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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날짜 제목 내용 기대효과

특강 6/27토 예술가와 3D 프린터 3D 프린터의 종류와 
구동방식에 대한 워크
숍 및 제작 기획	


국내외 3D 프린터 개
발 현황파 악 국내 작
가들에게 필요한 3D 
프린터에 대한 자료 
수집

3d프린터의 구동에 대한 이 해
를 통해 작가가 필요에 따 라 제
작 개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
립 할 수 있다.	


3D프린터의 발전 방향에 대 해 
토의하여 새로운 프린 터에 대
한 인식을 재정립한다.

1회 7/4토 3D모델링툴워크숍 A 

-모델링 개론

데스크탑 PC를 기반
으로 작동되는 3D 어
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모델링 기법에 대한 
활용 워크샵	


3D 모델링을 하기위한 개괄적
인	


모델링 기법을 익히고 툴을 가
리지 않고 모델링을 가능하도록 
한다.	


123D design, rhino, 3dmax  ,	


inventor, solidworks

2회 7/5일 3D모델링툴워크숍 B 

-모델링 123D design

과 rhino실전1

예제를 직접 만들며 
123D design과 rhino를 
배운다.

3D 프린터를 사용하는데 필요
한 툴, 유/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익힌다.	


123D design, rhino

3회 7/11토 3D모델링툴워크숍 C 

-모델링 123D design

과 rhino실전2

예제를 직접 만들며 
123D design과 rhino를 
배운다.

3D 프린터를 사용하는데 필요
한 툴, 유/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익힌다.	


123D design, rhino

4회 7/12일 3D모델링툴워크숍 D 

-sculptris, 123D 

catch, 123d sculpt+ 

,makehuman

붓으로 그림그리듯 모
델링하는 무료툴과 파
라메트릭 인체모델링
툴을 활용한 다양한 
모델링 기법을 배운
다. 	


3D 프린팅을 위한 모
델링 노하우와 모델링 
수정방법을 배운다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3직관적 모델링, D 스캐닝, 손가
락으로 3D 모델링을 제작할수 
있게 된다. 3d프린팅을 위한 모
델링 분할과 서포트생성 모델링 
믹싱등을 할수 있게된다.	


sculptris, 123D catch, 123d sculpt
+, meshmixer, netfabbstudio, 
makehuman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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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7/18토 3D 프린터 제작 1 
- 전자파트 조립 밑 펌웨어 
올리기

아두이노mega와 
ramps 1.4 등을 이용한 
전자파트제작과 모터
등을 연결하고 테스트
한다. 

3D 프린터를 만들어보며 3D 프
린터에 대 한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에 도움이될수있도록한다.	


6회 7/19일 3D 프린터 제작 2 
- 프린터 바디조립 1

x축 조립 및 익스투르
더 조립, 노즐의 구조
와 원리

:3D프린터의 구동구조인 카르
테지안 구동 로봇의 원리를 알
게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응
용 3D 프린터 제작에 대한 아이
디어를 도출한다.

7회 7/25토 3D 프린터 제작 3 
- 프린터 바디조립 2

y축 및  z축 조립 및 완
성

3D프린터의 구동구조인 카르테
지안 구동 로봇의 원리를 알게
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응용 
3D 프린터 제작에 대한 아이디
어를 도출한다.

8회 7/26일 3D 프린터 다루기 
- 테스트 프린팅 

각자 샘플 모델링 파
일을 제작하고 실제 
프린팅하기	

(프린터의 유지보수 
노하우)

프린팅 실패의 원인과 성공 노
하우를 공유한다.

9회 8/1토 전시진행준비 3D 프린팅, 또는 프린
터의 제작 과정 자체
를 예술적으로 응용

공동작품제작등전시를 준비

10회 8/8토 전시진행준비 3D 프린팅, 또는 프린
터의 제작 과정 자체
를 예술적으로 응용

공동작품제작등전시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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