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담당자

연락처

내용 요약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의  ‘오스틴 컨벤션 센터’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 전시회로 꼽히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가 열리는 곳이다. SXSWsms 세계 스타트업들의 최대 경영장으로, 트위터, 포스퀘어도 이 행사에서 첫선을 보인 뒤

세계적인 서비스로 성장했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스는 인공팔 핸디를 전시한 일본 스타트업 엑시 부스였다. 약

60cm 길이의 철제 인공팔인 핸디는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팔꿈치 쪽에 끼워 쓰는 제품이다. 인공팔 위쪽에 장착된 센서로 팔

근육이나 신경의 움직임을 읽어 작동한다.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인 스미스소니언은 '3D프린터, 스미스소니언'이라는 제목의 세미

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서는 3D프린터를 이용해 집에서 공룡 화석 등을 출력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했다. 스미스 소니언 홈

페이지에서 '돌고래 화석'에 관한 설계도 파일을 내려받은 뒤 집에 있는 3D프린터로 출력하면 박물관에서 보관된 돌고래 화석과

거의 같은 모양, 질감의 확석을 집에서 만져볼 수 있다.

발행기관/발행일 서울신문 / 2015.03.18

기사 제목(링크) 제2회 인사이드 3D 프린팅 컨퍼런스, 오는 6월 킨텍스서 열려 

내용 요약

지난달 이슬람국가(IS)가 파괴한 이라크 모술 박물관 소장품 복구에 3D프린팅 기술이 쓰이게 될 예정이다. 프로젝트 모술은 유럽

‘디지털 문화유산 초기 교육 네트워크’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젝트 그룹이다. 파괴된 모술 박물관 소장품 복구가 목표이며, 순수 자

원봉사를 통해 운영된다. 현재 사진 측걍법과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하여 유물을 가상으로 재구축할 예정이고, 충분한 사진, 디지털

스캔본만 있으면 유물의 디지털 모사품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발행기관/발행일 조선일보 / 2015.03.17

기사 제목(링크) 34만원 인공 팔, 3D로 찍어낸 공룡화석  

주제 3D프린터 활용 

내용 요약

3D프린터용 콘텐츠를 유통하는 온라인 스토어(마켓)가 잇따라 오픈한다. 인터넷시대 포털사이트와 같이 3D프린팅 산업 대중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다. 3D프린팅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 퍼니

폴리는 이달 23일 3D프린팅 유통 플랫폼 ‘퍼니폴리’를 오픈한다. 국내 최초의 3D콘텐츠 플랫폼으로 회사는 소개한다. 미국에서 인

기가 높은 싱기버스(Thingiverse) 셰이프웨이즈(Shapeways)와 성격이 유사하다. 무료 3D프린팅 콘텐츠를 확보해 올리고 디자이너

등 전문 3D프린팅 기획자가 만든 콘텐츠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정부도 초기 3D프린팅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참여한다. 산

업통상자원부는 오는 5월에 디자인 유통 플랫폼(디자인스토어)을 공개한다. 정부 제조혁신지원센터 장비와 연계해 기업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고사양 콘텐츠를 대거 올릴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도 ‘3D프린팅 콘텐츠 유통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콘텐츠

유통 시장 현황 파악과 거래 활성화 및 콘텐츠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미래부는 연내 구체적인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다.

발행기관/발행일 위키트리 / 2015.03.17

기사 제목(링크)  IS가 파괴한 유물' 복구에 3D프린터 쓰인다  

주제 3D프린터 활용

내용 요약

여러 벤처 기업들은 물론 대형 식품 업체까지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대의 파스타 제조업체인 바릴라(Barilla)는

3D 프린터를 이용한 파스타 디자인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혁신적인 모양의 파스타를 만드는 것이 목

적으로, 전 세계 20개국에서 216개의 디자인이 제시되어 3D 프린터로 출력되었다. 한편 다양한 벤처 기업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킥스타터에는 여러 가지 음식용 프린터들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네추럴 머신스라는 벤처기업에서는 3D 음식 프린터

인 푸디니(Foodini)를 선보였다. 이 3D 프린터는 가정에서 직접 재료를 갈아 넣은 다음, 프린터에서 3차원적으로 출력하는 방식으

로 음식을 만든다. 3D 프린터가 외식 산업의 지형을 바꿀 만큼 큰 영향력을 미칠지, 아니면 장식 같은 특수한 분야나 우주 정거장

같은 특수 환경에서만 사용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불가능하던 일도 종종 가능하게 만든다.

미래에는 지금보다 3D 프린터가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 것이다.

발행기관/발행일 전자신문 / 2015.03.16

기사 제목(링크) 3D프린팅 콘텐츠 마켓 연이어 오픈…

주제 업계동향

내용 요약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한 팔을 잃은 소년에게 '아이언팬'로봇팔을 선물해 화제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소년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 무료로 로봇팔을 전해줬다. 이 팔은 3D프린터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자원봉사를 통해 설계되고, 제작됐으며, 기업들의 후

원을 받은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의 대학생에 의해 만들어진 기계 팔로, 전기 신호를 근육에 사용해 실제처럼 움직일 수 있게 제작

됐다. 알렉스는 새로운 팔을 장착한 즉시 손가락을 움직여 눈길을 끌었다.

