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담당자

연락처

내용 요약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의학기술의 결합은 100세 시대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ICT를 활용한 병,의원 내

시술의 발전도 주목할 만하다. 3D프린터를 통해 환자 개인의 상태 및 부위에 꼭 맞는 맞춤형 인공뼈를 제작, 이식하는 수술

은 곧 보편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에서는 광대뼈가 성장을 멈춰 한쪽 눈이 함몰된 소년이 3D프린터로 제

작된 인공뼈를 성공적으로 이식 받은 바 있다. 인공뼈를 넘어 3D프린터를 활용한 인공 장기 제작 등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의학기술의 발달, 의료 분야와 ICT의 결합에 거는 기대가 크고, 100세 노인이 '청춘'으로 불리는 날이

오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내용 요약

제 31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15)'가 5일 개막식을 갖고 나흘간의 전시에 돌입했다. 오는 8일까지 서울 삼

성동 코엑스전시장(COEX)전관에서 개최되는 KIMES 2015 '오늘의 건강 내일의 행복'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530개사의 국내 제조업체를 비롯, 34개국 1145개사의 업체가 참가해 첨단 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 관련용품 등 3만여

점을 전시한다. 전시기간동안에는 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의료인과 의료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심포지엄과 의료관련 단

체의 학술행사도 줄지어 개최된다. 특히 의료시대에 발맞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3D프린터 관련 세미나와 전시도 함께 진

행될 예정이다. 'KIMES 2015'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지방에 근무 중인 의료관계인을 위해 주말에도 전시

한다.

발행기관/발행일 이데일리 / 2015.03.05

기사 제목(링크) [아는 것이 힘] 맞춤 의학으로 '100세 청춘 시대' 온다

주제 3D프린터 활용 

내용 요약

세계 4대 모터쇼 가운데 하나인 ‘2015 제네바 모터쇼’가 지난 3일(현지시각) 언론 공개 행사를 시작으로 5일 일반 공개가 이

뤄지면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올해로 85회째를 맞는 제네바 모터쇼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국제 모터쇼로, 한 해 동

안의 업체별 신차 흐름을 살펴볼 수 있어 전 세계 자동차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이번 2015제네바 모터쇼에서 독일 엔지니어

링 및 디자인 회사EDAG는 3D프린터로 출력한 라이트 코쿤(light cocoon) 콘셉트카를 선보였다. 제네바 모터쇼는 오는 15일

까지 계속된다.

발행기관/발행일 의학신문 / 2015.03.05

기사 제목(링크) 차세대 의료장비, 기술 한자리 모였다 

주제 전시, 행사

내용 요약

3D프린터가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초콜릿은 물론 피자, 치즈버거, 라비올리, 크래커, 빵 등도 만든다. 또한 스마트폰은 정

체됐지만 액세서리 시장이나 스마트폰과 연동한 사물인터넷 시장 선점을 향햔 제품은 쏟아진다. 코코젯은 허쉬가 3D프린터

제조사인 3D시스템즈와 손잡고 만든 초콜릿 전용 3D프린터이다.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다양한 초콜릿을 직접 만들 수 있

다. 음식 뿐만 아니라 스트라티(Strati)라고 불리는 전기자동차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3D프린터로 제작되었다. 3D프린터로

차체를 만들었을 때의 장점은 복잡한 공정을 모두 걷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금형을 이용한 기존 방식을 3D프린터,

적층 바꾸는 제조공정의 스마트화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발행기관/발행일 이데일리 / 2015.03.06

기사 제목(링크) 3D프린터로 만든 '라이트 코쿤' 콘셉트카

주제 해외뉴스

내용 요약

미국 앨라바마주에 사는 다우슨 리버만(8)은 태어날 때부터 왼손 손가락이 두 개뿐이어서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하

고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다우슨의 부모는 존스홉킨스대학에서 개발한 3D프린터로 찍어낸 인공 손을 선물했다.

