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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D프린터

발행기관/발행일 아주경제/ 2016.01.07

기사 제목(링크) 오티에스, 쓰던 3D프린터 가져오면 '100만원' 파격 할인

주제 업계동향

내용 요약

OTS 설립 3주년 기념 이벤트로 'Deltabot-K CU' 보상판매 진행 중

3D프린터 제작 전문업체 주식회사 오티에스(대표 박유순 www.3dthinker.com)
'Deltabot-K CU'
- FDM방식(수지압출법)
- X, Y, Z축이 마치 사람의 팔 처럼 하나의 헤드로 사용
-  SD카드를 사용해 컴퓨터 연결 없이도 사용 가능한 LCD패널
-  고온에서도 오래 버티는 풀메탈 핫엔드
- 오랜 시간 출력을 해야 하는 3D프린터의 비용 절감을 위해 저 전력 아탑터를 적용한 것이 특징
- 국가 통합 인증 마크인 KC인증

설립 3주년 기념행사로  타 사의 3D프린터를 사용하며 불편을 겪고있거나 고장난 3D프린터를 가지고있는 고객들에 한에서 3D프린터
를 오티에스 본사로 가져오면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Deltabot-K CU'를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벤
트다. 고객이 기계를 직접 본사로 가져온 후, Deltabot-K CU의 설치 및 교육을 오티에스 본사에서 직접 받을 시, 추가로 10만원이 더
할인되는 알뜰한 혜택도 주어진다.

발행기관/발행일 cctv news/ 2016.01.07

기사 제목(링크) 센트롤, 국책연구소에 SLM 메탈 „3D프린터‟ 납품

주제 업계동향

내용 요약

센트롤이 지난 12월 출시한 메탈 3D프린터 ‘센트롤 3D SM150’을 오는 3월 국책연구소에 납품
올해 3D SM150를 10대 이상 판매할 계획.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세미나 투어 및 시제품 제작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3D SM150
- SLM(Selective Laser Melting)방식의 메탈 3D프린터
- 40~50μm 두께로 금속 분말을 도포
- 최대 속도 7m/s의 400W급 레이저 (금속 분말을 용융하고 다시 분말을 도포하는 과정을 반복)
- 최대 150×150×100mm 사이즈로 출력이 가능
- 독일 외산 장비와 호환 가능

주승환 센트롤 CTO는 ”메탈 3D프린터는 스테인레스, 티타늄, 코발트 크롬 등의 금속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며 “이는 치아 모형, 임플
란트 등의 의료 분야뿐 아니라 우주항공 분야의 제트 엔진 개발, 고속냉각용 스마트 금형 등의 부품 제작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
직 국내는 해운업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지만 센트롤은 3D프린터를 통해 우주항공분야 진출에 발판을 마련하고 외산 제품과의 경쟁에
서 우위를 선점할 것”이라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폰으로 원격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개발, 장시간 가공해야 하는 메
탈 3D프린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발행기관/발행일 이코노믹 리뷰 / 2015.12.24

기사 제목(링크) 교육용 3D프린터·로봇 CES서 첫 선…가격대 천차만별

주제 3D프린터 전시회

내용 요약

국내 로봇기업 로보링크·퓨처로봇 해외 매출 '퀀텀 점프' 기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6'의 개막 첫 날인 6일(현지시간) 테크 웨스트관에는 799달러부터 8999달러대까지 다양한
3D프린터가 등장

로보링크, '코드론'(Codrone) 제품.
- 완성품이 아닌 부품으로 판매하는 이 제품은 드론부터 대전형 로봇까지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조립할 수 있는 일종의 '레고'형 로
봇이다.

'코드론'은 CES에서 시상하는 세번째 권위 혁신상인 '라스트 가젯'(Last Gadget)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돼 현재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
라떼 아트'(커피에 각종 무늬를 그려넣는 예술)를 구현할 수 있는 '리플 메이커'와 1위를 다투고 있다.
또한 중국 하얼빈 공대와 하얼빈 시정부가 투자해서 만든 로봇 그룹 HRG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등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
다.

경기 성남 소재 퓨처로봇, 상업용 서비스 로봇인 '퓨로 D'
'퓨로 D'는 광고, 30개 언어의 정보제공 서비스 등이 가능한 로봇으로 지난 2013년 개발돼 상용화 4년째를 맞고 있다.
대당 가격이 4000만원으로 국내 판매처는 한정적이지만 중동·중국·브라질·일본·프랑스·태국 바이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발행기관/발행일 중앙일보/2016.01.06

기사 제목(링크) 유방암 절제 최소화' 3D프린터 수술법 첫 개발 

주제 3D프린터활용

내용 요약

아산병원, 맞춤형 유방모형 제작
암세포 염색약 주입해 정밀 제거

한국 의료진이 3D(3차원)프린터를 활용해 유방암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서울아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안세현·고범석 교수와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은 5일 유방암 제거 수술을 할 때 3D프린터로 제작한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수술 부위를 표시한 모형)를 이용해 암 부위만 정확하게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술 가이드 사용에 대한 정식 승인을 받았다.
이후 수술 전 항암 치료의 일환으로 환자 세 명에게 이를 적용했다.

