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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토탈솔루션

기구설계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자금조달 컨설팅

양산 컨설팅



MAPS CENTER는 ㈜메이킹브라더스의

제조공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입니다.

제품, 기계, 의료, 아트 등의 제조 분야 에서 

설계/디자인/시제품 제작/자금조달 컨설팅/양산 등 

전 제조 공정에 걸친 

ONE-STOP Total Solution 을 제공합니다.

www.maps-center.com

MAPS Center는 제조 토탈솔루션을 제공하여 

제조가 쉬운 세상을 꿈꿔갑니다.

제조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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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Maps Center
맵스센터는 다양한 3D 프린팅 기술로 최상의 퀄리티 제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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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ervice
맵스센터는 상상하는 것 무엇이든, 상상 그 이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님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실현시켜드립니다.

대기업 출신 경력 10년

이상의 분야별 전문인력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다양한 인프라를

이용한 제작지원

크라우드 펀딩, 정부지원

사업을 통한 자금조달 

컨설팅 및 컨텐츠제작

요구조건에 맞는

최적의 양산 컨설팅



About Maps Center  l  Field Of Manufacture

MAPS CENTER
for Product
시제품/R&D 맞춤제작

Field Of Manufacture
제품·기계·의료·아트 등 다양한 제조분야 제품 제작을

제조전문가와 함께 편하게 온라인으로 제조 가능합니다.

MAPS CENTER
for Medical
의료기기/임플란트
수술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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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S CENTER
for Art
피규어/쥬얼리
아트토이/대형조형물

MAPS CENTER
for Machine
항공·우주/자동차
산업기계부품



About Maps Center  l  One Stop Solution

5
양산 컨설팅

해당 제품에 필요한 양산 수량과 방식을

컨설팅하여 전문 양산을 진행합니다.

1
기구설계

아이디어 또는 제품을 실물로 제작 할 수

있도록 2D, 3D CAD DATA로 구체화 합니다.

3
시제품제작(MOCK-UP)

제작된 3D모델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업용

RP장비를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합니다.

4
자금조달 컨설팅

크라우드펀딩, 정부지원사업 등을 통해 양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도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1 기구설계 5 양산컨설팅2 디자인개발 3 시제품제작 4 자금조달컨설팅

One Stop Solution

2
디자인개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제품디자인

(2D/3D), 로고, 박스 패키지 등을 진행합니다.

맵스센터는 기구설계부터 양산컨설팅까지 원스톱 솔루션으로

경험 많은 전문가를 통해 고객님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실현시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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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컨설팅

2D : 아이디어나 스케치-치수 도면을 통해 전문적인 2D설계

도면 제작 서비스

3D : 2D자료를 바탕으로 제조가 가능한 3D모델링 데이터

제작 서비스

어떠한 도면 자료가 없고 아이디어만 있으신 고객의 경우,

별도의 맞춤 컨설팅을 통해 아이디어의 2D/3D 데이터 제작

서비스

역설계

스캐닝을 통해 얻은 3D 데이터를 수정 및 편집하고자 할 경우,

Reverse Engineering을 통해 수정 가능한 3D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3D스캐닝

실물제품의 치수 설계 데이터 획득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제품을 스캐닝하여 제품의 형상 데이터를 획득한 후 필요한

