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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내용 요약

3D시스템즈는 3D프린터를 활용한 의술을 ‘의료의 개인화’라고 불렀다. 개개인의 장기 특성을 그대로 본떠 만든 인공 조형물로 맞춤형
수술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제 3D프린터로 티타늄과 같은 금속 소재부터 나무합판과 같은 자연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
로 제품을 출력할 수 있었다. 3D 기술은 현실을 온라인(디지털)은 물론 오프라인(아날로그)으로도 무한 복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조영빈 다쏘시스템코리아 대표는 “3D는 수단일 뿐이고 주목해야 할 것은 3D 기술이 가져올 제조공정 혁신과 파급력”이라고 말했다.
운동화 제조업체 뉴밸런스가 사용자의 서로 다른 발 모양에 꼭 맞는 깔창을 3D 프린터로 출력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사
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 요약
시장조사기관 가트너 전망
3D 프린터는 2013년 6만1661대에서 2020년 241만7000대로 약 39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트너가 꼽은 4대 유망 아이템 가운데 성장세에선 3D 프린터가 압도적이다.

발행기관/발행일 조선Biz/2016.01.11

기사 제목(링크) [CES 2016 결산] 로봇·VR·3D 무한진화...9가지 키워드로 보는 IoT 시대의 개막

주제 3d프린터 전시

내용 요약

강남루덴플러스치과 신동렬 원장(치과보존학 박사)
“특히 치과 임플란트는 CT 영상과 3D 스캐너를 이용해 입안 구조와 잇몸구조 등을 촬영하고 중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3D 프린터를 이용해 정확한 식립 위치를 알 수 있는 네비게이션 제작 수술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수술시간과 출혈이 줄어들며 수술 후 임시보철물을 제작해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정 환자를 위한 ‘모르페우스 3D 장치’도 주목받고 있다.
강남루덴플러스치과 여병영 원장(교정 전문의)은 “이 장치는 환자의 얼굴을 분석하는 데 탁월하다”며 “얼굴을 3가지 방향에서 촬영하
고 측면, 정면 엑스레이와 중첩해 얼굴 골격, 연조직 모양, 부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
다.

발행기관/발행일 한국경제/2016.01.10

기사 제목(링크) 3D프린터 5년 내 40배 성장

주제 3D프린터

내용 요약

인도 방갈로르에 위치한 바이오 테크놀로지 스타트업
'팬도럼 테크놀러지스(Pandorum Technologies, 이하 팬도럼)'가
신체의 간 기능을 모사한 생체조직을 3D 프린터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보도

- 대형 제약회사가 신약 한 개를 출시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 최소 100억 달러(약 11조6700억원)를 투입, 연구 기간 10년
- 3D프린터 조직 개발 비용 : 15만달러 (약 1억7510만원)

아룬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 생체 조직이 개발되면 신약 발견 및 개발을 위한 비용과 시간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D프린트
로 만들어진 신체 조직은 이 밖에도 많은 의료 분야에 쓰여질 수 있다.

현재 인도에서 6만~7만5000건의 간 이식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건수는 고작 1500건에 불과하다"면서 "인공 간 조직을 개발하
면 의학적 연구비용을 20~30% 감축할 수 있는데다 장기를 구하기도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도 시장조사업체 모도르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전세계 인공장기 및 생체공학 시장은
오는 2019년까지 370억 달러(약 43조1900만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발행기관/발행일 YTN/ 2015.01.13

기사 제목(링크) "이젠 치과 치료도 3D 디지털 시대"

주제 3D프린터활용

내용 요약

신도리코가 선보인 3D프린터는 클라우드 프린팅, CAD파일의 자동 3D모형 형상화, 프린트 형상 자동 감지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이 제품은 클라우드 프린팅으로 원격 출력, 컴퓨터의 도움 없이 LCD 패널 조작으로 직접 출력도 가능해 사용 편리성을 높였다.
또한 이 제품은 새로 개발된 노즐을 적용해 탄성재와 특수재질로도 프린팅을 할 수 있다.

밀폐형 외장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되 탈취 필터를 장착해 환경성과 편리성을 보강했으며, 카트리지 내 필라멘트 자동 보급 기능도 유
지해 사용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발행기관/발행일 글로벌 비즈/2016.01.11

기사 제목(링크) 인공 간, 3D프린터로 만들어진다…비용 감축, 간이식에도 적용될 듯

주제 3D프린터활용

업계동향

내용 요약

플래니터리 리소시스(Planetary Resources)가 3D시스템즈와 공동으로
운석에서 채취한 철을 이용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3D프린팅을 하는 데 성공.

3D시스템즈가 새로 개발한 프로엑스 DMP 320(ProX DMP 320) 3D프린터를 이용해 출력
재료: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운석에서 채취한 철과 니켈, 코발트 등이 포함된 것.

가까운 미래에 우주 공간에서 3D프린터가 어떻게 활용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이 될 수도 있다.

발행기관/발행일 헤럴드경제/2016.01.11

기사 제목(링크) 싞도리코, CES서 독자 개발 3D프린터 공개 

주제 업계동향

2015-01-08~2015-01-14

관리팀 / 임정현

070-4948-7396

1. 3D프린터

발행기관/발행일 테크홀릭/ 2016.01.14

기사 제목(링크) 우주 자원으로 출력한 3D프린팅 작품

주제

<제 78호>

발송일: 2016-01-15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1/2016011102106.html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1058141
http://www.ytn.co.kr/_ln/0119_201601131842391700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601111016291560452_1/article.html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111000001
http://techholic.co.kr/archives/46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