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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기반을 확장하지 
않고도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ERIC MERTZ 
사장 겸 CEO, CALD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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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위한 제작, 
내일을 위한 설계
Digital Forge는 현대적인 제조 업체를 지원하는 
직관적인 적층 제조 플랫폼입니다. 설계에서 기능성 
부품에 이르기까지 사용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인 가치 실현

Digital Forge를 통해 더 빠르고 저렴하며 적은 노동력으로 부품을 
생산함으로써 사용 첫날부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ROI를 
빠르게 달성하고 사용자를 위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합니다.

미래의 경쟁 우위 확보

Digital Forge를 통해 경쟁자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더 
빠르게 개발 및 제조하고, 계획되지 않은 가동 중지 시간을 완화하며, 
더 효율적이고 유연한 제조 공정을 구축하십시오.

재료

산업 등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부품을 
다양하게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Markforged 소프트웨어는 3D 프린팅을 
워크플로우에 원활하게 통합하여 보안 
플랫폼에서 제어 및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하드웨어

정밀하게 설계된 하드웨어는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결과를 보장합니다.

Digital Fo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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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Eiger™ 소프트웨어 기반 
Digital Forge 플랫폼
Markforged는 원활한 작업을 위해 설계된 간단하고 스마트하며 
확장 가능한 적층 제조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Eiger 소프트웨어는 
전체 Markforged 포트폴리오에서 단일 사용자 경험, 디지털 부품 
저장소 및 장비 관리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iger™ Fleet
더 스마트하고 빠른 규모 확장 Eiger Fleet을 통해 효율성과 
통찰력을 높여 엔터프라이즈 및 글로벌 규모로 분산된 제조 
작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API를 통해 Markforged 3D 프린팅 솔루션을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 연결

 + 전체 규모에서의 간편한 KPI(핵심 성과 지표) 추적 및 관리

 + 강력하고 안전한 인터페이스로 사용자, 역할 및 데이터 관리.  

 

Blacksmith™

자동화 제조라는 Markforged 비전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X7™ Blacksmith는 3D 프린트 부품의 폐쇄 루프 레이저 
검사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 레이저로 검증된 정밀 부품 프린팅

 + 한 번의 클릭으로 적층 제조 워크플로우에 검사 통합

 + 글로벌 장비에서 예측 가능한 부품 프린팅 

안전한 설계 
Digital Forge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쉽게 관리 가능:

 + ISO 27001 인증

 + 부품과 프린트에 대한 데이터 암호화 기능 내장.

 + 안전한 온라인 버전과 오프라인 버전 소프트웨어를 

모두 사용 가능. 

 + 엄격한 정부 표준에 대한 STIG 준수 운영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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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포트폴리오 - 복합재 프린터

복합재 3D 프린터
Markforged는 2014년부터 동급 최고 수준의 CFR(Carbon Fiber Reinforcement) 
기반 산업용 및 데스크톱 복합재 프린터를 제조 및 유통해 왔으며,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12,000대 이상 활용되고 있습니다.

Carbon Fiber 강도

오로지 Markforged에서만 CFR 기술 제공: 
CFR은 오늘날 기계 가공된 알루미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개발된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정확도 및 신뢰성

Markforged 복합재 3D 프린터 이용 시 표면 
마감이 우수하고 정확한 부품을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정밀 가공 하드웨어, 고급 
센서 및 자체 소프트웨어는 고객에게 최상의 
결과를 보장합니다.

기능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제작

난연성, 내화성, 에너지 흡수도, 정밀도 또는 
속도 등 기능적 요구 사항이 무엇이든 간에, 
당사 복합재 프린터는 기능성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산업용 재료 또는 프린트 모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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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20은 Markforged의 새로운 플래그십 3D 프린터로, Digital 
Forge 플랫폼과 CFR(Continuous Fiber Reinforcement) 
기술을 새로운 영역의 부품, 과제 및 산업 분야에 도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항공 우주, 자동차, 방위 등 가장 까다로운 
제조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FX20은 
당사의 다른 3D 프린터보다 더 크고 빠르며 정교합니다. 툴링, 
프로토타입 또는 생산 부품 중 어떤 것이든 FX20을 이용하여 
기존의 적층 제조 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스포트라이트 - FX20

