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류의 꿈을 기술로 만들어가는 기업, 

도전과 혁신으로 비약적 성장을 거듭해온 기업 

그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이비젼시스템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Total Provide, HyVISION System! 
Your Dream Making Partner. 
3D Printer Cubicon!

산업형 보급 3D 프린터�큐비콘 싱글�
(Cubicon Single, 모델명 3DP-110F)

큐비콘 싱글 3DP-110F의 특장점

●  국내 최초 자체 설계 및 분리형 노즐부

●  국내 최초 대류온도 최적 유지 : Convection 기능 탑재

●  국내 최초 3중 ‘Clean Filter’ (Hepa, Carbon, Purafil

Catalyst Filter) 장착으로  나노 분진 및 냄새 제거 탁월

●  세계 최초 Auto Leveling Plus 기능의 Bed 적용

●  다이얼 조그 및 터치 방식의 간편 조작

●  다양하고 스마트한 소재 사용 가능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2세대 FFF (Fused Filament Fabrication)  

제품사양 (Specifications)
규격

제품 크기 554 × 579 × 524 mm (W × D × H)
제품 무게 24 kg 
포장 상자 640 × 630 × 610 mm (W × D × H)
포장 무게(본체 및 부속액세서리 포함) 약 33 kg 

온도

주변 동작 온도 15 ~ 35 °C
보관 온도 0 ~ 35 °C

전기 관련

AC 압력 220V, 60Hz, 2.5A
전원 공급 (Power Supply) 24 V DC @ 13A
전력 소모량 ~ 320W (Max)
사용 메모리 및 통신 환경 SD 카드, USB 케이블

소프트웨어

제공 스라이싱 소프트웨어 Cubicreator
입력 3D 디자인 파일 유형 .stl, .obj
지원 운영체제 Windows XP, Windows 7 이상

프린팅

프린트 기술 FFF - Fused Filament Fabrication
조형 크기 240 × 190 × 200 mm (W × D × H) 
레이어 높이 설정 150 ~ 300 microns, minimum 100 um
조형 벽두께 Optimal : 400+um with 0.4 mm Nozzle
필라멘트 직경 1.75 mm
필라멘트 종류 ABS, PLA 필라멘트

노즐 직경 기본 0.4 mm
XY 위치 정밀도 12.5 um
Z 위치 정밀도 2.5 um
노즐 최대 온도 260 °C
히팅베드 최대 온도 120 °C

※  상기 규격은 대한민국 판매를 위한 표준 규격으로, 성능 개선을 위해 제품의 외관,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에 따라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이비젼시스템의         프린터  

T E L : 1544-1605
Email : mechapia@mechapia.com 

제품구입 및 
사업화 문의 www.mechapia.com

3D 프린터는 3차원 도면을  

바탕으로 실물의 입체 모양 그대로  

제조하는 기계로 여러 가지 응용시스템이 

결합된 미래 산업의 총화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이비젼시스템은 세상을 놀라게할  

꿈들을 큐브 속에 담아낼 수 있도록  

국내 자체설계를 통한 FFF 방식의  

2세대 3D 프린터 큐비콘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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