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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3D 프린팅 산업 동향

글로벌 3D 프린팅 산업 개요

가. 글로벌 3D 프린팅 시장 동향
2019년 기준 3D 프린팅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총 104억 달러(약 한화
12조 원)에 달하며, 매년 17~21% 성장하여 2023년 202억 달러, 2026년에는
372억 달러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3D 프린팅 글로벌 시장 규모 및 향후 예측(9개 주요 시장분석 업체)
출처: Hubs, “Additive manufacturing trend report 2021”

2019년 기준 전체 시장 중 미국이 약 36%, 아시아 국가 28%, 유럽 26%(독일은
10%), 기타 10% 순으로 매출이 발생하였고, 분야별로는 서비스, 하드웨어, 재료,
소프트웨어 순으로 매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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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세계 3D 프린팅 시장 점유율(2019년)
출처: IDC, thyssenkrupp

Ernst & Young 2019년 글로벌 3D 프린팅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13개 국가 9개 분야 900개 기업들 중 3D 프린팅 기술 사용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율은 한국이 81%로 가장 높고, 중국 78%, 영국 74%, 독일 63%, 미국 5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국가별 제조 기업들의 3D 프린팅 기술 적용 비율(2019년)
출처: Ernst & Young, “3D printing: hype or game 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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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기술의 활용도와 향후 잠재력은 산업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회사들 중 분야별 적층제조 기술 활용비율은 항공, 소비재, 화학,
전자, 물류 및 운송, 건설, 산업용 제품, 자동차, 생명과학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산업 분야별 회사들의 3D 프린팅 기술 사용 비율
출처: Ernst & Young, “3D printing: hype or game changer?”

많은 회사들이 이전보다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와 중국 및 주요 국가의 정부 주도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한 해만 3D 프린팅 분야 신생기업들에 대한 투자금이 11억 달러(약
1조 3천억원)에 달했으며, 주요 투자 대상은 응용 3D 프린팅(30%), 3D 프린터
제조사(25%), 제조 플랫폼(19%), 소프트웨어(13%), 소재 생산기업(9%) 등1)이다.

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3D 프린팅 산업 영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공급사슬 교란 등으로 인해
3D 프린팅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단기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있었으나,
1) Hubs, “3D printing trend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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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bs의 2021년 엔지니어링 업계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기업의 33%가 적층제조 기술의 활용 비중을 더 늘렸으며, 50%는 기존의 적층제조
활용 비율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향후 전망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 제조분야의 경우 글로벌 공급사슬의 교란으로 외국으로부터의 부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해 많은 기업들이 직접 3D 프린팅 장비를 도입하거나 외부 3D 프린팅 업체
이용하게 되었으며, 특히 코로나 초기에는 3D 프린팅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인보호장비(PPE)를 생산해 3D 프린팅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이 높아졌다.
⚫ 많은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3D 프린팅을 이용한 시제품 제작을 보편화하고 있으며,
시제품 제작 이외에도 지그 및 고정구 제작이나 최종제품에 들어가는 외장용/기능성
부품 제작 등에 적용하는 등 그 활용 범위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2

유럽 3D 프린팅(적층제조) 특허 출원 현황
유럽 특허청(EPO)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8년까지 총 21,616개의 적층제조
관련 특허가 출원되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의 특허가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출원되었으며, 이 기간 연평균 36% 특허 출원이 증가하여 같은 기간 EPO 전체
특허 출원 증가율 3.5%보다 약 10배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림 5❙ 유럽 적층제조 관련 특허 출원 수(2000년-2018년), 출처: 유럽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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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유럽특허협약(EPC) 회원국을 제외한 단일 국가로는 미국의
비중이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도 11.8%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외 캐나다, 이스라엘, 한국, 호주, 대만 등이 비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1%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림 6❙ 국가별 적층제조 관련 유럽 특허 출원 비율(2000년-2018년), 출처: 유럽 특허청

유럽특허협약 회원국 중에서는 독일이 1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세계 기준으로도 미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 영국(4.8%), 프랑스(4.4%),
네덜란드(3.7%), 스위스(3.6%), 벨기에 (2.0%)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림 7❙ 유럽특허협약 회원국별 적층제조 관련 특허 출원 비율(2000년-2018년), 출처: 유럽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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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제조 특허 출원 상위 25개 기관의 현황에서도 미국과 독일 중심의 경향이
나타났다. 미국의 General Electric社와 United Technologies社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독일의 Siemens社가 그 뒤를 이었으며, 상위 5개 기관이 모두
미국과 독일 기업으로 나타났다.
⚫ 독일에서는 Siemens, BASF, MTU Aero Engines, Evonik, EOS 등 5개 기업이
상위 25개 특허출원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그림 8❙ 2000년-2018년 적층제조 특허출원 상위 25개 기관(국가), 출처: 유럽 특허청