FX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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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포트폴리오 - 금속 프린터

Metal X™ 시스템
Metal X 시스템은 높은 가성비의 금속 부품 프린팅용 엔드 투 엔드 3D 
솔루션입니다. Metal X는 다른 금속 3D 프린터보다 5~10배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전용 오퍼레이터, 분말 관리 시스템 또는 최소한의 PPE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산업 응용 분야 및 재료 요구 사항에 맞는 기능성 산업 등급 
금속 부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및 접근성

Markforged Metal X 시스템은 다른 금속 3D 
프린팅 시스템보다 5~10배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전용 오퍼레이터, 분말 관리 시스템 
또는 최소한의 PPE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광범위한 재료 호환성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구리까지, Metal X에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응용 분야 
및 재료 요구 사항에 맞는 기능성 금속 부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부품을 위한 설계

Metal X는 높은 부품 품질과 원활한 사용자 
경험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Markforged는 
뛰어난 소프트웨어, 재료 연구 및 5세대 모션 
시스템을 통합하여 산업 등급 부품을 일관적인 
품질로 생산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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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 등급

복합재 기본 재료 

 +Onyx™

 +Onyx FR™(UL94 V0 등급)

 +Onyx ESD™(ESD 안전)

 +Nylon

 +ULTEM™ 9085 필라멘트

연속 섬유

 +Carbon Fiber

 +Carbon Fiber FR 

 +Fiberglass 

 +HSHT Fiberglass

 +Aramid Fiber(Kevlar®)

금속 재료

 +17-4PH Stainless Steel

 +Inconel 625

 +Pure Copper

 +H13 Tool Steel

 +A2 & D2 Tool Steel 

ULTEM™ 및 9085 상표는 SABIC, 계열사 또는 자회사의 라이선스 하에 사용됩니다.
Dupont™ 및 Kevlar®는 EI du Pont de Nemours and Company의 상표 및 등록 상표입니다. 8markforged.co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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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 원칙

산업 등급 속성

모든 Markforged 재료는 제조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일부는 FST 규정 준수, ESD 안전 및 경도를 
포함한 특정 부품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재료 개발

Markforged는 Digital Forge 플랫폼으로 어려운 제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재료를 개발, 
테스트 및 출시합니다.

추적 가능성

Markforged 재료(Onyx FR-A™ 및 Carbon Fiber FR-A)를 
채택하십시오. 로트-레벨 재료 추적 가능성이 보장되어, 
대부분의 3D 프린트 가능 부품에 대해 요구되는 14 CFR 
25.853의 항공 우주 사용 제품 테스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는 관리 업계의 요구 사항에 맞게 
제작되었으며, NCAMP 인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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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비용 최적화

Markforged University

Markforged 과정은 단순히 프린터 작동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넘어, 
핵심적인 부가 기술을 구축 및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교육 과정은 
온사이트와 온라인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강생은 
MCAE(Markforged Certified Additive Experts) 인증을 받게 됩니다. 

솔루션 지원

Markforged는 다양한 소통 창구 및 에코시스템 파트너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성원들은 Markforged 고객 성공 팀과 협력하여 
개념 검증, 설치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원격 및 현장 지원을 제공합니다.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 캠퍼스에 세워진 현대적 디지털 제조 시설인 Print City에서 Markforged X7 프린터로 작업 중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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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Forge 주요 사용자

엔지니어
 + 제조 툴킷에 강력한 도구 추가.

 + 적은 비용으로도 기능성 부품 생산 가능.        

제조업자
 + 보다 효율적인 제조 공정 구축 가능.

 + 제조 작업을 새롭게 활성화.     

리더
 + 업계의 선두 주자로서 경쟁 우위 확보.

 + 연결된 제조 생태계 수용.

혁신가 및 교육자
 + 새로운 재료와 기술에 대한 실험 가능.

 + 최첨단 제조 기술을 직접 경험.    

"완성된 제품을 더 빨리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되면 업계의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ZACH SWEITZER 
제품 개발 매니저,  
SHUKLA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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