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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3D프린터 MKS250

FDM을 최고의 성능으로 끌어올리다!

MKS250



고성능ㆍ정밀함ㆍ안정성, 모든 요소를 업그레이드! 
                  최고의 성능을 목표로 설계된 FDM 3D프린터, MKS250

특수 코팅 히팅베드! 컬러 LCD터치스크린!

Simplify3D 번들제공! 정전보상기능!

소재자동입출기능! 9점 오토레벨링!

250 x 250 x 300mm의 큰 빌드사이즈로

FDM 3D프린터가 갖추어야 할 최신기능을

모두 탑재한 메이커스에스아이의 신제품!

특수 코팅 히팅베드 적용

특수 재료를 베드 위로 면밀히 도포하여 코팅 처리를 함으로써, 
베드의 온도가 상승할 때마다 베드 표면에 자연 접착력이 생기는 
특수베드를 개발 및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출력이 완료된 이후, 베드의 온도가 내려가면 접착력이 자연
적으로 사라져 출력물을 쉽게 떼어낼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고급 익스트루더 시스템

정교하게 밀링처리된 익스트루더 기어는 반복적인 출력에 강한 내구성을 
가졌으며 매우 가벼운 모듈로 제작되어 빠른 출력속도를 지원합니다.

마모성이 심한 카본 파이버 성질의 필라멘트도 무리없이 반복적으로 잘 넘
기는 고급 익스트루더 시스템과 함께 원터치 버튼 조작만으로도 소재를 입
출할 수 있는 소재자동입출 시스템을 채택하였습니다.

강력한 Z축 모터와 스텝드라이버

외부의 압력이나 힘에 의해 쉽게 축이 움직일 수 없도록 강력한 고용량의
Z축 스텝퍼 모터와 고성능 마이크로스텝 드라이버를 장착하여 안정적이고

정확한 Z축 제어를 통해 출력 안정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고성능 마이크로스텝 드라이버는 Z축 모터의 과열을 억제하여 장시간
출력에도 최고의 출력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3개의 팬을 장착한 노즐부

출력물의 빠른 경화를 위한 노즐부의 좌우에 자리잡은 2개의 팬으로
출력되자마자 재료를 안정적으로 빠르게 굳게 해주어 다음에 쌓여질
재료를 안정되게 쌓여 출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추가적으로 설치된 노즐부 뒷면의 1개의 팬을 통해 노즐부 전체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9점 오토레벨링 기능 탑재

MKS250은 매 출력을 진행하기에 앞서 자동 오토레벨링을 지원합니다. 
항시 출력 전 노즐부 측면의 베드 감지센서를 통해 베드의 상부, 중부, 
하부의 총 9개의 포인트에 오토레벨링을 실시하여 노즐과 베드의 수
평과 높이를 자동으로 보정함으로써 출력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듀얼 입력장치로 편의성 확보

MKS250에 출력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저장장치 삽입을
위해 2가지 입력장치가 지원됩니다. USB 저장장치와 SD 카드 두가지
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DUAL 입력장치를 적용하였습니다.

*MKS250은 FAT32 포맷으로 이루어진 USB, SD카드만을 인식합니다.

정교한 축이동을 위한 LM가이드 장착 

X/Y축의 정밀한 선형운동을 돕기 위해 최고급 LM가이드를 장착하여
X/Y축의 이동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노즐부와 LM가이드 사이의 유격이 최소화되어 정밀하고 안정적인 
축이동으로 최고의 정밀성과 출력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컬러 LCD 터치 스크린 제어

간단한 터치만으로 제어가 가능한 FULL컬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간편하고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노즐과 베드의 예열시
온도설정, XYZ축의 위치조정, 필라멘트 자동 입출기능, SD카드 혹은
USB데이터 파일검색, 프린팅 속도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터치
스크린에서 가볍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다양한 기능이 장착되었다! 
                 자동제어로 편리하고 강력한 FDM 3D프린터, MKS250



"출력물의 품질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가 좌우한다!",  
세계 90%가 넘는 대다수의 FDM 3D프린터 전문가들이 
동의한 말입니다. 3D프린터 자체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출력물의 섬세한 퀄리티를 좌우하는 요소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입니다"

MKS250과 완벽한 호환
  
번들로 제공되는 Simplify3D 소프트웨어는 
출력물에 대한 완벽한 제어를 통해 완성도 높
은 멋진 파트를 제작하는데 모든 도움과 툴을
제공합니다. 

강력하고 디테일한 출력 설정값들을 조정하여
실패할 수 없는 프린팅 환경을 만들어 주는것!

바로 Simplify3D의 역할입니다.

위 세가지 기능 이외에도 무수히 많은 기능을 탑재한 Simplify3D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더 고난이도
의 출력물을 프린팅 할 수 있는 도전정신을 줄 정도로 강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MKS250에 최적화된 Simplify3D
소프트웨어를 통해 여지껏 경험하지 못하였던 3D프린팅의 세계를 경험하세요.

강력한 출력 전 프린팅 시물레이션 놀라운 서포트(지지대) 생성 기능 더욱 정밀하고 미세한 파트도 출력가능

THE ULTIMATE SOFTWARE FOR CREATORS!
FDM 전용 최고의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Simplify3D S/W 번들제공!



MKS250 SPECIFICATION
 

모델명 MKS250

FDM ( Fused Deposition Modeling ) / FFF ( Fused Filament Fabrication )

1 HEAD

250 x 250 x 300 mm ( X / Y / Z )

300 mm / sec

0.01 mm ~ 0.4 mm

1.75 mm

0.4 mm

PLA / ABS / PETG / TPU / HIPS / WOOD PLA / CARBON PLA

USB or SD Card ( 32Gb 지원 : FAT32 )

AC 220 / 240 V

480 W

1 년

LCD / LED Windows

Simplify3D 3D Software 번들 제공

Windows Vista or Later ( 32Bit or 64Bit) / Mac OS X 10.7 or Later )

630 x 500 x 710 mm ( X / Y / Z )

39 Kg

노즐 : 최대 270℃ / 베드 : 최대 150 ℃

바디 : STEEL 케이스 / 베드 : 특수 코팅 AL 히팅베드

제품 유형

헤드 수량

가공 영역

작동 최대 속도

적층 (Layer) 두께

Filament 직경

노즐 직경

사용가능 소재

입력 장치

사용전압

소비전력

보증기간( A/S )

동작상태표시장치

슬라이싱 S/W

S/W 지원 OS

제품 크기

제품 중량

가용 온도 범위

구조

제품 특징

정전보상기능 : 출력 중 전원이 꺼지면 이전의 위치값과 레이어 값을 기억 후 출력을 재개

특수코팅베드 : 온도가 상승하면 자연 접착력을 갖는 특수 코팅베드를 적용

소재자동입출기능 : PLA, ABS 소재를 자동으로 탈착할 수 있는 기능 탑재

9점 오토 레벨링 : 노즐과 Z축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베드 상의 9개의 포인트를 자동 레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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