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obile Wifi 출력/조정/Monitoring 기능
● Youniverse3D Website와 연결하여 

 다양한 컨텐츠 출력
● One-Touch Auto Leveling
● 25micron의 초정밀 레이어
● 200mm/sec의 속도
● 최대 제작 가능 용량 4.0ℓ
● 1년 무상 고객지원 서비스

Probably the best Desktop 3D Printer in the World It’s 3DISON S

국내 Best-Seller Desktop 3D Printer



Specification

Fused Filament Fabrication (FFF)
4.0ℓ (215mmx130mmx145mm)
40mm/sec ~ 200mm/sec
0.4mm
25micron ~ 600micron 
X, Y : 11micron,  Z : 2.5micron
PLA(12color), Cool PLA, 
Skinflex(Flexible)

Printing

190 - 220 v, 50/60 Hz, 3.0 A
24v, 5.0A

Electronic

Single Extruder System
S2M Belt / Pulley
O
O
O
O
O
454mm x 300mm x 454mm
10.8kg
10℃ ~ 40℃
195℃ ~ 250℃

Hardware

Creator K
Windows, Mac OS X
STL, OBJ

Software

Gallery

프린팅 방식
조형 크기 
출력 속도
Hot-End(노즐) 사이즈
정밀도(적층 두께)
포지셔닝 정밀도
적용 소재

Input
Output

제어프로그램
지원 운영체계
입력 파일 타입

Extruder
벨트 / 풀리
내부 LED 조명
도어장착
일시 중단 / 재시작
사용 중 재료 교체
Auto Leveling
프린터 크기
제품 중량
보관 온도
익스트루더 온도

※ 상기 스펙은 별도의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Mobile Wifi 출력 / 리모콘 / Monitoring 기능 
●   25microns(0.025mm)의 세계적 수준의 초정밀 레이어
●   200mm/sec까지 최고 속도 실현
●   데스크탑 3D프린터 사이즈에 적합한 여유로운 조형 크기(4.0L) 

●   Youniverse3D Website와 연결하여 다양한 컨텐츠 출력
●   친환경 재료로 더욱 안전한 출력 환경 가능  
●   케이스 외관 Z축 방지 기술 적용으로 더욱 안정적인 출력 품질 제공 
●   FFF방식 최초 스프링 블록 익스트루더 적용

●   온/오프라인을 통한 고객 지원 기술 지원 

●   다양한 출력환경을 위한 표준 출력 옵션 제공 
●   1년 무상 A/S 지원 및 전국구 기술 지원센터 망 구축

●   데스크탑 용 3D프린터로 가장 적합한 사이즈와 누구나 쉽게 
  들 수 있는 가벼운 중량 

Best Performance

Simple & Convenience Design
●   모던하고 세련 된 스타일의 외관 디자인
●   프린터 본체 상부의 손잡이로 다른 장소로의 이동 편리

●   담당 직원을 통한 프린터 설치 및 운용 교육 제공
●   프린터 구매 시 프린터 운용에 필요한 스타트 업 팩 함께 제공 

Easy to Use
●   스프링 블록 버튼 적용으로 더욱 손 쉬운 필라멘트 설치 
●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Creator K 제공 

*스타트업 팩: PLA 필라멘트 1roll(700g), Print Bed Tape 1roll, 4GB SD 카드  

Great Customer Service  



One-Touch Auto Leveling System

●  출력 시 출력 보드의 수평상태를 자동으로 감지 및 조정하여
 번거로운 수평 조정 작업 불필요

●  Auto Leveling System에 고감도 센서를 적용하여 내구성과 
 정밀도 향상

Mobile Wifi 출력 / 리모콘 / Monitoring 기능 Fast Print Speed

※ 3DISON S 정밀도 25~600micron (권장 100~300micron)

