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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D프린터

발행기관/발행일 아시아투데이 / 2015.05.03

기사 제목(링크) 폴 매카트니 내한공연에 3D 모형 새삼 화제 '높은 완성도와 디테일’

주제 3D프린터 활용

내용 요약

비틀즈의 멤버 폴 매카트니 내한공연이 성황리에 끝난 가운데, 3D 프린터로 만든 폴 매카트니 모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폴 매카트니

공식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12월 발매된 'Hope For The Future' 뮤직비디오 속 폴 매카트니를 스캔한 3D 이미지가 공개됐다. 이에 폴 매카

트니의 팬들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모형을 만들어 이를 트위터에 올렸고, 이를 본 폴 매카트니는 지난 3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Check

out this 3D printed Paul by Twitter user Europac3d"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3D 프린터로 만든 폴

매카트니의 모형이 담겨 있다. 특히 높은 완성도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발행기관/발행일 ZDNet Korea / 2015.05.04

기사 제목(링크) MS, 윈도10에 오토데스크 3D 프린팅 기술 통합

주제 업계동향

내용 요약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올 여름 출시할 차세대 운영체제 윈도10에 오토데스크 스파크 3D 프린팅 기술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지디넷, 더버

지 등 외신들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MS는 최근 개최한 빌드2015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윈도10이 오토데스크 '스파크' 오픈소스 3D 프

린팅 표준을 기본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토데스크는 올해 초 3D프린팅 오픈 소프트웨어 플랫폼 '스파크'를 공개했다. 스파크는 3D프

린팅 하드웨어와 3D 디지털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MS 발표는 오토데스크가 스파크를 지원하는 첫 번째 프린팅 기기

인 엠버(Ember) 3D 프린터를 막 출하하기 시작한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MS는 윈도8.1부터 3D 프린팅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했

다. MS 스토어에서는 메이커봇 3D 프린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환경도 꾸렸다.

발행기관/발행일 전자신문 / 2015.05.05

기사 제목(링크) 미국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생체조직 만드는 3D 프린터 내놨다

발행기관/발행일 CNB뉴스 / 2015.05.06

기사 제목(링크) 3D프린팅 포털 '플레이쓰리디(Play3D)’ 오픈

주제 업계동향

내용 요약

미국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바이오봇츠(BioBots)가 최근 테크크런치가 개최한 ‘테크크런치 디스럽트 뉴욕’에서 생체 조직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 솔루션을 시연했다. 생체조직을 기존보다 훨씬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 향후 의료학계에 폭넓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생체 조

직을 만드는 기술인 바이오가공기술(Biofabrication)은 10여년 전부터 널리 쓰여 왔다. 하지만 기기가 복잡하고 큰데다 제작비용이 최소 10

만달러(약 1억809만원) 이상 책정돼 있었다. 이에 상대적으로 값싼 2D 생체조직이나 동물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바이오봇츠 생

체조직 3D 프린터 솔루션엔 소형 3D 프린터 기기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재인 wetware가 포함돼 있다. 각 장기 특성에 맞는 생체적응재

료와 이 회사의 특수 잉크 등을 섞어 기기에 넣는다. 만들 생체조직의 CAD 설계도를 소프트웨어에 넣으면 자동으로 변환, 조직이 만들어지

는 식이다. 특히 푸른 가시광선을 활용하고 특수 잉크에 독자적으로 만든 광개시제 분말을 첨가해 생체 세포가 만드는 도중 손상되지 않도

록 했다. 사람 세포로 실제 인체에 적용될 생체조직을 만들 순 없지만 약물 검사, 임상전 실험 등에 쓰일 3D 생체조직이나 축소판 인체 조

직을 제작할 수 있다. 각 장기별로 잉크 솔루션이 나와 있고 현재까지 나온 솔루션은 뼈, 연골, 폐다. 기기도 작고 저렴하다. 시판가는 공개

되지 않았지만 회사의 생체조직 솔루션 개발을 돕는 연구자들에게는 기기당 5000달러(약 541만원)정도에 제공됐다. 이날 시연한 연골 잉

크 키트 베타버전은 700달러(약 76만원)에 불과하다. 회사는 학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막바지 튜닝 작업을 거쳤으며 지난 몇 달간 초기

제품을 의료학계나 약학계 등 관련 업계에 팔기 시작했고 이들과도 공조하고 있다.

주제 업계동향

내용 요약

플레이쓰리디(Play3D)가 지난달 16일 론칭 후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아이디어 출력소'는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창의적인 아

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이다. 이는 해외 유명 3D프린칭 관련 사이트인 ‘Shapeways’와 ‘3D Hubs’의 장점만을 집약해 놓은

형태로, 국내서는 최초 시도다. '아이디어 출력소' 이용 시 3D프린터가 없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아이디어를 실물 모형으로 제작해 집

에서 안전하게 배송 받아볼 수 있고 체계적인 콘텐츠 마켓을 통해 수익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플레이쓰리디 신석윤 본부장은 “처음

3D프린팅 기술에 관심을 가졌을 때 국내에선 제대로 된 정보들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다. 대부분의 정보들이 업체들의 과장된 광고이거

나 신빙성 없는 글들이 많아 한계가 있었다”며 “‘Play3D’는 저처럼 3D프린팅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을 위한 3D프린팅 포털사이

트로, 3D프린팅을 이용한 다양한 솔루션을 비롯해 전세계 트렌드를 반영한 최신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3D프린팅

종합 포털사이트 ‘플레이쓰리디’에서는 맞춤형 솔루션은 물론이고, 3D프린팅 관련 국내외 다양한 정보와 재미있는 소식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의 친목과 교류의 장을 제공해 3D프린팅의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국내외 3D프린터, 3D스캐

너 등의 제품 스펙과 가격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격비교 서비스도 제공한다.