유럽 특허청은 적층제조 특허의 기술 분야를 크게 디지털(Digital), 기계 및 공정
(Machine and Process), 소재(Material), 부문별 응용(Application Domains)
등 4가지로 분류한다. 디지털 분야는 모델링, 스캐닝, 제어 소프트웨어 등 적층제조에
관련된 디지털 기술 전체를 포함하며, 기계 및 공정 분야는 적층제조를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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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인더 제팅, 분말적층용융(PBF), 직접 에너지 조사(DED) 등 모든 공정
관련 기술들이 포함된다. 소재 분야는 적층제조에 쓰이는 주소재와 보조소재를
포함하며, 크게 폴리머, 금속, 세라믹, 바이오소재, 시멘트 등의 5개 기술 분야로
나뉜다. 부문별 응용은 적층제조 기술을 특정 산업부문에 응용한 기술들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교통 부문, 의료 부문, 산업용장비 부문 등을 포함한 8개 부문에의 응용
기술들이 포함된다.
⚫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적층제조 관련 기술 4개 분야 중 ‘부문별 응용’ 관련
특허가 전체의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8년 기준 부문별 응용
분야의 특허(2,152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의료부문으로, 907건의
특허가 출원되었다. 그 외 에너지(436건), 교통(278건), 산업용장비(163건),
전자(137건), 건설(111건), 소비재(97건), 식품(23건) 순으로 나타났다.
⚫ 소재분야의 경우 2018년 특허 출원 총 973건 중 폴리머 관련 특허가 53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금속/합금

기술(219건),

세라믹(114건),

바이오소재(86건), 시멘트(22건)가 뒤를 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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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독일 3D 프린팅 산업 및 기술개발 동향

독일은 글로벌 시장 규모 중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약 104억 달러 매출 중 독일은 약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 매출이 발생했다.
⚫ 지난 10여 년간 독일 3D 프린팅 산업은 크게 성장하였으며 특히 산업용 3D
프린팅 기술은 인더스트리 4.0을 실현할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의료,
항공·우주, 자동차, 기계공학,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 또한 독일은 친환경 정책과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적은 전기차 생산과 보급이 장려됨에 따라, 자동차 산업에서 3D 프린팅 기술
개발 및 연구에 투자와 지원을 높이고 있다.

1

독일의 3D 프린팅 기술개발 현황
독일 전역에 3D 프린팅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은 약 148개가 있으며, 그
중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의 규모가 가장 크다. 3D 프린팅 생태계를
위한 산학연 조직인 “프라운호퍼 적층제조 얼라이언스(Fraunhofer Additive
Manufacturing Alliance)”는 적층제조 관련 유럽 최대의 네트워크로 이 얼라이언스
산하 17개 연구소들이 공동으로 품질, 소재, 기술, 엔지니어링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성과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
개념, 기술 및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다.
연방교육연구부가 지원하는 “폴리라인 프로젝트(POLYLINE-Projekt)”는 독일의
15개 기업과 연구소가 차세대 디지털 생산 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이다. 다품종 대량 생산을 목표로 공정 준비에서부터 공정 후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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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는 모든 개별 하위 공정이 자동화되며 하나의 계획된 제조라인 내로 통합되어
SLS(선택적 레이저 소결) 생산 체인의 모든 과정이 포괄적으로 연결된다. BMW社와
3D 프린팅 제작을 하는 EOS社가 참가하고 있으며, 연구기관 중에는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아우크스부르크 대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연방교육연구
부는 약 1,070만 유로(한화 143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
연방교육연구부는 2020년 9월부터 ‘MaterialDigital’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소재분
야 디지털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출범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까지 총 13개 프로젝트(이 중 3D 프린팅 분야 2개)에 약 2600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13개 프로젝트 중 ‘DiStAl’는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하여 경량
건축 분야에 이용될 수 있는 균열에 강한 알루미늄 분말금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이며,
‘ODE_AM’는 3D 프린팅 기술로 제조된 금속 구조물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 및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온톨로지(ontology)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연방경제에너지부는 프라운호퍼 적층제조 얼라이언스 산하 계면 및 생물공학연구원
(IGB)을 중심으로 ‘BioRap’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3D프린터
를 이용한 인공혈관 제작에 성공했고, 인공피부 제작을 위한 나노 수준의 3D
프린팅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적층제조 기술의 노하우 공유, 공동 혁신제품 개발 추진을 목표로 ‘Mobility
goes Additive e.V.(MGA)’가 베를린에 설립되었다. 베를린 주정부와 SIEMENS
社의 후원으로, 사용자 기업(대기업 및 중소기업), R&D 기관, 컨설팅 회사, 기계
및 소재 제조업체, 적층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대학 등 약 120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모빌리티, 의료 분야 11개 학제간 워킹 그룹을
중심으로 매년 40회 이상의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하며, 구성원들의 상호개발을
촉진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9

