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P-DOWN방식, 소형부터 대형 출력물까지!
DLP 3D프린터가 진화하다!

MILKSHAKE3D
밀크쉐이크3D DLP 3D프린터



MILKSHAKE3D 소개 - Kickstarter를 통해 이미 검증된 DLP 3D프린터

새로운 TOP-DOWN방식의 DLP 3D프린터, MILKSHAKE3D를소개합니다. MILKSHAKE3D는기존 DLP 3D프린터의 출력 불안정성과 작은 빌드사이즈를 극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MILKSHAKE3D는 2015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2017년 3월에 전세계 KICKSTARTER에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전세계 총 64명의 후원자를 통해 1억 2800만원의 투자금을 지원받은 제품입니다.

MILKSHAKE3D 개발 프로젝트 타임라인

2015년 9월 : 제품 아이디어 구상

2015년 11월 : 1차 프로토타입 개발

2016년 1월 : 2차 프로토타입 개발(프린터 출력방식 개선)

2016년 4월 : 3차 프로토타입 개발

2016년 8월 : 4차 프로토타입 개발 (주얼리 출력검증을 위해 주얼리 장인들과 테스트)

2016년 9월~12월 : 하드웨어 개선 및 소프트웨어 개발

2017년 3월 : 전세계인을 위한 Kickstarter 런칭

2017년 7월 : Milkshake3d 전용 슬라이싱 App BETA 다운로드 버전 공개

2017 8월 ~ 10월 : Kickstarter 전세계 64명의 투자자들에게 실제 양산 제품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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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KSHAKE3D Software 소개 – 계속 진화하는 MILKSHAKE 전용 소프트웨어

㈜메이커스에스아이는 혁신적인 MILKSHAKE3D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공식 리셀러로서 국내 시장에 제품 판매, AS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MILKSHAKE3D DLP 3D프린터는 이미 전세계 약 340명의 사용자가 사용 중이며 계속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는 혁신적인 DLP 3D프린터입니다. 

MILKSHAKEAPP V1.7.5 출시 (설치형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간편한 MILKSHAKE3D 3D프린터 웹용 제어 화면

실제 출력물 모습



MILKSHAKE3D 소개 – 대형 빌드사이즈와 가성비 모두 갖춘 DLP 3D프린터

정교하고 매끄러은 표면의 출력물을 자랑하는 데스크탑 SLA와 DLP 3D프린터 시장에서 MILKSHAKE3D 프린터는 남다른 포지셔닝을 통해 고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형 출력물을 생산할 수 있는 SLA와 DLP 제품은 매우 가격이 비싼 반면 빌드사이즈가 작은 SLA와 DLP는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에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MILKSHAKE3D는 대형 출력물을 생산할 수 있는 출력 사이즈를 바탕으로 소형 SLA와 DLP와 경쟁이 가능한 가격대의 DLP 3D프린터입니다.

고가
SLA & DLP
3D프린터

소형 출력 사이즈

대형 출력 사이즈

EnvisionTec Stratasys

Form2 MoonRay

Kudo 
Titan2

MILKSHAKE3D

저가
SLA & DLP
3D프린터



MILKSHAKE3D 소개 – 주요 특징 및 특장점 소개

SLA의 출력 방식인 TOP DOWN 수조 방식을 도입한 밀크쉐이크3D DLP 3D프린터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최대 빌드 사이즈

288 x 162 x 160mm

변경 가능한 X/Y 해상도

50um / 100um / 150um

가능한 Z 레이어 두께

최소 20 ~ 100um

스마트폰, 패드 등 원격제어

Wifi를 통한 멀티 유저 제어 가능

하나의 프린터로 소형 디테일한 주얼리 출력물부터 27cm 크기의 대형 출력물까지 출력할 수 있는

유일한 DLP 3D프린터인 MILKSHAKE3D는킥스타터로 출시되어 많은 사용자들을 통해 이미 입증

된 장비 성능과 안정적인 출력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SLA의 TOP DOWN 수조 방식을 도입하여 대형 출력물도 안정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

