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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메이커스페이스 주요 보유 장비

3D프린터/ 큐비콘, style 220G

보유대수 : 6대

주요사양

출력방식 : FFF방식(FDM방식)

조형크기 : 150*150*150mm

조형속도 : 최대 300mm/sec(0.4 Nozzle 기준)

슬라이싱 S/W : Cubicreator

재료(필라멘트) : ABS, PLA, TPU 1.75mm

주요특징 :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3D 프린터

임(출력물 분리 매우 쉬움)

3D프린터/ 큐비콘, Single Plus - 320G

보유대수 : 1대

주요사양

출력방식 : FFF방식(FDM방식)

조형크기 : 240*190*200mm

조형속도 : 최대 500mm/sec(0.4 Nozzle 기준)

슬라이싱 S/W : Cubicreator

재료(필라멘트) : ABS, ABS-A100(저수축ABS), PLA, TPU

1.75mm

주요특징 :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3D 프린터

임(출력물 분리 매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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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큐비콘, DLP-LUX-B12C

보유대수 : 2대

주요사양

출력방식 : DLP방식(UV 405nm) Bottom UP 빛(UV)이 조

사되면 레진 내에 분자간 광경화 반응을 일으켜 고체 상태가 됨

조형크기 : 125*70.3*110mm

슬라이싱 S/W : CubicreatorLP

재료(레진) : ABS LIKE RESIN, FLEXIBLE RESIN, ACRYL

RESIN

주요특징 : Sequence 최적화로 출력시간 단축

3D프린터/ 신도리코, 2X DP303

보유대수 : 4대

주요사양

출력방식 : FFF방식(FDM방식)

조형크기

노즐1: 228*200*300 mm(W*D*H)

노즐2: 225*200*300 mm(W*D*H)

슬라이싱 S/W : 3DWOX

재료(필라멘트) : ABS, PLA, Flexible, PVA(수용성전용 노즐

사용)

주요특징 : 2개의 노즐(Dual Nozzle)에서 각각 다른 색상을

출력할 수 있어 2개의 색상을 가진 출력물을 제작할 수 있음

슬라이싱 출력 중 사진 결과물 사진

슬라이싱 출력 중 사진 결과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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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Sinterit, Lisa One

보유대수 : 1대

주요사양

출력방식 : SLS방식(선택적 레이저 소결)

조형크기 :130 X 170 X 130(mm)

슬라이싱 S/W : Sinterit 스튜디오 2019

재료(분말) : PA12 Smooth, PA11 Onyx, FLEXA Grey,

FLEXA Soft, FLEXA Bright, TPE

주요특징 : 인쇄 재료인 분말이 서포터로 동시에 사용되며, 출

력 후 쉽게 제거할 수 있어 복잡하고 정밀한 형상을 제작하기

좋음

3D 스캐너/ Shining 3D, EinScan-Pro 2x

보유대수 : 2대

주요사양

종류 : 3D 스캐너

스캔모드 : 핸디 HD 스캔, 핸디 고속 스캔. 자동 스캔. 자유 스

캔

단일 스캔 범위 : 135*100mm - 225*170mm

광원 : LED

작동거리 : 400mm

출력 형식 : OBJ, STL, ASC, PLY,P3, 3MF

주요특징 : 빠른 속도로 인물, 사물 등의 정밀 3D 데이터를 획

득할 수 있음

슬라이싱 출력 중 사진 결과물 사진

결과물 사진 결과물 사진 결과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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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가공기/Trotec, Speedy 100

보유대수 : 1대

주요사양

가공 크기(최대 작업물 높이) : 610 ⅹ 305mm( 132mm)

재료(컷팅) : 가죽,나무,라미네이트,섬유,아크릴,종이, 플라스

틱

재료(마킹) : 라미네이트,아크릴,플라스틱

가공 속도 : 4.3m/s, 5g 가속도, 8배 빠른 커팅

S/W : JobControl, 잉크스케이프, CADian 2D/3D, 포토샵

(준비중), 일러스트(준비중)

진공성형기/쓰리디앤드, Perform 550M

보유대수 : 1대

주요사양

가공 크기(최대 작업물 높이) : 610 ⅹ 305mm( 132mm)

재료(컷팅) : 가죽,나무,라미네이트,섬유,아크릴,종이, 플라스

틱

재료(마킹) : 라미네이트,아크릴,플라스틱

가공 속도 : 4.3m/s, 5g 가속도, 8배 빠른 커팅

S/W : JobControl, 잉크스케이프, CADian 2D/3D, 포토샵

(준비중), 일러스트(준비중)

스캔 중 사진 스캔 데이터 획득

결과물 사진1 결과물 사진2

결과물 사진1 결과물 사진2

(http://www.muan.go.kr)



플로터 프린터/ HP, CN/HP DesignJet Z6 PS
Printer 44

보유대수 : 1대

주요사양

최대 출력 가능 폭: 1118mm

해상도: 2400*1200

잉크색상: 6색

인쇄속도: 최대 30초 이내(A1 기준)

급지방식: 롤, 낱장

용지처리: 수평자동절단

주요특징 : 현수막, 포스터, 전지인쇄 등 메이커들의 창작활동

을 위해 이용 제공

결과물 사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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