다우슨의 인공손은 얼핏보면 장난감 같지만 손가락을 펴고 접거나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기능을 모두 구현했다. 뉴욕타임스

(NYT)는 최근 "3D프린터가 어린 장애인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최근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3D프린터로 인

공 손을 만들어주자는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3D프린터를 이용한 인공 손 기부 움직임이 활발하다. 전문가들

은 3D프린터 보급이 확산되면 이런 기부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발행기관/발행일 머니투데이 뉴스 / 2015.03.06

기사 제목(링크) 3D프린터는 요리 중, 전기를 사랑한 자전거

주제 업계동향

2015-02-27 ~ 2015-03-06

신사업팀 / 장유나

070-4948-7396

1. 3D프린터

발행기관/발행일 조선비즈 / 2015.03.06

기사 제목(링크) 손가락 두개뿐이던 아이, 아이언맨이 되다

주제 해외뉴스 

<제 34호> 

발송일: 2015-03-06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61&newsid=01285766609300368&DCD=A00706&OutLnkChk=Y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58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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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05/2015030502718.html


발행기관/발행일 조선비즈 / 2015.02.28

기사 제목(링크) 현대차, 3D프린팅 활용 속도 낸다

주제 업계동향

내용 요약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3D융합산업협회의 신규 회원사로 가입했다. 협회는 전통산업에 3D 기술을 접목하

고, 3D 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기술세미나를 개최해 동향을 공유하고 회원사 공동 사업 발굴도

추진중이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3D 소프트웨어로 차량을 설계하고, 나아가 3D프린터로 차량부품을 출력하는 등 경쟁

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 역시 국내 3D 단체에 참여해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신기술 접목에 나서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대차는 차량설계에 3D 소프트웨어를 활발히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2012 북미 올해의 차’ 후보에 올랐던 엘란트라(한국명

아반떼)는 프랑스 다쏘시스템의 3D 설계 솔루션인 ‘카티아(CATIA)’를 통해 개발했다.

내용 요약

세계적인 영국 디자인 컨설팅 회사인 키네 듀포트가 팬케이크에 이름이나 메시지, 얼굴까지 인쇄할 수 있는 팬케이크 3D프

린트 머신을 제작했다. 팬케이크 3D 프린트 머신은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이미지를 처리하는 한편 이미지 윤곽을

4가지 음영 상태에 따라 마치 레이어를 쌓듯 적층한다. 이런 쌓는 순서나 굽는 정도 등 다양한 조건이 얼굴 같은 이미지를 표

현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된다. 초상화 팬케이크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 가량이라고 한다.

내용 요약

아마존이 3D프린터를 탑재한 트럭을 이용해 창고 재고 감소는 물론 배달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마존은 믹

시랩스(Mixee Labs) 같은 3D프린터 관련 기업과 손잡고 제품 색상과 디자인 일부를 바꿀 수 있는 3D프린팅 스토어(3D

Printing Store)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아마존이 이 규모와 배포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

존은 이동형 생산 거점으로 주문형 3D인쇄 기술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여러 상품을 취급할 경

우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거대한 공간이 필요하며 창고 면적이 커질수록 온라인 쇼핑몰의 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있다는 것

이다. 실제로 아마존이 특허를 출원한 기술은 고객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동형 생산 장비에 STL파일을 보내 주문한

상품을 그 자리에서 제조, 납품한다는 것이다.

발행기관/발행일 전자신문 / 2015.03.02

기사 제목(링크) 팬케이크에 초상화 뽑아주는 3D프린터

주제 3D프린터 활용

발행기관/발행일 전자신문 / 2015.03.03

기사 제목(링크) 아마존, 3D프린터 트럭으로 직접 생산?

주제 업계동향 

내용 요약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동안 서울 강남구 aT센터에서 대형 키덜트 라이프 스타일 페어인 ‘2015 키덜트 엑스포’가 진행

된다. 키덜트란 아이들 같은 감성을 지닌 어른을 뜻하는 단어로 이번 전시회에는 유년 시절에 즐기던 장난감이나 만화, 과자,

의복 등에 대한 향수를 가진 성인계층들이 어릴 적 감성으로 돌아가 천진난만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됐다. 키덜

트를 상징하는 피규어 및 애니메이션 전시, 판매만이 아니라 3D프린터, 드론, 의류, 도서, 먹거리 등 키덜트 관련 상품이 총

집결한다.

