래 관련 하드웨어 인

프라가 잘 갖추어진 환경에 고래 문화콘텐츠를 3D 프린팅과 융합하여 제작하여 봄으로서 울

산지역의 고래관광 및 콘텐츠 산업에 기여를 하고자 한다. 제작 대상으로 삼은 고래류는 과

거 한반도 주변에서 서식하였던 고래들까지 포함하여 큰머리돌고래, 향유고래, 귀신고래, 

범고래, 고양이고래, 남방큰돌고래, 상괭이, 보리고래 등이다[3]. 제작된 작품들은 울산창

조경제혁신센터의 협조로 2015년 2학기 울산대 전기공학부 IT융합전공 캡스톤디자인과목을 

수행한 학생들이 FDM 방식으로 출력하여 얻은 결과이다. 본 논문은 고래모델 선정, 3D 모델

을 위한 사용툴, 모델링과정들을 기술하고 최종 작품을 보여준다.  

2. 3D 프린팅을 활용한 작품 제작

2.1 고래 모델 선정 및 사용 툴 

모델링에 이용할 고래류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행한 “한반도 연해 고래류”[참고문헌 

8**]를 참고하여 큰머리돌고래, 향유고래, 귀신고래, 범고래, 고양이고래, 남방큰돌고래, 

상괭이, 보리고래 등을 선정하였다. 이 문헌의 사진을 최대한 활용하여 3D 모델링을 하였

다. 모델링에 사용한 툴은 McNeel사의 Rhinoceros로서  매우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며, 타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이 좋고 가볍기 때문에 현재, 산업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툴이다. 이 3D모델링 소프트웨어 툴은 NURBS기반의 3D모델링 소프트웨

어로서, Curve, Surface, Solid 등 3차원 Geometry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하고 표현하

는 진보된 방식의 모델링 소프트웨어이다.  아래 그림 1은 이 툴의 상표를 표시하고 있다.

그림1 3D 모델링 툴

2.2 고래 모델링 및 모델링 예

   모델링은 먼저 고래의 몸통 모델링, 입, 눈, 지느러미, 꼬리 등 형상과 피부 특징 표현 

등의 순서로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그림 2는 고래 모델링 처리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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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모델링 할 대상을 선택하고 고래의 사진을 스캔한다. 사진을 기반으로 Rhinoceros

라는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하여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델링을 하게 된다. 그림 3은 완

성된 모델링의 예로서 “고양이고래 3D 모델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2 고래 모델링 과정

그림 3 고양이 고래 모델링 

3. 최종결과물

 모델이 모두 PC에서 완성되면 모델링 파일을 지정된 3D 프린터에 연결하여 출력하면 된다. 

즉, FDM방식으로 출력 후에 모델링이 잘 된 완성품을 CJP방식으로 출력한다.

그림 4는 3D 프린터로 최종 출력된 고래들의 콘텐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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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3D 프린팅 제작 완성된 고래류

 4. 결론

   3D 프린팅은 인간의 개입 없이 자가 조립의 과정을 통해 가구, 자동차 심지어 건물까지 

생산이 가능한 4D 프린팅으로의 진화를 진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생들의 3D 프린팅

을 활용한 고래류 제작과정을 설명하고 최종 작품을 얻게 되어 관광 콘텐츠가 부족한 울산 

지역의 관광 산업에 기여할 수 가 있다. 

이러한 시제품들의 사업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강화, 정밀성 

향상, 금속소재 개발 등의 상용화 단계가 필요하다.

기대효과로는 한반도 서식 고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고, 모델링 된 고래를 이

용하여 박물관 및 고래축제 등에 전시 및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  학생들의 3D 모델링 실

력 향상 및 3D 프린팅 사용법을 숙지하여 인력 양성에도 기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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