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시제품 등록 [ 물품식별번호 : 23624204 ]

혁신시제품 수의계약 선정업체

금속 3D프린팅은 의료, 주얼리, 항공, 자동차 부품 등 복잡하고 경량화와 고강도를 동시에 요구하는 고부가가가치 제품 제작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적층 제조 방식으로 형상의 모양과 관계없이 어떤 제품이든 제작할 수 있습니다. DAVID 금속 3D프린터는 교육 및 연구등 다양한
목적에 맞게 제작됩니다. 단순히 장비만 납품하는 것이 아닌 금속 3D프린팅 공정 노하우 및 교육용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조달청 수의계약 및 기관평가 가점 부여
* 수의 계약 - 조달청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등은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조달청 계약이 가능
* 혁신시제품 구입 시 기관평가 가점 부여 (조달청 혁신시제품 문의 : 070-4056-7217)

Make By DAVID

Lattice Pen By DAVID

Bronze Lattice By DAVID

다비드 3D프린터 장비 사양

조달청 혁신시제품 수의계약

Platform shape

Laser type
Building Volume
Specification

C irc le

Yb fiber laser 300W
Ø120 x 100mm (Height)
Powder Bed Fusion type

Layer Thickness

20um ~ 100um (Basic 30um)

Scanning System

high-speed scanner / Speed : Up to 3m/sec

Focus diameter
Argon/N2 consumption
Size
Weight

40um ~ 80um
20L/min
900(W) x 1200(D) x 1500(H)
80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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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드 3D프린터 상세 정보
복잡한 금속 부품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작 가능한 금속 3D프린터 다비드입니다. 다비드는
금속분말을 레이저로 용융 및 한 층씩 적층하는 반복과정을 통해 제작되는 PBF방식으로 금속 3D
High-end laser

Scaning System

프린팅 방식 중 가장 높은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고출력 Fiber Laser와 Scanlab Scanner를 통한 안정적인 성능은 고품질 부품 생산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뛰어난 해상도와 40μm의 Beam spot은 복잡하고 정교한 구성요소를

Optimized Software

Test the powder

제조하는데 이상적입니다. 금속분말이라면 어떤 형상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분야

다양한 소재 응용

공공기관 및 산학협력 단체, 연구과제

100ø x 100mm 높이의 빌드크기로 적은 양의 분말을

3D printer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계획한 학교 및 학원

활용해 소재 테스트, 금속 3D프린팅 교육, 주얼리, 덴탈 등에

금속 분말 테스트를 위한 분말 제조업체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Dental용 PFM, Partial Denture, 임플란트 연구소
독창적 디자인의 금속 Jewelry 제작연구소

Fe alloy
Co alloy
Ti alloy

금속 3D프린팅 교육
금속3D프린팅 기본 교육

Ni alloy
Mg Alloy
Tool steel

Magics, Netfabb 등 SW사용 교육
(샘플 제작 및 소재별 공정 테스트는 유료서비스 입니다)

MAKE BY DAVID

혁신시제품 수의계약 선정업체

미래인의 금속 3D프린터 다비드는 자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를 진행하며
국내외 소재개발업체 및 연구소와 함께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소재 및 장비구매 문의 금속 3D프린팅 및 SW 사용 교육도
진행 중이오니 메일 또는 웹사이트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