2

독일의 3D 프린팅 분야 주요 기업
EOS GmbH

⚫ 독일 남부 크라일링어(Krailinger)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EOS社는 1989년에
BMW社의 SLA 시제품 제작을 담당하면서 설립되었다. 현재 EOS는 미국
스트라타시스(Stratasys)社에 이어 세계 2위의 산업용 금속 및 플라스틱 3D 프린팅
제조업체로, 핵심기술은 선택적 레이저 소결(Selective Laser Sintering, SLS)을
이용한 프린팅 기술이다. 2018/2019년 기준 약 3억 6,20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현재 15개국에서 1,25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Trumpf
⚫ 1923년 독일 남부 슈투트가르트(Stuttgart)에서 기계 작업장으로 설립된
Trumpf社는 이후 산업 응용분야 공작기계, 레이저 및 전자 장치를 위한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다. 핵심기술로 레이저 금속 용융(Laser Metal
Fusion)과 레이저 금속 증착(Laser Metal Deposition)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9/2020 기준 전년도보다 10.8% 증가한 34억 8,77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전 세계 총 70개 지역에 약 14,325명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Siemens (Materials Solutions)
⚫ 세계적인 전기·전자 기업인 Siemens社는 2016년 3D 프린팅 기술로 비행기
터빈과 모터,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신생 기업 Materials Solutions社를 인수했다.
이 회사는 금속과 슈퍼 합금을 이용한 SLM(Selective Laser Melting)을
핵심기술로 보유하고 있다. 지멘스는 2018년 약 2,700억 유로를 투자해 영국
우스터(Worcester)에서 가장 큰 3D 프린팅 전문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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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5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3D 프린터 생산 용량을 기존보다
두 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oolcraft
⚫ 1989년에 설립된 Toolcraft社는 금속 3D 프린팅, 자동차 조립형 맞춤 턴키 로봇
제작에 필요한 제조기술을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3D 프린팅 서비스 업체이다.
에어버스 항공기용 엔진 부품을 포함하여 항공우주 산업, 반도체 분야, 의료 기술,
자동차 및 에너지 분야의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다. 2017년 기준
3,770만 유로 매출을 기록했고, 현재 총 39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GE Additive(Concept Laser)
⚫ Concept Laser社는 독일 오버프랑켄 지역 리히텐펠스(Lichtenfels)의 호프만
이노베이션 그룹에서 분리되어 2000년에 설립된 기업이다. 레이저 응용 기술의
선구적인 기업으로 특히 레이저 큐징(Laser CUSING) 기술을 통해 치과 및 의료용
시제품, 임플란트, 기구 및 기타 부품의 직접제조를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
공헌했다. 2016년 12월부터 세계 첨단기술 기업인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社의 사업부인 GE Additive에 일원이 되었다. GE Additive는 Concept
Laser社의 75% 지분을 가지게 되면서 현재 금속 3D 프린팅 시장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GE Additive는 2019년 독일 리히텐펠스에 4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3D 프린팅 생산 공장을 설립했다. 2019년 기준 Concept Laser사 매출은
약 900만 유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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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3D 프린팅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2020년 3월 독일 국립과학아카데미(Leopoldina), 독일과학아카데미연합(Union
der deutschen Akademien der Wissenschaften) 및 독일 공학한림원
(Acatech-Deutsche Akademie der Technikwissenschaften)은 적층제조
분야의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①적층제조 기술의 도전 과제, ②응용분야별 적층제조
기술개발 방향, ③적층제조 기술의 사회적 영향 고려 등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1

적층제조 기술의 도전 과제

가. 시뮬레이션 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 3D 프린팅 기술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해서는 적층제조 생산 프로세스의 계획 단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공정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과정이 디지털화 되고 일관적인 프로세스 체계 확보를 위해 End-to-End 솔루션
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제조공정 준비 과정부터 후처리 가공까지의 통합 모델링
기술의 개발, 원격 제조를 위한 시스템 운용 및 제어 기술의 구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선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한 연산능력 강화 또한 요구된다.
⚫ 모델링 기술 측면에서는 보다 복잡한 구조 및 기술의 적용을 위한 복셀(voxel,
3차원 공간의 한 점에 해당하는 그래픽 정보 단위) 지향적인 모델링의 개발, 그리고
소재의 물리화학, 생체물리학적 반응의 이해와 제어를 위한 소재에 특화된 새로운
알고리즘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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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화, 품질보증 및 신뢰성 제고
⚫ 소재의 제조와 제품생산 공정이 함께 이뤄지는 적층제조의 특성상 품질관리는
제품의 설계, 공정 계획 및 시뮬레이션, 제조 및 후처리, 품질검사 등 제조 과정의
매단계마다 이뤄진다. 그러므로 적층제조의 품질관리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여기에는 이러한 적층제조의 특성에 적합한 표준 및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일반적인 제조업의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적층제조의 다양한
응용분야의 조건에 맞게 수정하거나 새로운 표준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복하중 하에서의 거동 등 소재 안정성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

