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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printing solutions for professionals 

120명의 연구진과 엔지니어로 구성된 Zortrax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혁신적인 기술력과  

높은 안전성의 고성능 3D 프린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수많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Zortrax의 다양한 재료는 그 용도에 맞게 선택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결과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그 동안 우리 모두가 꿈꾸고 상상했던 모든 것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Zortrax는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Solutions you can 

depend on 

Everything under 

your control 

The best return 

on investments 

신뢰성은 Zortrax가 가장 우선으로 

꼽는 사훈입니다. 

Zortrax 솔루션은 고속으로 고품질 

결과물을 제공하기 위해 정교히 

설계 / 디자인 했습니다. 

Zortrax는 누구보다도 3D 프린팅의 

고질적인 문제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팅 안정성에 

집중적으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명품급 결과물과 경제적인 비용, 

그리고, 합당한 제품가격은 

고객의 프로젝트 및 예산 모두를 

만족 시킵니다. 

About 



Awards and recognitions 

네덜란드를 기점으로 한 3D HUBS는 160개국 이상 국가에서 

9,000개가 넘는 프린터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탑 순위에 있는 300대 프린터 중 최고 20위까지의 

프린터 성능 평가를 통해 선정하였고, FDM 방식 중 Zortrax M200 

프린터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자료입니다. 

Printer Quality Ratings 

1 



Awards and recognitions 

3D 프린터 정보 공유 사이트 3D HUBS에서 이번엔 “2016 3D PRINTER GUIDE”를 

선정하여 공개하였고, 5천 여명의 리뷰어를 통해 평가된 400여 3D 프린터 중 

Plug ‘N’ Play (안정성과 쉬운 사용이 적절히 조합된 제품) 부문에서 

Zortrax M200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Zortrax M200 사용자 중 

96% 이상이 추천하며, 

 

그 중 80% 이상의 

재구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Performance & Quality 

Dimensional accuracy & precise repeatability 

높은 3D 수치 정확도를 자랑하는 Zortrax M200은 입력된 데이터 그대로 정교히 프린트 가능하므로 

반복적인 출력에도 신뢰도 높은 동일한 치수의 파트별 샘플을 얻을 수 있습니다. 

Zortrax 3D Printing Solution은 

당신의 회사에 최적의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제품 개발 속도 증가와 용이성 

3D Printer 도입 비용 절감 

경제적인 운영비용 

사용자 최적화된 제품 생산 



Performance & Quality 

Hours of work with no breakdowns 

Zortrax M200은 동일한 방식의 프린터 중 시장에서 

그 결과물의 품질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명품 프린터입니다. 

 

수 시간 동안의 작업에도 샘플의 끊김 및 무너지는 스트레스 

없이 지속적이며 균일한 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Performance & Quality 

3D Printer Modes 

스마트한 Zortrax M200은 LED 색상 디스플레이로 현 상황에 대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진행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Heating 

Sleep mode 

Other modes 

워밍업 중에는 Red 색상의 LED로 상태를 알려 줍니다. 

아무런 동작 없이 15분이 경과될 시 프린터는 Purple 색으로 

변환되며, 취침 모드에 접어 듭니다. 

프린팅, 스탠바이 또는 자동 Calibration 시에는 White LED 색상으로 

프린터의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M200 Specifications 

PRINTING 

Print technology LPD™ - Layer Plastic Deposition 

Build volume 200 x 200 x 180mm 

Resolution 90 ~ 400 microns 

Material container Spool 

Wall thickness 800 microns (optional) 

Single point resolution 400 microns 

Material diameter 1.75mm 

Nozzle diameter 0.4mm 

X, Y position accuracy 1.5 microns 

Z position accuracy 1.25 microns 

3D PRINTER 

Power 24V DC 11A 

AC input 110 / 240V ~ 2A 50/60 Hz 

Dimensions 345 x 430 x 430mm (incl. spool) 

Weight 13kg 

Temperature 0 ~ 35°C (storage) / 15 ~ 35°C (operation) 



Zortrax Materials Comparison 

Material Z-ULTRAT Z-HIPS Z-GLASS Z-ABS Z-PCABS Z-ULTRAT Plus 

재료 타입 Spool Cartridge 

사용 장비 Zortrax M200 Zortrax Inventure 

표면 재질 세미 매트 매트 반투명 매트 세미 매트 세미 광택 

경 도 High Low Medium Medium High High 

탄 성 Medium Medium High Medium Medium Medium 

충격 강도 Medium High Medium Medium Medium High 

인장 강도 Low High High Low High Low 

수 축 Low Very Low Very Low Medium Very Low Low 

기계적 가공 처리 √ √ √ √ √ √ 

약품 처리 (아세톤) √ X X √ √ √ 



Materials 



Materials  Z-ULTRAT ® 

이 재료는 정밀도가 높고 고강도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열가소성 수지로서 사출 성형 기술 (Injection  

molding technology)로 만든 제품과 유사 합니다.  
 