발행기관/발행일 연합뉴스 / 2015.05.07

기사 제목(링크) 3D 프린팅을 패션으로...美 11세 소녀 디자이너 호평

주제 3D프린터 활용

내용 요약

방과 후 수업에서 습득한 기술로 전문 디자이너에 버금가는 실력을 인정받은 미국의 11세 소녀 디자이너가 화제에 올랐다. 6일 미국 플로

리다 지역 방송 WSVN에 따르면, 애리엘 스웨드로(11)양은 3차원 프린터 기술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레이저 커팅 기술을 활용해 제작

한 화려한 색조의 드레스, 수영복, 치마, 바지 등을 패션쇼에서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마이애미에서 미술가로 활동 중인 할아버지 로버트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은 애리엘은 윈우드 지역의 초등학생으로 방과 후 디자인 수업에서 실력을 갈고 닦았다. 애리엘은 직접 만든 옷을 현

재 자신의 홈페이지(HTTP://swedroebyariel.com)에서만 온라인으로 판매하나 그의 옷을 사고 싶다는 매장이 늘고 있다.마이애미에서 최근

끝난 기술·정보 교류 관련 행사인 '이머지'에서 학생 디자이너로 유일하게 참가한 애리엘은 래퍼 핏불에게 보타이를 제작해 건넬 계획을 세

우는 등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삼기를 희망하고 있다.

<제 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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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503000438159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0504094802&type=xml&re=
http://www.etnews.com/20150505000102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29038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7/0200000000AKR20150507012000123.HTML?input=1195m


발행기관/발행일 Beta뉴스 / 2015.05.07

기사 제목(링크) 제이씨현, 쉽고 정밀한 3D 프린터 '큐브 3세대' 출시...예약가 135만원

주제 업계동향

내용 요약

3D 프린팅 기술이 현대판 '심봉사의 기적'을 연출했다. 브라질의 한 시각장애인 여성이 3D 프린터 덕에 뱃속 아이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

었다고 씨넷 6일 보도했다. 부모들에게 가장 놀랍고 신비했던 순간 중 하나는 임신한 뒤 초음파로 아이 심장 소리를 듣고 꿈틀대는 모습을

직접 본 순간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하지만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엄마들은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느끼지 못한다. 3D 프린터가

시각 장애여성들의 안타까움을 달래줬다. 유아용품 전문기업 하기스 브라질 지사가 진행한 캠페인 덕분이다. 화제의 주인공은 타티아나 구

에라라는 이름의 30세 여성. 17세에 시력을 잃은 구에라는 현재 임신 20주차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소리로만

아이를 느낄 수 있었다. 캠페인 제작진은 그녀에게 초음파 검사를 진행 한 후, 의사로부터 전송 받은 초음파 이미지를 토대로 설치된 3D 프

린터기를 통해 아이의 얼굴을 인쇄해 줬다. 이 여성에게 축복을 선사했던 이 기술은 새로운 기술은 아니다. 3D 베이비즈라고 불리는 업체

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중 아이를 3D 프린터로 인쇄해주는 상품을 예비 부모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내용 요약

3D 시스템즈 국내 수입 유통사 제이씨현시스템이 3D 시스템즈의 신제품 3D 프린터 큐브 3세대를 출시했다. 새롭게 출시된 큐브 3세대 제

품은 높은 출력 품질과 안정성, 사용 편리성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 개인용 및 교육 3D 프린터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큐브 3세대 3D

프린터는 ABS, PLA 소재 사용이 가능한 디자이너용 제품으로 미국 안정 인증을 받았으며 8세 이상 어린이의 사용 안정 규정을 준수했다.

또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안전 기준을 통과하고 재료의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사용법도 간단하다. 큐브 3세대는 플러그 앤 플레이 설치로

LCD 스크린을 몇 번의 터치만으로 복잡한 설정을 끝낼 수 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평조절을 12단계로 전자동으로 진행해 누

구나 손쉽게 최적의 출력물을 제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평조절은 약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제이씨현 측은 약 3분이면 가능했다고 전

했다. 현재 개인용 3D 프린터 대부분은 싱글노즐 제품이지만 큐브는 플라스틱 제트 프린팅(PJP) 방식으로 두 개의 노즐을 이용해 두 가지

색상과 재질을 동시에 사용해 하나의 모델을 구현할 수 있다. 여기에 노즐 일체형 카트리지로 간단히 카트리지만 교환하면 노즐 막힘이 해

결된다. 크기는 338mx280mmx335mm의 콤팩트한 크기로 책상 위 공간을 절약하기 좋고 무게는 7.7kg다.

발행기관/발행일 ZDNet Korea / 2015.05.07

기사 제목(링크) 3D 프린터, 시각장애 여성 눈이 됐다

주제 3D프린터 활용

http://www.betanews.net/article/613016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0507141853&type=xml&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