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담당자

연락처

내용 요약

하이비젼시스템
-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장비를 개발, 판매하는 회사
- 240여명의 인력 중 70%가 기술개발 인력으로, 제품 생산은 외주
- 연구를 통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인 회사 방침
 

하이비젼시스템은 지난해 10월부터 3D프린터의 판매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1300대를 납품했다. 내년에는 올해의 3배 실적을 거둘 것
으로 기대했다.

최두원 하이비젼시스템 대표는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발전하는 중국 회사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선 기술 집약적 경영
을 해야한다”고 운을 뗐다. 매출액의 5~10%는 R&D에 재투자하는 등 역량을 연구 부문에 집중하는 이유였다.
“내년에는 3D프린터와 카메라모듈 기기에 들어가는 로봇 기술을 내재화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내용 요약

식약처, 관련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향후 품목별 기준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조되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공고
3D 프린터는 의료기기 제조에서도 잠재적 성장성이 무한한 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은 기기는 9건

[가이드라인]
- 제품 유형별 : 적용방안, 기술문서 작성 및 첨부자료 작성안내 등의 내용을 예시
- 모양 및 구조 : 작용원리를 액상, 분말, 고형 방식
- 첨부자료와 관련 표면 거칠기 및 밀도 :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조된 임플란트의 표면거칠기를) 공초점레이저현미경을 이용해 측정
한 자료로 제시하거나 밀도의 경우 전자저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시

발행기관/발행일 매일경제/ 2015.12.23

기사 제목(링크) 하이비젼시스템 “R&D에 투자핛 때…핵심기술 확보핛 것”

주제 업계동향

내용 요약

 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 22일 전북 군산에 있는 발산지역아동센터에서 ‘찾아가는 3D프린팅 이동교실’을 진행

- 미래창조과학부의 3D프린팅 인력 양성사업의 일환 : 3D프린팅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업 등을 직접 찾아
가 3D프린팅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 유아 대상의 이름표 만들기, 초등학생 대상의 팽이 만들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약 2만5000천여 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3D프린팅을 접했다.

발행기관/발행일 dailymedi/ 2015.12.19

기사 제목(링크) 3D 프린터 의료기기 첫 „가이드라인‟ 등장 

주제 3D프린터활용

내용 요약

스크리웨어(Skriware)
- 원터치 시스템을 제공하는 걸 목표
- 인터넷으로 다양한 3D 개체를 받아볼 수 있는 마켓을 제공하며 원하는 걸 내려 받으면 출력할 때까지 거의 개입할 일이 없도록 한 것
- 799달러라는 저가격
- 풀오토, 자동 기능을 제공
- 와이파이와 이더넷 등 유무선 인터넷을 모두 지원
- USB 단자 있음
- 풀컬러 LCD를 곁들인 터치스크린
- 출력물 공간 150×150×130mm

발행기관/발행일 아시아투데이/ 2015.12.23

기사 제목(링크) “3D프린터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요”

주제 정부지자체

내용 요약

드론과 3D프린팅과 가상현실(VR)의 공통점? 미래 성장 동력 블루칩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들

1) 가상현실×드론 :드론을 띄우고 HMD를 착용하면 실시간으로 공중 영상을 감상
2) 드론×3D프린팅 : 3두들러로 제작한 드론도 등장, 미국 오로라플라이트사이언스는 드론 제작 시 부품 80%가 3D프린터로 출력
3) 3D프린팅×가상현실 : 의료 분야에서 VR과 3D프린터가 만나기도 한다

발행기관/발행일 테크홀릭/ 2015.12.23

기사 제목(링크) 토스터처럼 사용 편핚 3D프린터?

주제 업계동향

내용 요약

대림화학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16에 참가,
창조경제의 핵심 원동력으로 꼽히는 3D 프린팅 전문 소재 및 HW·SW·응용 부분을 소개

[전시품]
국내 최초 인체 착용 가능한 감성소재 e-Flex 및 이를 3차원으로 조형할 수 있는 Flexor 3D 프린터
이 조합으로 만든 ICT 밴드 및 소프트 로보틱스, 개인 맞춤형 인솔, 의료보조기(수부보조기(WHO: wrist hand orthosis)) 등도 전시
바이오 3D 프린터 및 모델링 프로그램도 전시(한국기계연구원 나노자연모사연구실과 대림화학이 공동제작)

대림화학 바이오 3D 프린터는 다종 노즐 시스템을 장착, 생체소재 기반으로 세포 프린팅 할 수 있다. 인공 뼈, 연골, 기관(Trachea), 혈
관 등을 개발하는 데 활용된다. 입체 도형을 쌓고 붙이는 방식의 모델링 프로그램 3D TADA도 전시된다.

발행기관/발행일 이코노믹 리뷰 / 2015.12.24

기사 제목(링크) 2016 주목 융복합 조합은 '드론×가상현실×3D프린팅'

주제 3D프린터활용

업계동향

내용 요약

중국 시장에서 3D 프린터 판매량이 내년에도 두배 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 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2016년 3D 프린터가 중국 시장에서 16만대가 팔릴 전망이라고 보도

[중국]
지난해 : 3만4000대
올해 출하량: 7만7000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 2년 연속 판매량이 두 배 넘게 뛰는 셈)
하지만 주로 저렴한 상품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뒤처지고 있음.
중국이 제조업 산업 환경을 전반적으로 향상 시키면서 고가 3D 프린터의 수요도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IDC는 중국 3D 프린터 시장의 향후 5년간 성장률이 43%로, 2020년에는 출하량이 33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발행기관/발행일 미디어잇/2015.12.24

기사 제목(링크) 대림화학, CES 2016 참가···3D 프린팅 종합 서비스사로 거듭날 것'

주제 업계동향

2015-12-18~2015-12-24

관리팀 / 임정현

070-4948-7396

1. 3D프린터

발행기관/발행일 edaily / 2015.12.24

기사 제목(링크) 내년 중국 3D프린터 판매량 16만대 전망…두배 `껑충`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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