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bon Fiber 3D Printing
ABS의 20배 강도

Metal 3D Printing

완벽한 메탈 솔루션

AIRCRAFT BRACKET
적층 두께 50um
재료 316L Stainless Steel
재료 비용 $33.51

CAMSHAFT SPROCKET
80um 적층두께
316L Stainless Steel 재료
$12.56 재료 비용

PUMP IMPELLER
적층 두께 100um
재료 316L Stainless Steel
재료 비용 $14.07
INJECTION MOLD
적층 두께 50um
재료 316L Stainless Steel
재료 비용 $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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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X
TECHNOLOGY

ADAM

Atomic Diffusion Additive
Manufacturing

3D프린팅과 금속 사출 성형의
장점을 응용한 ADAM 방식은 금속
부품을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
입니다.

Metal X
4세대 복합 3D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완전하게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Metal X는 금속 부품을
하룻밤 만에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가속화합니다.
20세기의 제조 공정에서 먼지를 제거하고 산업용
교체 부품에서부터 사출 금형, 작동하는 프로토
타입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 최소한의 구성,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며,가장 중요한 사용자의 안전성을
우선 합니다.

COMPOSITE 3D PRINTING

DESKTOP SERIES

규격 / 모델명

Onyx One Onyx Pro Mark Two

적용 기술

FFF

조형크기 XYZ (mm)

레이어 두께 (microns)
TECHNOLOGY

CFF

Plastic

두 가지 재료의 조합으로 제작
되는 복합재료(부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다재다능합
니다.
Markforged 고유의 제조 공정
을 통해 일반적인 3D프린팅보
다 더 견고하고 강도가 높은
부품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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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yx One

Onyx 단일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
이며 미세하고 부드러운 모양도
아름답게 조형할 수 있습니다.
ABS에 비해 강도가 높고 고온도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조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Onyx Pro
Onyx 재료와 Fiberglass 재료를
동시에 사용하여 복합소재 조형이
가능합니다.기본 ABS 소재보다
강한 부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Mark Two
FFF 일반 "플라스틱 전용 헤드"
와 CFF 탄소 섬유 용 "특수 커터
를 장착 한 헤드" 의 듀얼 시스템
으로 산업용 6061 T6 알루미늄
보다 강도가 있고 가벼운 부품
조형이 가능합니다.

COMPOSITE 3D PRINTING

INDUSTRIAL SERIES

Mark X3 / X5 / X7
규격 / 모델명

Mark X3

적용 기술

FFF

조형크기 XYZ (mm)

Plastic

50

FFF / CFF ( Composite )

50

Bed Leveling, Active Print Calibration

Onyx

X

X

50
In Process Inspection,
Active Print Calibration,
Bed Leveling

X
X

Nylon
Fiberglass

Fiber

Mark X7

330 mm x 270 mm x 200 mm

레이어 두께 (microns)

Laser

Mark X5

X

X

Carbon Fiber

X

Kevlar

X

HTST Fiberglass

X

Mark X3, X5, X7
타협하지 않는 강도, 정밀도 및 마감 Mark X 시리즈는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3D 프린
터입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부품 및 최초의정밀 감지 시스템으로 모든 제조업체의
필수 3D 프린터가 될 운명입니다. 이 3D 프린터는 금속처럼 강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특수 재료와 고급 "build as designed" 센서 및 Onyx의 아름다운 표면 처리 기술
과 결합되었습니다.
Mark X 시리즈는 ABS의 20배이상 강하고 10배더 견고한 Part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컨셉을 완전하게 바로사용 가능한 사출품에 근접 하게 프린팅 가능하며
그 이상을 목표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In-Process Inspection
3D 프린팅에서 획기적인 품질과
정밀도를 보장합니다.
클라우드 기반 아이거 (Eiger)
소프트웨어와 프린트 헤드에
부착된 레이저 변위 센서를 사용
하여 프린팅 조형 과정
(Layer by Layer)을 스캔하여
출력물을 레이어 별로검사합니다.
이 기술은 3D프린팅 결과물에서
가장 중요한 허용 오차 및 치수
정밀도를 보장합니다.

Onyx + Carbon Fiber
재료 강도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