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당 2,000,000건의 프린트 작업을 준비하는 Ultimaker Cura 

온라인 Marketplace와 Ultimaker Cura 4.5의 새 기능으로 이정표를 찍는 Ultimaker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 2020년 2월 26일 –  Ultimaker,는 데스크탑 3D 업계의 글로벌 리더로서 

오늘 웹 기반 Ultimaker Marketplace와 Ultimaker Cura 4.5의 추가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2012년에 소개되고 현재 프린팅을 위해 3D 모델을 준비하는 이 오픈소스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는 매월 600,000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2019년 말에는 매주 2,000,000건의 

프린트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해 2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Ultimaker Marketplace는 사용자에게 업계 표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위한 플러그인 접근을 

제공하며, 일부 CAD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Ultimaker Cura의 직접 통합, 제3자 재료를 위한 110개 

이상의 최적화된 프린팅 프로필 등의 기능을 추가 제공합니다. Ultimaker Cura 4.5의 릴리즈는 

이제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Ultimaker Marketplace와 Cura를 원활하게 연결시킵니다. 신규 

클라우드 기능은 온라인 로그인 후 선택한 플러그인과 최적화된 프린팅 프로파일을 직접 

사용자 계정으로 연결시킵니다. 이는 이제 어떤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이전에 Ultimaker Cura를 열 필요 없이 모든 설정을 이용할 수 있고 동기화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기타 Ultimaker Cura 4.5의 smartavionics에서 기여하는 신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부용 퍼지 스킨. 이 옵션을 사용하면 퍼지 스킨이 구멍 내부에 프린팅되지 않게 

방지합니다. 그립이나 유사 적용 분야의 프린팅에 유용합니다.  

• 브림 거리.  이 설정으로 사용자는 브림과 모델 사이의 격차를 정의할 수 있으며, 브림 

제거가 보다 쉬워지고, 흠을 남기거나 마감된 3D 객체에 대한 손상 가능성을 줄입니다. 

• 스킨 에지 지원. 내부채움 내부에 라인을 추가할 수 있게 하는 두 설정으로 프린팅 

스킨의 에지를 보다 잘 지원합니다. 

Ultimaker의 CTO인 Dick Moerkens은 이렇게 말합니다. "Ultimaker Cura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전용 인하우스 소프트웨어 팀이 지속적으로 구동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가 새로운 학생, 제작자, 전문 사용자들이 생기며 매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목격합니다. 어떤 사용자가 직접 모든 이용 가능 설정을 변경하고 시험해보고 싶어 

한다면, 다른 누군가는 3D 프린팅을 기존 워크플로에 통합하고 싶어 합니다. 전 저희의 개방형 

접근법과 민첩한 개발 전략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3D 

프린팅 워크플로를 완전히 효율화하고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Ultimaker.com에 있는 당사의 블로그 게시물에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https://ultimaker.com/software/ultimaker-cura
http://ultimaker.com/learn/introducing-ultimaker-cura-4-5


Ultimaker 정보    

 2011년부터, Ultimaker는 혁신 전문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매일 혁신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3D 프린터 솔루션, 소프트웨어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현재 Ultimaker는 데스크탑 

3D 프린팅 시장의 리더입니다. 네덜란드, 뉴욕, 보스턴 및 싱가포르의 사무실과 유로파 및 

미국의 생산 시설에서 400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된 글로벌 팀이 협력하여 세계의 디지털 

유통 및 현지 제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Ultimak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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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imaker Marketplace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필요한 것을 쉽게 검색, 구독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된 프로파일과 플러그인은 Ultimaker Cura에 자동 동기화됩니다 

 

 

'브림 거리' 설정을 통해 브림과 모델 간의 간격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