Zortrax 재료 중 가장 다양한 색상을 선택 할 수 있으며, 

높은 내구성으로 시간이 지나도 안정적으로 그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균일한 품질로 반복적인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균등한 품질의 따라올 수 없는 고품격 칼라.  오직 Zortrax만 가능합니다. 



Materials  Z-ABS ® 

가장 경제적인 비용의 열가소성 수지 재료!!  Zortrax가 제공해 드립니다. 

이 재료는 현존하는 열가소성 수지 중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Zotrax의 가장 경제적인 재료입니다. 

상상하고 디자인한 모든 Concept model, Gadgets, Mock-up 또는 어떠한 3D 출력물에도 적합하며, 그에 맞게 

세련된 다양한 색상이 제공됩니다. 



Materials  Z-HIPS ® 

이 재료는 충격 강도, 인장 강도, 수축율에 매우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므로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큰 객체를 출력하는데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비교적 크기가 큰 결과물을 요하는 제품 하우징 프로토타입, 건축 모델 등에 가장 최적화된 Z-HIPS는 3가지 색상으로 

제공되며 매끄러운 무광택 표면으로 출력됩니다. 

Housing prototypes, Bigger parts, Architecture mockups 



Materials  Z-PETG ® 

인장 강도 및 수축율에 매우 우수한 Z-PETG는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기계 부품을 시제품을 출력하는데 사용되게끔 개발 

되었으며, 고도의 염산 및 알카리에 강합니다. 

 

다양한 Prototype 및 까다로운 물리적 요소 제품 출력에 적합하며, 

내구성 또한 높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Material highly resistant to salts, acids and alkalis 



Materials  Z-PCABS ® 

Used for producing functional prototypes 

이 재료는 케이스 및 기능적으로 구동이 가능한 부품의 생산에 

이상적이며, ABS와 폴리카보네이트(PC)의 내구성과 저항에  

강력합니다. 

 

고온 및 저온의 높은 내구성을 요하는 환경에 적합하며,  

Prototype 출력에 매우 성능이 월등합니다. 



Materials  Z-GLASS ® 

Material with translucent structure 

반투명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Z-GLASS는 투과율 90%의 재질로 

유리 또는 투명 플라스틱과 같은 Prototype 시제품 출력하기에 

매우 탁월합니다. 



Software 

전용 소프트웨어 Z-SUITE 



Software 

Print cost calculator 

프로그램에 재료의 가격 및 데이터를 입력하고 “Calculate”(계산) 버튼만 누르면 “Print cost calculator” 

(프린트 비용 계산기)는 해당 데이터 결과물을 출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Software 

Smart bridges 

결과물을 보다 정교하게 출력하기 위해 Z-SUITE의 “Smart Bridges” 기능은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더불어 서포트 제거가 어려운 부분은 소프트웨어가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사용자 편의를 위해 그 부분의 

서포트는 무너지지 않는 한에서 생성되지 않게 설계 되었습니다. 



Software 

2D into 3D 

2D 데이터를 3D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2D into 3D” 기능은 2D 데이터에 두께 등을 조절해 현실적인 3D Object로 재탄생 시켜 줍니다. 



Software 

Split 

Zortrax 프린팅 볼륨 보다 더 큰 제품을 출력하기에 이 보다 효과적인 기능은 없습니다. 

“Split” 기능은 한번에 다 출력하지 못하는 크기의 데이터를 나눠주는 기능입니다. 



• Zortrax M200과 완벽히 통합된 Z-SUITE  

      전용 소프트웨어 

• 3D 파일의 완벽한 변환 

• 대부분의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와  

      완벽한 호환 

• . STL, .DXF, .OBJ로 대부분의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와 호환  

Z-SUITE main features 

“다양한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와 완벽 호환” ( …. and much more) 



Z-Suite software 

• 시스템과  완벽한 통합과 3D 모델 파
일을 변환 

•  * .STL, * .OBJ, * .DXF과  대부분의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와 호환. 

Equals one integrated ecosystem 

Printing materials 

• 다양한 프리미엄 급 재료 

• 다양한 색상 

• 뛰어난  출력 품질  

3D printer 

• 전세계 수천명의 사용자에 의해 검증

된 우수한 품질 

• 유지보수의 신뢰성 



Basic Accessories 



Print Samples 



Print Samples 



Print Samples 



Print Samples 



Print Samples 



Print Samples 



Print Samples 



Print Samples 



Print Samples 



Print Samples 



Print Samples 



Print Samples 



Print Samples 



Technical Support & A/S 

(주)드림티엔에스는 Zortrax 한국 공식 총판(Distributor)으로서 

3D 프린터 및 재료에 대한 품질을 보증합니다. 

 

3D 프린터의 모든 A/S 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후 A/S 

통해 고객 만족과 성공적인 업무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Technology & Solution  DREAM 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