고 교수는 "유방암 제거 수술의 최대 관건은 암을 깨끗하게 도려내면서도 수술 이후 삶의 질을 고려해 유방 조직을 최대한 살리는 것"
이라며 "그동안 다소 부정확한 초음파 검사에만 의존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는데 3D프린터를 활용하면서 수술 정확도가 훨씬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제 77호>

발송일: 2016-01-08

http://www.ajunews.com/view/20160107040226769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57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0716360326149&outlink=1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939171


내용 요약

맞춤형 소량생산 분야 상업화 확대, 성능개선 및 가격하락 필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3D(3차원) 프린팅 시대 이제 시작이다'보고서에 따르면,
3D프린팅은 더 이상 시제품 제작용이 아닌 맞춤형 소량생산이나 복잡한 디자인을 요구하는 제품 제작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 기술은 제품 가격을 낮추는데 급급하던 대량생산 방식을 대체할 것이란 각광받으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서진원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3D프린팅은 기존 대량생산 방식을 보완할 수 있다"며 "다양한 제품을 설비 전환비용 없이 제작할 수
점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3d프린터는 적층가공 방식이어서 디자인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특히 복잡한 디자인의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3D프린팅이 기존 제작 방식보다 우위에 있다.
현재 3D프린터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분야
보청기와 치과 가공물, 의수·의족과 같은 의료 보조 기구 분야다.
이 중 보청기 산업은 3D프린팅 생산제품 중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
또한 GE와 보잉 등 대기업들도 3D프린팅을 통해 자동차나 항공기 부품을 제조 하고 있다.

매출성장 컨설팅 기관인 PwC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이 3D프린팅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출력 품질(47.2%)과 가격(31.5%), 소재 혼용(22.2%), 출력 속도(19.4%) 등 주로 성능과 관련된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 요약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세라믹 소재는 기존 방식으로 만들어진 세라믹 소재보다 높은 강도와 경도를 가지고 있으며, 고온에
서도 훨씬 잘 견딘다.

 <엔가젯>은 첨단과학을 연구하는 HRL랩 연구자들이 훨씬 튼튼하고 고온에도 잘 견디는 세라믹 물질을 만들어내는 3D 프린팅 기법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HRL랩은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아 미 국방 고등 연구 기획청(DARPA)과 계약도 맺었다. HRL랩은 우주선이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생기
는 열을 막는 ‘탈격 세라믹 에어로쉘(ablative ceramic aeroshell)’ 개발 작업에 착수한다.

발행기관/발행일 EBN/2016.01.06

기사 제목(링크) 3D 프린팅 기술, 미래 제조업 지도 바꿀까?

주제 3d프린터

발행기관/발행일 블로터/ 2016.01.03

기사 제목(링크) “3D 프린터로 더 강력한 세라믹 소재를”

주제 3d프린터

발행기관/발행일 헤럴드경제/2016.01.07

기사 제목(링크) 이조, 저소음ㆍ저진동 3D프린터 „I500‟ 출시 

주제 업계동향

내용 요약

3D프린팅 전문 제조기업 이조가 저소음 저진동 3D프린터 ‘BONBOT I500’을 출시

- FDM(응용수지 압출 적층 조형) 출력방식
- 가로 500㎜, 세로 500㎜, 높이 500㎜까지 출력
- 소음과 진동이 적은 챔버형 시스템으로 우수한 출력 품질
- 한글을 지원하는 터치스크린이 탑재

한편, 이조는 지난 2014년 11월 20일에 설립된 업체로 FDM 방식의 3D프린터 20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제품 제작 및 다품종 소량생산을 전문으로 진행해왔다.
3D 프린터와 아두이노 등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사용해 전자의수를 제작ㆍ기부하고 교육하는 비영리법인 펀무브(FunMove)와 함께 의
수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발행기관/발행일 위키트리/2016.01.07

기사 제목(링크) 플라싁 대신 종이 사용하는 '풀컬러' 3d프린터

주제 업계동향

내용 요약

[긴급진단] 독성물질로 프린트 하시겠습니까
1. 교육용 기기에서 초미세먼지 나와
2. 산업용 프린터도 문제다
3. 폐기물 처리 규정 부재... 대안 노력도 필요하다

* 산업용 기기엔 접착제와 중금속
분말로 된 재료에 프린터 헤드가 접착제를 짜 넣는 접착제 분사 방식(Material Jetting, MJ)을 보자. 3DP(3 Dimensional Printing) 프린
터가 대표적.
* 광중합 방식(Photo Polymerization, PP)은 더 위험하다. 광경화성 액체 수지에 레이저나 가시광선 빛을 쪼여 중합반응을 일으켜 선
택적으로 고형화시키는 SLA(Stereolithography)와 DLP(Direct Light Processing)가 대표적이다.

내용 요약

Mcor 테크놀로지 3D프린터 'Arke'를 공개
환경친화적인 A4용지를 재료로 사용
사용하기 쉽고, 선명한 색상 지원
CES2016에서 전시되고 있는 ARKE는 최고 혁신상을 받음.

IRIS 최저가격 36400달러(한화 약 4400만원), 무게 150kg
ARKe 가격 5995달러(한화 약 718만워), 무게 50kg

2016년 2분기에만 2500대 이상의 사전 주문을 받았다.

발행기관/발행일 동아사이언스. 2015.01.03

기사 제목(링크) [3D프린터 발암물질 논란] 산업용 프린터도 문제다

주제 3d프린터

http://www.ebn.co.kr/news/view/810661
http://www.bloter.net/archives/24715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107000005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45619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9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