내용 요약

나이가 들면 관절이 쑤시고 아픈데, 이는 세월이 흐를수록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손상되고 닳기 때문이다. 특히 관절염이

오면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 때 염증을 일으키는 관절 대신 새로운 인공관절을 이식하면 무릎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된

다. 최근 도입된 맞춤형 인공관절수술은 환자의 무릎을 컴퓨터단층촬영(CT) 혹은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정밀검사한 뒤 컴

퓨터 시뮬레이션기술을 이용해 3D입체영상을 제작,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술계획을 세운다. 영상을 3D프린터로 전송해 환

자의 무릎과 똑같은 모형을 만들고 수술 중 인공관절을 정확히 삽입하기 위한 절삭기구인 수술도구를 제작한다. “맞춤형 인

공관절수술은 환자의 무릎을 정밀하게 살펴 수술계획을 세우고 수술도구를 이용해 인공관절의 삽입 위치를 정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다”고 조승배 강동 연세사랑병원 원장이 설명했다.

발행기관/발행일 MBN STAR / 2015.03.04

기사 제목(링크) ‘2015 키덜트 엑스포’ 개최, 성인들의 향수 자극하는 다양한 행사 마련

주제 전시, 행사

내용 요약

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특히나 도

면만 있으면 어떤 물건이든지 만들어내는 3D프린터는 제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BMW,

BASF, 지멘스 등 독일의 세계적 기업들이 참여하여 미래 기술인 사물인터넷(IoT)과 3차원(3D) 프린터, 빅데이터 등을 결합한

제조업의 혁명적 신개념인 인더스트리 4.0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은  기계마다 인공지능이 설치되어 모든 작업

과정이 통제되고 사람없이도 수리가 가능한 지능형 공장을 의미하는데, 미래의 제조업은 어떻게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느

냐에 따라 생산성과 경쟁력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국가 경쟁력의 하락시점에서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더스트리 4.0을 시급히 도입해야한다.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제조업에서 더 많은 부를 만들기 위해 인더스트리 4.0

과 지능형 공장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때다.

발행기관/발행일 조선일보 헬스Q / 2015.03.05

기사 제목(링크) 무릎통증 원인 퇴행성관절염, 맞춤형치료로 통증 ‘끝’

주제 3D프린터 활용 (의학) 

발행기관/발행일 글로벌이코노믹 / 2015.03.05

기사 제목(링크) 만능 생산기계' 3D프린터, 제조업 지형 확 바꾼다

주제 업계동향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7/2015022703239.html
http://www.etnews.com/20150302000043
http://www.etnews.com/20150303000047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236650&refer=portal
http://health.joseilbo.com/html/news/?f=read&code=1355726476&seq=12058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503050714187329413_1/article.html


발행기관/발행일 내일신문 / 2015.02.27

기사 제목(링크) 동서발전, 발전설비 3D프린터로 출력

주제 업계동향

내용 요약

첨단 3D 프린팅 기술이 국내 화력발전소의 설비 부품을 제작하는 데 쓰일 전망이다. 한국동서발전은 26일 울산화력본부에서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D 프린터로 발전설비 부품을 제작하는 시연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시험 제작한 부품은 탈

황반응 후 연소가스 내에 존재하는 습분을 제거하는 액적제거기의 세정노즐로 플라스틱인 폴리프로필렌 재질이다. 이날 3D

프린터로 제작한 노즐 시제품은 올해 3월에 예정된 울산화력 기력 4호기 정비공사시 정비용 자재로 활용할 예정이다.

발행기관/발행일 sbs뉴스 / 2015.02.27

기사 제목(링크) 3D프린터로 제트엔진도 제작… 세계 최초

주제 업계동향

내용 요약

세계 최초로 비행기 제트엔진이 3D프린터로 만들어졌다. 연구진은 이 제트엔진을 공개하면서 3D 프린터 덕분에 제작 기간

이 석 달에서 엿새로 줄어들었고 더 저렴하고 연료 효율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렇게 제트엔진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는

현재 프랑스와 독일, 호주에 석 대밖에 없다고 한다. 연구팀은 앞으로 1년 안에 실제 비행 테스트를 거쳐서 2, 3년 안으로 상

용화시킨다는 계획이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40625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54712&plink=ORI&cooper=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