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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네팔 학교에 국산 3D 프린터 설치해 네팔 아이들에게 최첨단 기술 선물
이번에 모멘트가 기증한 3D 프린터는 현재까지 네팔에 건립된 13개 학교 중 한 곳에 설치될 예정

*전자제품 및 PC 주변기기를 유통하는 청맥전자㈜
:  최근 ㈜모멘트를 인수했다. 청맥전자㈜는 삼성전기, 삼성전자, LG전자 PC 주변기기 총판점이며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맥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통망과 젊은 벤처기업인 모멘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3D 프린터 개발과 마케팅,
영업 등 다각적인 발전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월 론칭한 ㈜모멘트
특허출원한 자체 특수노즐, 특수레벨링을 적용해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 간편한 사용법을 갖춘 3D 프린터를 개발, 판매
해왔다. 특히 3D 프린터를 활용한 커리큘럼 개발, 무료 3D 프린팅 교육 활동을 진행하며 삼성드림락서, 대교 에듀캠프 방과후사업 등
다양한 기관과 함께 교육사업을 진행해왔다.

내용 요약

대형 3D프린터 ‘본봇500(BON-BOT 500)’을 개발 완료하고, 이달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BON-BOT 500
- 크기 500×500×500㎜까지 출력 가능
- 소재적층(FDM) 방식 3D프린터
- 외관에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적용해 대형 제품임에도 소음과 진동을 크게 낮춤
- 히팅(Heating)시스템
- 합성수지(ABS)소재 출력물 품질과 출력 안정성을 높임
( 히팅시스템은 프린터 내부에 설치한 히팅팬으로 내부 온도를 높여 소재 수축현상을 최소화하는 장치다.)

- 사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내부에 LED를 설치해 야간에도 출력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조립식으로 설계해 구동 부품 수리와 교체가 용이

이조는 3D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시장을 타깃으로 200대 이상 각종 3D프린터를 갖추고,
대기업에서 대학부설기관, 연구소, 공공기관까지 다양한 3D시제품과 조형물을 제작 공급했다.

발행기관/발행일 한국경제/ 2016.01.18

기사 제목(링크) ㈜모멘트, 엄홍길 휴먼재단에 '3D프린터' 기증…네팔돕기 프로젝트 동참

주제 업계동향

내용 요약

제5세대 메이커봇 3D 프린터 소모품으로 기존 익스트루더(압출기)를 새로운 플러스 모델로 교환해준다.
메이커봇 스마트 익스트루더 플러스는 리플리케이터 3D 프린터에서 700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안정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는 메이커봇 PLA 필라멘트 2310미터 가량을 연속 인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스마트 익스트루더 플러스

-열관리 시스템 및 노즐 튜브의 성능을 개선
-작업 시간도 단축
- 빌드 플레이트 레벨링도 더욱 정교해져 인쇄물의 품질 향상
- 본체에는 센서 시스템이 장착돼 프린트 작업 상태를 알림
- 필라멘트 소진 여부나 작업 중지 등도 명령할 수 있음
- 보증기간을 압출된 메이커봇 PLA필라멘트 양과 상관없이 6개월로 두 배 늘렸다.

발행기관/발행일 전자신문/ 2016.01.20

기사 제목(링크) 이조 대형 3D프린터 `BON-BOT 500` 출시

주제 업계동향

내용 요약

기업들이 사물인터넷(IoT)·3D프린터·드론·메디컬푸드(질병 치료용 식품) 등 미래 산업과 관련된 경직된 규제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3D프린터로 인공장기, 인공피부, 의수·의족 등을 제작하고 있지만 국산 제품은 안전성 인증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국산 제품 구매를 꺼려 판로 개척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사업의 길을 터주는 해외 사례와 국내의 현실을 비교하며 규제 해소를 촉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술과 시장이 급
변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신산업 선점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기업의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사항만 예
외적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행기관/발행일 미디어잇/2016.01.20

기사 제목(링크) 스트라타시스 메이커봇, 3D 프린터 압출기 '스마트 익스트루더+' 발표

주제 업계동향

내용 요약

◆마법 지팡이, 3D프린터
= 공장에서 제품을 대량생산하기 전에 필요한 가제품을 보다 빠르게 만들기 위해 개발
◆3D프린터 작동 원리는
= 3D 프린터는 주로 액체 플라스틱이나 석고 파우더를 3D 도면대로 굳혀서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작동
◆3D프린터 어디에 활용되나
=주로 기업의 기술개발(R&D)분야에서 활용, 의료부분
◆3D프린터 시장은
=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해지고 있다. 우주에서 필요한 부품을 직접 우주선 내에서 제작, 음식을 출력하는 연구

발행기관/발행일 서울경제/ 2016.01.20

기사 제목(링크) 기업들 “IoT·드론·3D프린터 경직된 규제 풀어달라”

주제 정부 지자체

업계동향

내용 요약

‘Zortrax M200’와 ‘Zortrax Inventure’가 등장

‘Zortrax M200’
-타 3D프린터보다 확장성 있는 프린팅이 가능
-Z-ABS와 Z-ULTRAT, Z-PETG 등 다양한 종류의 필라멘트를 사용 가능

-자동으로 플랫폼 레벨링을 조정(수동 레벨링 조정을 할 필요가 없음)
-듀얼 작동의 X축, Y축과 연결 된 익스트루더는 정밀한 부품까지 프린팅 될 수 있도록 도움
-미국 컴퓨터 제소사 DELL사에 5천대가 납품
-미국 3D 프린터 전문매거진 ‘Make’와 유럽 3D 프린터 허브 사이트 ‘3D Hubs’ 역시 FDM 방식 3D프린터 중 조트랙스 M200을 가장
높게 평가
-3,800,000원(VAT 포함)

‘Zortrax Inventure’
-열 차단 챔버를 갖추고 있어 프린팅 도중 균열과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
-Support를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이중 노즐을 사용,
물에 녹는 Support를 제공하기 때문에 복잡한 형태의 객체에서 Support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남는 잔여물 없이 말끔한 마감으로 원하는 형태의 3D프린팅이 가능
-일정 온도 유지 및 Zortrax 소프트웨어를 통해 정확도 높은 프린팅이 가능해 높은 신뢰성과 고품질을 자랑하는 스마트 3D프린터라는
평가를 얻고 있으며,
-내장 된 프린팅 알림시스템을 통해 프린팅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 4,900,000원(VAT 포함)

발행기관/발행일 아시아경제/2016.01.20

기사 제목(링크) [뻔뻔한 IT]3D프린터로 슈퍼카 한 대 뽑았다

주제 3d프린터활용

2015-01-15~2015-01-21

관리팀 / 임정현
070-4948-7396

1. 3D프린터

발행기관/발행일 환경일보/2016.01.21

기사 제목(링크) 기존 3D프린터 단점 보완한 „브룰레코리아‟의 조트랙스 M200, 조트랙스 읶벤쳐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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