발행기관/발행일 나우뉴스 / 2015.3.14

기사 제목(링크)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출력하세요

주제 3D프린터 활용 

발행기관/발행일 국제신문 / 2015.03.13

기사 제목(링크)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장애소년에게 아이언맨 의수선물 

주제 해외뉴스 

2015-03-13 ~ 2015-03-19

신사업팀 / 장유나

070-4948-7396

1. 3D프린터

<제 36호> 

발송일: 2015-03-2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31850015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7/2015031702093.html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11485
http://www.etnews.com/20150316000047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314601002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50313.99002103941


내용 요약

3D 프린팅용 모델링 파일 공유 플랫폼이 런칭된다. 메이커스(대표 송철환)는 3D 프린팅 사용자들이 무료로 활용 가능한 3D 파일

공유 플랫폼, '메이커스앤(www.makersN.com)'의 오픈 베타 서비스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메이커스앤은 이미 패션, 액세

서리, 장난감, 생활용품에서부터 인테리어, 학습 도구에 이르기까지 500개가 넘는 3D 모델링 데이터를 확보했다. 향후 메이커스앤

은 국내외 디자이너들과 협력을 통해 이들이 모델링한 컨텐츠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내용 요약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을 악화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인데, 최근에는 인공관절 수술기법이 다양하

게 발전하면서 3D프린터를 이용해 환자의 무릎에 최적화된 인공관절을 제공한다.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1-2주 전 컴퓨터

단층촬영(CT) 혹은 자기공명영상(MRI) 을 통해 무릎 관절의 모양과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한후, 컴퓨터를 이용해 환자의 무릎을 3D

시뮬레이션화하고, 3D 입체영상으로 만들어 체계적인 수술계획을 세운다. 이 자료를 3D프린터로 전송해 환자의 무릎과 똑같은 모

형을 만들고, 인공관절이 정확하게 삽입될 수 있도록 환자의 관절 모양을 절삭하는 수술도구를 제작해 인공관절 수술에 적용한다.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정확성이 높다는 점이다.

발행기관/발행일 미디어잇 / 2015.03.19

기사 제목(링크) 3D 프린팅 디자이너들의 공간, 메이커스앤 런칭

주제 업계동향 

내용 요약

놀랍게도 3D 프린터로 대형 주택부터 집단형 주택까지 다양한 건축물 제작이 가능하다. 3D 프린팅은 건축에서도 기존 방식에 비

해 우위를 보이고 있다. 대량생산 시스템과 노동력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존 제조업에서 진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축비와 공시

시간 등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 미국,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3D 프린팅 건축물들이 세워지고 있다. 빠르고, 안전하게 건축물

을 지어야 하는 중국의 경우 세계 최고, 세계 최대 3D 프린팅 건축 기록들을 세워나가고 있다. 올해, 윈선이라는 중국 3D 프린팅

업체는 단 6일 만에 건축한 5층짜리 아파트를 건축하기도 했다. 저렴한 친환경 건축을 짓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3D프린팅 건축이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새로운 기술이 그렇듯 3D 프린팅 건축 역시 진일보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 녹아들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발행기관/발행일 이데일리 / 2015.03.19

기사 제목(링크) 극심한 무릎통증,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로 해방

주제 3D프린터 활용 

내용 요약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컨퍼런스가 국내에 열린다. 오는 6월 24~26일 3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Inside 3D Printing Conference&Expo 2015(이하 인사이드 3D 프린팅)가 개최되는 것. 해당 컨퍼런스에서는 전 세계

최신 3D프린팅 트렌드와 제품, 기술 및 응용 사례를 모두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다. 인사이드 3D 프린팅 컨퍼런스는 전 세계 3D

프린팅 산업의 최신 트렌드, 관련 정책 및 향후 전망을 총망라하는 국내 최초의 해외 합작 3D 프린팅 전문 행사다.번 행사에는 3D

프린터, 3D스캐너,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디자인 및 관련 서비스 등이 전시되며 국제 컨퍼런스와 전시회(Trade Show)로 구성된

다. 국제 컨퍼런스에는 3D프린팅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주얼리, 바이오, 소재, 산업디자인, 식품 등 3D프린팅 응용 분야의 세계적

인 전문가 20명이 방한하며, 국내외 3D프린팅 업계, 정부 및 유관협회, 국내 100대 기업, 학계 전문가, 컨설턴트, 디자이너, 변리사

등 국내외 3D프린팅 전문가 약 9천 명 이상이 참가할 예정이다.

발행기관/발행일 디지털타임스 / 2015.03.18

기사 제목(링크) 3D 프린팅, 건축의 개념 바꿨다

주제 3D프린터 활용 

주제 행사/전시회

http://www.it.co.kr/news/article.html?no=2797515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61&newsid=02007366609304960&DCD=A00706&OutLnkChk=Y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3190210226978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