보한 MILKSHAKE3D는최소 0.02mm의 레이어 두께로 출력할 수 있으며 때로는 작고 디테일한

출력물을 뽑거나 때로는 크고 정확한 대형 출력물을 전문적으로 뽑아내는 예술가들에게 큰 선호를

받는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전용 ABS-Like 레진으로 디테일한 일반 파트 출력부터, 주얼리 캐스팅 전용 레진을 통해 캐스팅용

반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TOP DOWN SLA방식

최고의 출력 안정성 확보

주요 특징

특장점 소개



MILKSHAKE3D 특징 – TOP DOWN 수조 방식의 출력, 최고의 출력 안정성을 확보한 DLP 3D프린터

MILKSHAKE3D는기존의 3D프린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조 방식의 TOP-DOWN 출력 방식을 적용하여 안정적으로 소형 및 대형 출력물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FDM 3D프린터의 베드와 노즐 오프셋
불량으로 인한 출력 불안정 문제

2.   표면 조도가 거친 출력물의 품질

3.   긴 출력 시간

기존 DLP

1. Bottom-up 방식의 한계로 인한 출력물 떨어짐 현상

2. 틸팅 작업 시 생기는 크랙 현상

3. 다량의 두꺼운 서포트 없이는 떨어짐

MILKSHAKE3D는 TOP-DOWN 수조 방식으로 아래에는 레진이 차있는 수조가 장착되고, 위에서 아래로 DLP프로젝터의 광원이 조사됨으로서
출력물 떨어짐 문제 혹은 출력 중 실패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DLP 3D프린터 중 최고의 출력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FDM 3D프린터 기존 Bottom-up 방식의 DLP 3D프린터

Top-Down방식의 MILKSHAKE3D DLP 3D프린터



MILKSHAKE3D 특징 – 정밀하고 작은 출력물에서 대형 출력물까지 출력하는 DLP 3D프린터 -1

하나의 MILKSHAKE3D만으로도 정밀함은 유지하면서 대형 및 소형 사이즈의 출력물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변경 가능한 X/Y 해상도

50um / 100um / 150um

일반적으로 XY해상도는 프린터 사이즈를 말합니다.

• 50um 설정 시 빌드 사이즈 : 96 x 54 x 160mm

• 100um 설정 시 빌드 사이즈 : 192 x 108 x 160mm

• 150um 설정 시 빌드 사이즈 : 288 x 162 x 160mm

XY해상도가 작을 수록 프로젝터가 수조와 가까워진 상태

에서 광원을 조사하게 됩니다. 작지만 고해상도 출력물을

뽑을 시에는 작은 XY해상도를 적용하고, 큰 출력물을 출력

할 시에는 큰 XY해상도를 적용합니다.

MILKSHAKE3D는대형 출력물이던 작은 출력물이던

해상도의 손실없이 모두 디테일한 출력물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7cm

18cm

6cm
2cm

X/Y 해상도란?



MILKSHAKE3D 특징 – 정밀하고 작은 출력물에서 대형 출력물까지 출력하는 DLP 3D프린터 -2

기존의 DLP방식은 빌드사이즈가 고정적이며, 빌드사이즈가 커질수록 3D프린터의 가격이 비싸지는 구조였습니다.

MILKSHAKE3D DLP 3D프린터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사이즈의 출력물을 정밀하게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빌드 사이즈 별로 여러대의

DLP 3D프린터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의 DLP로 대형 혹은 소형의 모든 출력물을

안정적으로 출력하세요. 

오직 MILKSHAKE3D에서만가능한 기능입니다.

MILKSHAKE3D는 다릅니다



MILKSHAKE3D 특징 – 최대 가로 27cm의 출력물도 문제없이 Slicing 및 출력!

MILKSHAKE3D는아주 작은 출력물부터 27cm의 대형 출력물도 안정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DLP 3D프린터입니다.

전용 Slicing(슬라이싱)앱인 MilkshakeApp 덕분에 400MB가 넘는 큰 STL데이터도 문제없이 슬라이싱이 가능하답니다.

약 400MB가 넘는 22cm의 높이를 지닌 출력물을 출력한 모습입니다.

