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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플랫폼창동61‘오감만족 3D프린팅 체험’전시 개최

-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작품 전시에서 3D 오브제 만들기 체험까지
- 겨울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플랫폼 창동 61 프로그램
- 1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플랫폼창동61 갤러리510에서개최

□ 플랫폼 창동 61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 3D 프린팅 체험」전시가 진행된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3D 프린터의
다양한 출력 방식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직업을 탐구해보고 피
규어 같은 소형 작품에서 조명, 테이블, 의자 등 대형 작품까지 실
제 3D 프린터로 제작된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
□ 또한 ‘3D펜으로 나만의 작품 만들기’와 간단한 복제기술을 활용한
‘3D 오브제 만들기’ 등 3D 프린팅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프
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미래 기술 탐
구와 이해를 높이고, 상상하는 것을 입체화된 실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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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프린터는 우주항공, 전기전자, 의료기 뿐 만 아니라, 생활에 밀
접하게 필요한 물품 등을 3차원 도면 데이터를 이용해 입체적인 물
품을 생성하는 인쇄 장치로 2009년 처음 생산되어 지속적으로 높
은 성장률을 보이며 주목 받는 기술로서 최근에는 예술작품 제작에
도 확장되어 활용되고 있다.
□ 특히, 이번 전시는 국내 아트 토이계의 거장 쿨레인(본명 이찬우)
작가와 영국의 가구디자인 작가 그룹 일리오(ilio)의 작품 등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유명 국내외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피규
어와 가구 디자인에 관심이 있는 성인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전시회
가 될 것이다.
□ <오감만족 3D 프린팅 체험> 전시는 1월22일부터 3월31일까지 갤
러리 510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4천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3D펜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 또는 ‘3D 오브제 만들기’ 중 한가지를
체험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과 설 연휴(2월3~6일)는 휴관이며,
자세한 내용은 플랫폼창동61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02-993-0567
□ 플랫폼창동61은 음악 공연 뿐 만 아니라 전시, 도예 클래스, 시민
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서울 동북권의 복합문화공
간이다. 상세한 내용은 플랫폼 창동 61 홈페이지
(http://www.platform61.kr, ☎02-993-0575)에서 알 수 있다.
□ 한편, 플랫폼 창동 61은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이 뮤직디렉터
로, 몰프 매니지먼트 대표이사이자 모델 노선미가 패션디렉터로, 한
국예술종합학교의 이동연 교수가 총괄예술감독으로 임하고 있다.
- 2 -

붙임 1.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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