3D 데이터를 얻는 서비스

실물제품의 스캐닝 데이터를 이용하여 설계데이터와의 형상

공차 측정을 통해 제품 검증(Inspection)을 제공하는 서비스

형상 디자인

2D/3D설계가 진행된 제품의 외관을 더욱 유려하고 트렌디한

디자인으로 개발/설계 하여 부가가치를 더해 고객들의 선호도를

높여주는 제품디자인 제작 서비스

브랜드디자인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디자이너들이 기업의 로고/ 상품

디자인/박스 패키지 등 실제 판매에서 제품의 가치를 높여

주는 각종 브랜드 디자인 제작 서비스

기구설계

디자인개발



3D프린팅

3D Modeling Data를 바탕으로 제작 조건(재질/방식)등을

전문 엔지니어가 검토하여 적합한 산업용 3D Printer(RP)을

이용한 맞춤형 제품 제작 서비스

도색·도장

필요로 하는 제품의 퀄리티와 색상조건을 바탕으로 목업

(Mock-up)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표면처리/도색/도장 등의

사상작업 서비스

NC가공

3D CAD Data를 바탕으로 CNC/머시닝센터/레이저 커팅기

등의 다양한 컴퓨터 수치 제어 기반 가공 장비를 이용한 제작

서비스

크라우드 펀딩/정부지원사업 등을 이용하여 고객이 양산에

필요한 시드머니 확보할 수 있는 컨설팅 제공 서비스

크라우드 펀딩/정부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컨텐츠 (이미지,

동영상,기획안,PPT 등)를 제공하는 서비스

About Maps Center  l  One Stop Solution

시제품제작

자금조달 컨설팅



MAPS센터에서는 양산 될 제품의 특징, 재료, 수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양산기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아래 방법 외에도 다양한 양산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양산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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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금형&플라스틱 제작

제품의 설계 도면을 활용하여, 제품의 모양을  그대로 본 뜬

틀을 만드는 작업으로 주요 재질은 알루미늄합금, 구리합

금, 주철 및 플라스틱이며, 제품의 대량생산에 주로 이용되

는 방법

진공주형(실리콘몰드) 제작

완제품에 액상수지를 주입 및 건조하여, 제품을 본 뜬 틀을

만드는 작업으로 일반 금형과는 달리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

는 이점이 있지만, 크기/재료/생산수량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소량생산에 이용되는 방법



PortFolio
맵스센터는 시제품부터 정밀 부품까지 풍부한 경험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PortFolio

Product 시제품, R&D 맞춤제작

Printing Type : Polyjet / Material : VeroWhite / 후가공&도색 : 그레이, 블랙, 옐로우 도색

측정기 케이스

Printing Type : CNC / Material : Aluminium

불판 시제품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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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Machine 항공·우주, 자동차 산업기계부품

Printing Type : SLA / Material : ABS Like

산업플랜트(양산)

Printing Type : Polyjet / Material : VeroWhite, 무발포 우레탄 레진

건설 자재 실리콘 몰드



Medical 의료기기,임플란트,수술용가이드

Printing Type : FDM / Material : PLA / 후가공&도색 : 각 컬러별 도색 

의료 샘플 혈관모형

Printing Type : SLA / Material : ABS Like

손가락 밴딩용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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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Art 피규어, 쥬얼리, 아트토이, 대형조형물

Printing Type : SLA / Material : ABS Like / 후가공&도색 : 크롬증착, 실크인쇄, 블랙도색

엔진트로피

Printing Type : SLA / Material : ABS / 후가공&도색 : Projection Mapping

지형 다오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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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맵스센터는 소재별 산업용 장비들로 최상의 퀄리티를 보여드립니다.



Equipment

방식 : SLA(Stereo Lithography

Apparatus)

제작사이즈 : 450×450×350mm

Layer : 0.05~0.1mm

재료 : ABS-like, 고퀄리티 투명,

고무(러버), 고온 내열성 소재

특징 : 3D프린터 중 가장 정교한 형상

제작이 가능하며, 산업용 SLA방식

프린터 중 재료비가 가장 저렴하여

제품의 생산성이 매우 높고 효율적인

장비 활용이 가능함. ABS, 투명, 고무,

내열성재료, 세라믹 등 다양한 소재

광경화수지 3D프린터

방식 : SLA(Stereolithography)

제작사이즈 : 1,500×750×550mm

Layer : 0.025~0.05mm(per 25.4mm)

재료 : accura 25 / PP계열 플라스틱

특징 : 높은 표면 조도와 정밀도가

요구되는 대형 시제품 제작

적용분야 : 자동차 분야(대시보드),

대형 시제품 제작,조립테스트용 정밀

시제품 제작, 항공, 중장비, 기계 등

대형 광경화 플라스틱 3D프린터

방식 : Polyjet

제작사이즈 : 300x200x100 mm

Layer : 0.02794mm

재료 : SUP705(Water Jet 제거가능),

SUP706(수용성)