슬라이싱 시간 총 1시간 소요 및 출력 시간 약 20시간이 소요된 대형

출력물의 디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Z축 레이어 두께 : 0.05mm 적용 / XY해상도 150um 적용

큰 출력물도 정교한 디테일로 표현할 수 있는 Milkshake3D프린터입니다.

출력 설정값



MILKSHAKE3D 특징 – 작고 정교한 사이즈의 출력물도 문제없이 출력 가능한 DLP 3D프린터

MILKSHAKE3D는주얼리 전용 소재인 MANGO CAST재료를 사용하여 캐스팅 용 주얼리 출력물도 문제없이 출력합니다.

주얼리 장인들을 통해 이미 캐스팅 테스트를 완료한 Milkshake3D, 아래 사진과 같이 작고 세밀한 출력물도 문제없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망고 캐스트” 레진

기본 ABS-Like 레진인 SESAME



MILKSHAKE3D 특징 – 와이퍼 시스템으로 최고의 출력물 생성

MILKSHAKE3D는산업용 SLA 3D프린터에서 볼 수 있는 TOP-Down 출력 방식에 활용되는 와이퍼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와이퍼 시스템은 출력물을 더욱 정교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매 레이어 출력이 완료될 시 마다, 경화된 레이어 표면 위로 새로운 레진을 얇게

도포하는 와이퍼 블레이드가 상하로 지나갑니다. 

와이퍼 시스템은 산업용 SLA장비에 활용되는 TOP-Down 수조방식의 출력에

이상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와이퍼 시스템은 새로운 레진을 리필할 뿐만 아니라 매 레이어 별 출력 시 마다

출력물의 최상단 표면에 부드러운 면을 만들어주어 최고의 출력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WIPER SYSTEM(와이퍼 시스템)

산업용 SLA장비에활용되는
수조 방식과 Wiper 시스템 도입

MILKSHAKE3D 와이퍼 시스템

MILKSHAKE3D 3D프린터의 WIPER SYSTEM(와이퍼 시스템) 작동 모습



MILKSHAKE3D 특징 – 대형 빌드사이즈에서 한번에 다량의 출력물을 짧은 시간에 인쇄

DLP 3D프린팅 기술의 특징은 한 레이어 당 단시간의 빛을 쏘아 여러 출력물을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MILKSHAKE3D만이가진 큰 빌드 플랫폼은 여러 형상을 배치하여 단시간에 빠르게 출력하는 데에 매우 큰 장점을 가졌습니다.

SLA 타입의 출력 방식의 도입으로 안정적인 출력을! DLP의 빠른 배치 프린팅의 장점으로 여러 출력물을 단시간에 출력할 수 있는 혁신적인 3D프린터입니다.

150um의 최대 빌드사이즈와 0.05mm의 레이어 두께로 28개의 성곽을 단 5시간 만에 출력 완료



MILKSHAKE3D 특징 – DLP 3D프린터의 핵심, 최고의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Milkshake3DApp 

DLP 3D프린팅의 “슬라이싱” 작업과정

DLP 3D프린팅에 가장 중요한 과정은 메쉬의 빈공간이 없도록 잘 모델링 된 파일(STL)파일을 레이어 층별로 슬라이싱을 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돕는 소프트웨어가 DLP 전용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입니다. MILKSHAKE3D는전용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인 “MilkshakeApp”을 무료배포 합니다.

1. 모델링 데이터 준비 (STL, OBJ)

2. 레진의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HOLLOW(내부비우기) 작업 진행

3. 출력 중 무너지지 않도록 SUPPORT(지지대) 형성 작업 진행

4. 빈공간 내부에 채워진 레진이 출력이 완성된 후 비워낼 수 있도록

Subtract Hole(구멍뚫기) 작업 진행

5. 레이어 별 슬라이싱 작업 진행

6. DLP프로젝터가 레이어 별 조사하는 광원의 이미지(모양)을 데이터화 함

7. MILKSHAKE3D에 .opf 확장자의 파일을 업로드(전송) 하여 출력을 진행



MILKSHAKE3D 특징 – 강력하고 필수적인 모든 기능이 담긴 MilkshakeApp

Milkshake3DApp 1.7.5 (계속적으로 진화 중인 최고의 DLP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Milkshake3D App Feature