다. 신소재 개발
⚫ 다양한 3D 프린팅 제조공정은 그 수만큼 다양한 소재를 필요로 하나 소재와 공정의
최적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이고 활용 가능한 소재는 제한적이다. 또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제조공정을 인증 받아 상용화 하는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새로운 소재 개발을 위해서는 신소재 및 다중소재의 제조와 가공을
위한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제조과정 중 소재 특성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며, 장비와 소재 제조사 간 원활한 소통으로
제조공정 상 소재 및 구조 특성 예측 모델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사용된
소재 관련하여 전처리 및 후처리의 표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다기능성 부품의 적층제조
⚫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에 새로운 기능성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성의 부가는 기능성 소재 및 부품을 제품의 표면이나 내부에 결합시킴으로써
이뤄진다. 이러한 기능과 응용 가능성의 확대를 위해서는 금속에 센서를 결합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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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소재 개발, 출력되는 전자 장치의 집적밀도 최적화, 소재 특성이 최적화된
기능성 소재 개발 등이 필요하다.

2

응용 분야별 적층제조 기술개발 방향

가. 의료
⚫ 적층제조 기술이 의료분야에서 지닌 막대한 가능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의
강화가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환자의 세포를 이용해 대체용 신체조직을 제조하는
‘바이오프린팅(Bioprinting)’ 분야의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개발된
의료장치의 사용은 의료적 및 법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에 적합한 인증제도
정립이 필요하고, 환자들의 수용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건축 및 건설
⚫ 3D 프린팅 기술은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건축 건설 분야 생산성을 현저하게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더욱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건설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히 대형 3D 프린터 개발과 공급을 위한 건축공정 엔지니어링과 로봇기술 등의
연구, 3D 프린팅 건축물 제조에 적합한 새로운 소재의 연구 및 건축자재에 관한
규제 검토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다. 개인용 3D 프린팅
⚫ 3D 프린팅이 개인용 생산기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3D 프린터 저가화,
사용법의 단순화, 결과물의 신뢰성 개선, 활용 범위의 확대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데스크탑-3D 프린터는 MINT(수학, 정보학, 자연과학, 공학) 분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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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고학 및 문화재 관리
⚫ 3D 프린팅은 지속가능한 문화재 기록보존, 문화재 보존, 기초연구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해 큰 잠재력을 가지며, 대상물의 캡쳐 및 모델링 도구의 개발과 문화재 복원용
소재를 활용한 제조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제간(가령 박물관학과 복원학)
학술적 교류와 네트워킹,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3D 제조 전문가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마. 식품
⚫ 3D 프린팅 기술을 식품 분야에 적용하면 소비자에 맞는 식품 구성과 재료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나 노인·환자·아동 등을
위한 돌봄산업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제조 및 위생 표준 정립과 함께 적층제조 식품의 영양생리학적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3

적층제조 기술의 사회적 영향 고려

가. 사회적인 수용성
⚫ 3D 프린팅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용·의료용·개인용 3D
프린팅 분야로의 확장에 있어 해당 기술의 위험성과 장점에 대해 투명한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환경적, 윤리적 측면과 더불어 사회적
기준을 고려한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3D 프린팅 기술의
규제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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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환경의 변화
⚫ 3D 프린팅과 같은 신기술은 자격을 갖춘 새로운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노동환경과 조직방식,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 내에 3D 프린팅 기술과 그 영향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학교와 기업의 네트워킹의 강화를 통해 직업교육 내에서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다. 적층제조 기술의 지속가능성
⚫ 3D 프린팅 기술은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을 줄이고,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가 기존 기술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는
불확실하며,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적 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며, 이 기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제조공정 계획 단계에서부터
자원 절약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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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Herausforderungen)

- https://www.bmbf.de/bmbf/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karliczek-eine-stark
e-digitale-en-in-deutschland-vorantreiben.html

- https://www.bmbf.de/upload_filestore/pub/Deutschland_druckt_dreidimensional.pdf
- https://www.generativ.fraunhofer.de/de/profil-der-allianz/institute-der-allianz.html
- https://bigrep.com/de/posts/digital-jetzt-bmwi-foerderung/
- https://www.eos.info/polyline
- https://www.material-digital.de/
- https://mobilitygoesadditive.com/
- https://www.3dnatives.com/de/
- https://www.gtai.de/gtai-en/invest/industries/3-d-printing-261314#261324
- https://www.additive-fertig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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