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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된 
FDM 재료를 통해 
생산 역량을 
강화한 콘티넨탈

 
Fortus 450mc는 ULTEM 
9085 및 ABS-ESD7과 
같은 고도로 전문화된 
재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공장 현장에서 까다로운 
생산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함으로써 포트폴리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tefan Kammann

샘플 및 기계 솔루션 책임자, 콘티넨탈 엔지니어링 

서비스 사업부

콘티넨탈은 자동차 분야의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 중 하나이며 승용차, 상용차 및 이륜차 부문에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합니다(제공: 콘티넨탈 AG).

https://www.stratasys.co.kr/?utm_source=logos&amp;utm_medium=pdf&amp;utm_content=footer-title-page-stratasys-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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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역량강화 센터의 Fortus 450mc 3D 프린터 앞에 서 있는 Stefan Kammann

세계 최고의 타이어 제조업체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자동차 분야의 기술을 주도하는 콘티넨탈 

AG는 자동차 파트 생산, 커넥티비티, 자율 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 등 광범위한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콘티넨탈 엔지니어링 서비스(이하 CES)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계에서 생산, 테스트 및 

검증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을 통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 콘티넨탈은 대규모 고객 포트폴리오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독립형 회사인 CES에서는 콘티넨탈의 글로벌 브랜드 

중 하나인 제품 솔루션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ES는 외부 고객을 위한 부품, 프로토타입, 소형 

시리즈 파트 제조는 물론 콘티넨탈의 생산라인과 

기계를 위한 내부 솔루션을 담당합니다. 콘티넨탈은 

서비스 제공 및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ADaM(

적층 설계 및 제조) 역량강화 센터를 건설했습니다. 이 

최첨단 시설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산업 수준의 적층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콘티넨탈 엔지니어링 서비스 사업부의 샘플 및 기계 

솔루션 책임자인 Stefan Kammann은 “저희는  

1996년부터 기존 생산 방식과 함께 적층 제조 방식을 

활용해 왔습니다. ADaM 역량강화 센터를 통해 

설계부터 생산 후 작업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큰 

규모로 적층 제조 기술을 운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문화된 FDM 재료로 
생산 역량 강화

https://www.continental.com/de
https://www.continental.com/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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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세계

사진의 엑스레이 가이드는 자동차 센서가 생산 중에 제자리에 유지되도록 하고 제품 반복성을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ULTEM 9085 레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산 파트, 프로토타입 및 회사 자체 생산 라인 기계용 

지그 및 픽스처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산업용 

수준 Stratasys Fortus 450mc FDM® 3D 프린터는 

콘티넨탈 ADaM 센터의 역량을 이끌어가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Kammann은 “역량강화 센터에서는 고성능을 위한 

적층 가공 기술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Fortus 450mc는 ULTEM 

9085 레진 및 ABS-ESD7과 같은 고도로 전문화된 

재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공장 현장에서 까다로운 

생산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함으로써 포트폴리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Fortus 450mc

는 ESD 규정을 준수하는 생산 파트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3D 프린터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Kammann에 따르면 Fortus 450mc는 단 몇 시간 

만에 파트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팀은 하룻밤 동안 

프린팅 작업이 실행되도록 설정한 후 다음 날 아침에 

완성된 파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제작 

속도 덕분에 교체 파트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Kammann은 “Fortus 450mc를 활용하면 교체 생산 

툴과 파트를 고성능 열가소성 수지로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제조 방식으로 제작한 것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기존 제조 방식으로 툴을 

생산할 때 수반되는 긴 제조 시간을 방지하고 교체 

파트를 기다리는 동안 가동 중단되는 기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여 기계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https://www.stratasys.co.kr/3d-printers/fortus-380mc-450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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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가 핵심 요소

이 ESD 규정을 준수하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접착 고정 지그는 ABS-ESD7 
재료로 프린팅되어 전자 장치 주변에서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CES는 자동차 파트와 솔루션을 생산할 때 제조 

현장에서 많은 전자 파트와 부품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전자 부품과 접촉하는 모든 기계 파트에는 정전기 방지 

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전기 방지 특성은 제품 

손상, 성능 저하 또는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정전기 방전을 방지합니다. 사내에서 제조되는 많은 

픽스처와 툴은 ABS-ESD7 재료를 활용해 민감한 

전자 파트를 취급하는 데 필요한 정전기 방전 표준을 

충족하면서도 내구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Kammann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생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Kammann는 “ABS-ESD7 재료를 활용하여 자동차 

디스플레이 조립용 접착 고정 지그를 3D 프린팅할 

수 있어 맞춤 제작이 가능한 빠르고 안전하며 ESD 

표준을 준수하는 솔루션을 사내에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른 생산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CES가 직면한 제조 과정의 당면 과제를 

최고의 기술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여줍니다”라고 

말합니다. 

콘티넨탈은 Fortus 450mc를 생산 운영에 

통합함으로써 자동차 파트 생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까다로운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재료 특성을 갖춘 고품질 파트를 비용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ammann은 “Fortus 450mc는 콘티넨탈의 생산  

및 서비스 솔루션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었습니다.  

3D 프린팅 파트에 대한 고객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설계와 생산 내에서 적층 제조 기술의 

사용을 더욱 확대해 서비스 제공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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