1. Zbrush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 8M의 Poly Face 모델 지원

- 400MB 이상의 STL파일도 문제없이 슬라이싱

2. 편리하고 똑똑한 오토 서포트 기능 지원

3. 내부 비우기 기능(HOLLOW) 지원

4. HOLLOW(비우기) 후 내부 패턴 채우기 가능

5. XRAY VIEW를통해 내부 공간을 한번에 보기 가능

6. 바닥면 자동 생성 기능 및 다양한 바닥면 패턴 생성

7. 강력한 수동 서포트 기능 지원

8. 강력한 Anti-Aliasing 기술로 더욱 매끄러운 출력

물 생성 가능



MILKSHAKE3D 특징 – 강력하고 서포트(지지대) 형성 지원 기능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을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Down Face Visualization“ 기능

Milkshake3DApp 의 서포트(지지대) 지원 기능으로 출력물을

어느 각도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서포트를 꼭 달아주어야 하는 부

분을 자동적으로 파란색으로 표시해 주는 기능입니다. 자동 서포

트를 진행하기 전 어느 부분에 서포트가 추가될 지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수동 서포트를 진행하는 사용자는 표시된 파란색 부분

중 자신이 원하는 부위에 수동 서포트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

니다.

2D모드를 통해 실제 프로젝터에서 조사하는
빛의 모양을 레이어 별로 확인 가능

사용자가 지정한 엣지 혹은 평면 서피스 부분의 평면 단면도를

2D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의 자동 서포트의 양을 조

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2D모드는 출력물의 엣지 혹은 평면 부

위에 2D화면을 보며 정교하게 서포트를 달아줄 수 있는 기능입

니다.

크로스 서포트 생성 기능

수동으로 서포트를 생성할 시, 두개 이상의 서포트 기둥을 보완

하는 그물망 형태의 크로스 서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수동

으로 생성한 서포트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라면, 그 부분에 크로

스 서포트를 생성하여 무게를 견디는 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출력물의 꼭 필요한 부분에 서포트(지지대)를 세워주는 기능의 탑재는 물론! 수동 서포트를 생성하여 최소한의 지지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Milkshake3DApp의 보조기능을 소개합니다.



MILKSHAKE3D 특징 – 강력하고 필수적인 모든 기능이 담긴 Milkshake3DApp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을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Down Face Visualization“ 기능 2D모드를 통해 실제 프로젝터에서 조사하는 빛의 모양을 레이어 별로 확인 가능

안티 알리에이싱 기능을 탑재한 Milkshake3D App 출력물의 내부 채움, 패턴, 구멍위치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보기 기능



MILKSHAKE3D 특징 – 큰 용량의 파일도 보다 빠르게 슬라이싱이 가능한 Milkshake3DApp

412MB(3171레이어) 데이터 : 
CreationWorkshop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 4.8시간 소요

타 DLP 3D프린터의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의 모든 취약점을 보완한 Milkshake3DApp 소프트웨어는 400~500MB의 STL데이터도 문제없이 핸들링이 가능하며, 슬라이싱 시간이 약 3~4배 빠른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DLP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는 대용량의 파일을 핸들링 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슬라이싱 도중 오류로 프로그램이 정지되기 쉬웠습니다.)

412MB(3171레이어) 데이터 : 

Milkshake3DApp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 1시간 소요

CreationWorkshop App Milkshake3DApp



MILKSHAKE3D 특징 –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웹 컨트롤이 가능한 MILKSHAKE3D

Milkshake3D 장비 컨트롤 : 다중 웹 컨트롤

모든 모바일 OS에서 언제 어디서나 Milkshake3D 

본체와 접속이 가능한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

다.

Milkshake3D는 하나의 프린팅 허브 역할을 하며

같은 Wifi에 접속해 있는 사용자 누구라도 장비에

접속하여 출력할 파일을 업로드하고 Milkshake3D

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멀티 유저 컨트롤이 가능한 Milkshake3D

는 여러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프린팅 플

랫폼입니다.

