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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구분 발표 주제
09:00~10:00 Registration

10:00~10:05
개 회

축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말씀/ 한국3D프린팅협회장10:05~10:10

10:10~10:30

기조강연

정부 3D프린팅 산업 육성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안드레사무관

3D Printing Technology and its Biomedical Applications/ 포스텍 조동우 교수10:30~11:20

11:20~11:50 글로벌기업의 3D프린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스트라타시스 천백민 이사

11:50~12:20 3D프린팅을 활용한 산업혁신 및 진화의 실태와 향후 발전전략/ 3d systems 백소령부장

12:20~13:10 Lunch Break 및 전시 관람

13:10~13:40
세션 1 

비즈니스 활용사
례(10대 핵심활용

분야)

발전 플랜트 핵심부품 제조에 대한 금속 기반 3D Printing 기술 활용 전망/ 
두산중공업 조현철 박사

13:40~14:10 3D printing을 이용한 소화기 내시경 영역에서의 진단 및 치료/ 분당차병원 조주영 교수

건설분야 3D Printing 동향 분석 및 응용서비스 모델 제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승재 교수
14:10~14:40

3D프린팅을 이용한 자동차부품 활용사례와 기술전망/ 3D프린팅연구조합 강민철 박사14:40~15:10

15:10~15:30 Coffee Break

15:30~16:00

세션 2
기술 및 소재

(15대전략기술)

미래 창조경제 3D 프린팅 전략기술
- 금속소재 개발 동향 및 활용 전략/ 한양대학교 이재성교수

16:00~16:30 3차원 프린팅을 응용한 3차원 회로장치 기술/ 안동대학교 김호찬 교수

생체의료분야 3D프린팅 기술동향 (소재, 공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석희 박사16:30~17:00

17:00~17:30 변환•합성 기반 비정형 3D모델링 소개/ 대림I&S 조인제과장

17:30~17:40 Lucky 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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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시간 구분 발표 주제 발표연사

09:00~10:00 Registration

10:00~10:10 축 사 미래창조과학부 백기훈 국장

10:10~10:40

기조강
연

3D프린팅,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재길 단장

10:40~11:10 3D Printing2.0 과 3D Printing 리딩 기업으로서의 역할과 미래 3D Systems 백소령 부장

11:10~11:40 특허로 본 3D프린팅 산업- 3D 프린팅 특허 분쟁 유의해야 쓰리디아이템즈 이소영 미국 변호사

11:40~12:10 Building Blocks of a 3D Printing Ecosystem Materialise 권순효 팀장

12:10~13:00 Lunch Break 및 전시 관람

13:00~13:30

세션 1 
기술 및
소재

미래창조 창조경제 3D 프린터 Carima 이병극 대표

13:30~14:00 3D프린팅과 스마트 소재 대림화학 성유철 부장

14:00~14:30 3D프린팅에 있어서 모델링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Intelli Korea 한명기 부장

14:30~15:00 3D 프린팅 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의 변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현학 연구원

15:00~15:30 Coffee Break

15:30~16:00

세션 2 
비즈니
스 구현
사례

교육현장에서의 3D프린팅 교육(G러닝)의 운용 및 성공사례- 무한상상! 꼬마 Creator 심곡초등학교 과학교사 하동훈

16:00~16:30 3D프린팅 창의Makers 양성 전략 상명대학교 윤영진 교수

16:30~17:00 3D프린팅의 대중화를 위한 제언 3Developer 이상민 팀장

3D프린팅 창업과 3D프린팅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례 글룩 홍재옥 대표17:00~17:30

17:30~17:40 Lucky D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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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제조혁명, 상상을 빚는 3D 프린팅



By editor

Article Article

Article Article

Article Article

[심층기획] 3D Printing Business Insight 컨퍼런스



On-line PR Off-line PR

Co-marketing

Media it 
Special/Feature article 



일정 준비내용

2015.02.28 협찬 및 참가신청

2015.02.28 스피커 확정, 참가신청서 및 강의개요 마감

2015.03.03 협찬사 로고 마감

2015.03.03 행사홈페이지 오픈, 온.오프라인 홍보개시, 
사전등록 개시

2015.03.13 협찬 및 참가비 마감

2015.03.13 기획특집 보도자료 마감

2015.03.18 기획특집페이지 오픈

2015.03.19 강의원고 마감

2015.03.26 2015 3D Printing Business Insight 개최





현장취재 주간뉴스 벤치마크 노하우

전문가 리뷰 Good & Bad

미디어잇초이스 팁&강좌 구매포인트

제품리뷰 구매 후기

엔터프라이즈 통신 컴퓨팅 정보가전뉴스

ItTV

리뷰

구매가이드

블로거뉴스

<포털> <방송>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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