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행사 개요
□ 일시 : 2018.4.25(수), 13:00 ~ 18:00
□ 장소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3층(대�
중�
소, 오픈빌리지 회의실)
□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후원 : 한국 3D프린팅협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참석자 : 기업관계자, 예비창업자, VC�
창업 엑셀러레이터, 공공 및 민간 TLO,
진흥원 등 50여명
□ 행사 구성

ㅇ (접수/등록) 진흥원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및 3D프린팅 산업동향 소개
ㅇ (기술설명회) 대학�출연연『금속 및 바이오 3D 프린팅』기술 발표
- 3D 프린팅은 금속, 폴리머, 종이 등의 특정물질을 적층방식으로
쌓아 3차원의 입체물을 형상화하는 기술로, 다품종소량생산이 가능해
제조, 의료, IT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중임
-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중 금속 및 바이오 등 3D 프린팅 분야
사업화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발표기술 선정

※ 기업수요 분석→발표기술 후보군 추출→기술개발 현황 파악→발표기술 선정
<기술설명회 발표기술 리스트>

구

분

기술명

연구기관

연구자

대형부품 보수 및금속성능향상을
위한
DED방식 기계연 하태호
3D
프린팅
기술
금속 및 금속3D 프린팅 분말소재 제조 및 공정 제어 기술 재료연 유지훈
바이오
3D프린팅
3D프린팅용 출력 S/W 기술
KETI 신화선
Bioprinting용 고탄성/생분해성 생체재료 KIST 정영미

※ 연구자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상담회)

연구자, 기업, 진흥원, TLO 간 기술, 투자 및 창업, 특허전략 상담 진행

- 기술설명회 참여자인 연구자-기업간 1:1 심층 기술상담, 투자/창업
상담, R&D 특허전략 컨설팅을 위한 별도 상담회장 운영

II. 행사 일정
□ 개막행사 및 기술설명회, 기술이전 상담회
시간

13:00∼13:45 45분
13:45∼14:00 15분

14:00∼14:20 20분

세부 내용

접수 및 등록
진흥원 소개 및 시장동향 발표
진흥원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소개
3D프린팅 시장 및 산업 동향
기술 설명회

비고

진흥원
진흥원
3D프린팅협회

보수 및 성능향상을 위한 DED방식
14:20∼14:40 20분 ① 대형부품
금속 3D 프린팅 기술(기계연구원 하태호)
프린팅 분말소재 제조 및 공정 제어 기술
14:40∼15:00 20분 ② 금속3D
(재료연구소 유지훈)
장소: 진흥원
3층 회의실
3D프린팅용 출력 S/W 기술
15:00∼15:20 20분 ③ (전자부품연구원
신화선)
Bioprinting용 고탄성/생분해성 생체재료
15:20∼15:40 20분 ④ (KIST
정영미)
기술이전 상담회
기술상담 : 기업-발표자 1:1 상담(사전 신청자)

▪
14:00∼18:00 240분 ▪ 투자/창업 상담
▪ R&D특허 상담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27길 2 일동제약빌딩 3층

장소: 진흥원
3층 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