*Android / iOS / Windows / Linux 오에스에서

Chrome, safari, Firefox브라우저와 호환가능



MILKSHAKE3D – 제원 / Specifications

Milkshake3D 제원

출력 방식 DLP 출력방식 (SLA TOP-DOWN방식적용)

제품 특성 Native 1080p DLP Projector / Wiper System(와이퍼 시스템)

빌드 사이즈 288 x 162 x 160 mm (최대 빌드 사이즈)

X/Y 해상도

50um, 100um, 150um 3가지 조절 가능
*50um = 96 X 54 mm
*100um = 192 X 108 mm
*150um = 288 X 162 mm

레이어 표현 가능 두께 20 ~ 100um (0.02 ~ 0.1 mm) / 기본 0.05mm 세팅

제품 사이즈 420 x 380 x 840 mm

제품 중량 42 Kg

제품 전력 AC100 – 240V 50/60Hz

제품 연결 방식 Wifi, Ethernet (웹 컨트롤)

제품 제어 방식
모든 OS(iOS,Android, MacOS, Windows, Linux)와 호환 가능하며
Chrome, Safari, Firefox 브라우저호환



MILKSHAKE3D – 전용 UV 경화기 “MKS-180UM”

Milkshake3D 전용 UV경화기

최대 경화 가능 사이즈 330 x 320 x 320 mm

UV 파장 UV LED 405nm

기본 경화 시간 20분 (추천) ~ 40분 (최장시간) 

UV 소비 전력 50W

전원 공급 장치 AC100 – 240V 50/60Hz

제품 크기 및 중량 420 x 340 x 380 mm / 10 Kg

광경화성 레진을 레이어 별로 경화시켜 나온 출력물은 UV경화 혹은 자연광을 통한 경화 작업을 필수적으로

거칩니다. 이는 출력물의 최종 경도와 내구성을 높여주는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포스트 큐어링 작업이라 칭하며, 이 작업이 마무리 된 부드러운출력물 표면은 추후 폴리싱 작업을 통해

더욱 광나고 부드러운표면으로세공되어집니다.

Milkshake3D 전용 UV경화기는 대형 출력물도 쉽게 경화시킬수 있도록 큰 챔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챔버 내부의 모든 면이 거울로 되어 있으며, 턴테이블이장착되어 출력물의 구석진 부분도 고루 경화 될 수 있

도록 돕습니다. 



MILKSHAKE3D – 범용 레진 재료 소개

Milkshake3D 레진 : Sesame ABS (Grey Color)

Sesame ABS 1L 

정교한 모델, 캐릭터 출력 등 일반 범용 레진

- ABS-Like 소재

- 고해상도 출력물 가능

- 빠른 경화 속도 내재

- 50um / 100um / 150um 의 X/Y해상도 모두 사용가능

- 회색 계열의 색상으로 후처리 용이 (도색 등)



MILKSHAKE3D – 주얼리 전용 레진 재료 소개

Milkshake3D 레진 : Sesame ABS (Grey Color)

Mango Cast 1L 

주얼리 캐스팅 전용 소재

- 고해상도 출력 가능

- 느린 경화 속도 내재

- 잔여물이 없이 깨끗한 번아웃이 가능한 소재

- 50um의 X/Y해상도만 사용가능

- 0.025mm의 레이어 높이의 출력물에만 사용가능

- 노란 주황빛 망고 색상의 소재



MILKSHAKE3D – 출력물 예시



MILKSHAKE3D – 출력물 예시



MILKSHAKE3D – 출력물 예시



MILKSHAKE3D – 출력물 예시



MILKSHAKE3D – 출력물 예시



MILKSHAKE3D – 출력물 예시



MILKSHAKE3D – 출력물 예시



MILKSHAKE3D
밀크쉐이크3D DLP 3D프린터

(주)메이커스에스아이는 전문가용 및 산업용 3D프린터 & 3D스캐너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은 문의라도 언제든지 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벼운 마음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Milkshake3D 공식 유통사 : ㈜메이커스에스아이

• Milkshake3D 견적 문의 : 070-7525-5553 / k9@makerssi.co.kr

• 홈페이지 : www.makerssi.co.kr

mailto:k9@makerssi.co.kr
http://www.makerss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