특징 : 작은 크기에 경제적이며 사용

방법이 간단함. 디지털 치의학 분야를

위한 프린터로, 치열 교정에 사용되는

교정용 틀 제작 가능

사용분야 : 기공소와진료소에서 수술용

가이드, 베니어 모델, 치과교정 기구 등

폴리젯 3D프린터

방식 : Polyjet

제작사이즈 : 90x390x200 mm

Layer : 최소 14미크론(0.0005인치)의

수평 빌드 레이어

재료 : acrylic &  rubber 기반다중소재

특징 : 다양한 소재를 복합적으로 적용

하여 요구되는 물성에 맞게 우수한

퀄리티 제품 제작 

적용분야 : 시제품 제작, 다양한 디자인

제품 소비재, 서비스 제작 업체, 교육,

대학교 및 연구소, 의료기기 분야,

애니메이션 분야

복합소재 3D프린터

방식 : MJF(Multi Jet Fusion)

제작사이즈 : 380x284x380 mm

Layer : 0.07 ~ 0.1 mm

재료 : PA 12/나일론 계열 플라스틱

특징 : 높은 내열성과 유연성, 엔지니

어링,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고강도의

시제품 제작, 빠른제작 속도

적용분야 : 긴급 구조 물품, 조달 애로

부품, 단종부품 등 제작 가능, 자동차,

조선, 항공 등 고강도 및 경량화 파트

제작 가능

멀티젯 PA 소재 3D프린터

방식 : CJP (Color Jet Printing)

제작사이즈 : 508x381x229mm

Layer : 0.1mm 

재료 : VisiJet PXL™/석고+녹말 혼합제 

특징 : Full CMYK 색상 지원으로 별도의

도색작업 없이 풀컬러의 디자인 시제품

제작,뛰어난표면 품질, 고정밀도로

빠른 제작

적용분야 : 헬스케어, 건축 등의 제품,

설계 및 컨셉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제조 분야

풀컬러 3D프린터



수용성 서포트 3D프린터

제작사이즈 : 1400 x 1000mm

Laser power : 80, 120, 150W

Laser type : sealed co2 glass

laser tube

적용분야 : 디자인, 아트, 모형제작 분야 

 

 

레이져 커팅기

제작사이즈 : 520 x 360 x 350mm

스핀들 최대속도 : 12000 r/min

특징 : 자동 공구 교환장치

고속 자동 팰리트 교환 장치

적용분야 : 각종금형, 금속기자재 및

부품제작 

머시닝센터

방식 :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제작사이즈 : 914x610x914 mm

Layer : ±0.065 in 0.178 mm

재료 : ABSM30 / ABS 계열 플라스틱

특징 : 4가지 노즐 옵션을 통해 정교한

디테일 구현 가능, 빠른제작, 높은 강도와

내열성이 필요한  대형시제품 제작가능

적용분야 : 자동차, 공구, 산업용 부품

등 시제품제작, 엔진 부속 파트, JIG,

모델링 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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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제품크기 : 최대반경 3,000mm

최대높이 2,000 mm

CCD 카메라해상도 : 5M(2,448x

2,050)Pixels

적용분야 : 제품의 3D 입체 형상 Data

취득 및 역설계 진행, 제품 오차 인스

펙션검증, 제품 벤치마킹 또는 제품

가공 검증 등 활용 가능, 예술품 복제

및 Data 보존 등 활용  

광역 3D스캐너



제조공정 토탈솔루션

본사충청북도  l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중테크노밸리 614호

제 2 오피스  l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중테크노밸리 710호

대표전화 : 043.900.8429  l  팩스 : 043.900.8433

이메일 : mkb@mkbfab.com / lsh1016@mkbfab.com

홈페이지 : www.maps-center.com  

중
부

고
속

SK하이닉스
제2공장

SK하이닉스
제1공장

LG화학
청주공장

최병원

한국폴리텔대학
청주캠퍼스

봉명
초등학교

서원구청

청주
예술의전당

비케이엠

충북대학교

청주시농수산물
도매시장

청주백제
유물전시관LG산전

청주1사업장

정식품청주세관

청주
일반산업단지

LG전자
청주1공장

솔밭공원
사거리

산업단지
육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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