25micron Resolution

Build Volume

※ 최대 인쇄 가능 영역 215X130X145(mm) 
    최대 제작 가능 용량 4.0ℓ

145mm

130mm
215mm

최대 제작 용량 4.0ℓ로 다양한 
상상력의 구현이 가능 

●   에디슨 S만의 25micron(0.025mm) 초정밀 레이어로 더욱 
정교하고 매끄러운 표면 질감 표현이 가능하며, 수작업과 
고도정밀의 기계로도 쉽지 않았던 복잡한 형상의 출력물 
역시 실현 가능  

●   에디슨 S는 각각의 출력 상황에 따라 40~200mm/sec까지 
속도 조절 가능

●   외관 케이스에 적용한 Z축 진동 방지 기술 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최적화된 설정으로 빠른 속도에서도 안정적인 출력 
가능

●   국내최초 Mobile Application을 3D 프린터에 적용

●  Wireless Connection을 적용하여 Mobile에서 3D Contents를 직접 출력 
가능 (출력 세팅값도 자유롭게 설정 가능)

●  출력 중에도 Mobile을 통해 출력중인 모습을 실시간으로 Monitoring 가능



Easy Software (Creator K)

KC 인증

Eco-Friendly Materials

※ KC 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국내의 인증 마크입니다.  

G-Code Generator

2013년 이후 국내 Best-Seller Desktop 3D프린터 

에디슨은 국내 최초의 데스크탑 3D프린터로 2013년도 한해 국내 고객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Best-Seller제품입니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 17개국에도 수출하여 긍정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에디슨은 끊임없는 연구개발 노력과 소비자 편의를 

위한 품질 개선을 통해 누구나 쉽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안전 인증마크 획득 

●   G코드 생성시에 원하는 출력 방법에 따라 최적화된 
옵션값을 선택 가능

1) 쾌속 G-Code 변환: Edislicer (간편형)

    대용량 3D 파일의 G코드 생성시 빠르게 변환 가능 

2) 고급 G-Code 변환: Skeinforge (전문가용)

    G-Code 생성에 도움이 되는 디테일한 옵션값 설정이 가능

●   에디슨만의 3D프린팅 프로그램 Creator K는 최고의 출력 
품질 실현을 위해 각기 다른 출력 상황과 재료에 따른 
최적화된 세팅 값 제공 
●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직관적인 기능으로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설계 도면 변환 및 세팅부터 출력까지 가능 

●   옥수수, 사탕수수를 원료로 만들어진 친환경적인
  PLA재료를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



User가 직접 디자인한
3D Contents를 웹사이트에
업로드  

Youniverse3D Website 
혹은 Mobile App을 이용
하여자신이 원하는 출력물을
다운받고 바로 출력 가능

자신의 출력물이 출력되고
있는 모습을 Mobile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Monitoring

Youniverse3D Website와 연결하여 다양한 컨텐츠 출력  (www.youniverse3d.com)
 

Wifi Control(모바일폰/테블릿PC/데스크탑PC)
Youniverse3D Website에서 파일 선택
3D 파일 업로드

     Remocon
3D 출력 파라메타 세팅
출력 리모콘
(출력/중지/카메라 모니터링)



Our Customer List
 

(4,000여명의 고객이 에디슨을 즐기고 있습니다.)

A/S 및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070-4821-2258) 및 홈페이지(문의하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Customer Service

• 1년 무상 A/S 제공(일부 품목과 소비자 과실에 의한 제품 파손의 경우 제외)

•  Homepage를 통한 간편한 전국 A/S 접수(제품에 부착된 시리얼 넘버 기입) 

• 구매 시 본사와 각 지사의 담당 직원을 통한 프린터 설치와 운용 교육 지원 

• 에디슨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기술지원 자료 지속적으로 제공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제품의 하자로 사고 발생 시 최고 1억원까지 보상 가능)



(주) 로킷 
본     사   TEL   +82 (0)2-867-0182    FAX   +82 (0)2-865-0182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9길 32갑을그레이트밸리 B동 1106호 
대전지사   TEL   010-3345-6885   광주지사   TEL   010-8802-4060   전주지사   TEL   010-8668-8887
대구지사   TEL   010-4111-1594   부산지사   TEL   010-5883-1265   A/S   TEL   070-4821-2258

www.3disonprinter.com

Contact 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