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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트는 Magics 25.0 웹 릴리즈와 비교하여 이루어진 주요 업데이트와 수정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
니다.Magics 25.0 릴리즈 정보에서 Magics 25와 함께 제공되는 모든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전체 개요
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 Magics 25.0 버전을  Materalise Magics 25.01 릴리즈로 업데이트하여 Magics 25의 사용 환
경을 최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이 릴리스에는 최신 버전의 MatConvert가 제공되므로(자세한 내용 참조), 모든 불러오기 형식
을 사용하려면 새 키 파일 또는 자동 재활성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기능
1.1. 파일 I/O
이 릴리스는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최신 버전의 MatConvert 9.6과 함께 제공됩니다.

 새로운 불러오기 파일 형식 ‒ OpenCTM.
 새로운 버전의 FBX(SDK 2020.0.1) 및 NX(1899 Series 1934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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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정된 이슈
다음 이슈는 Magics 25.0에서 감지되었으며 Magics 25.01에서 해결되었습니다 

2.1. 일반

 마우스 스크롤이 콤보 상자 및 편집 상자 값을 임의로 변경.
 잘못된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
 라이센스가 발견된 후 도구 페이지가 자동으로 복원되지 않는 문제.
 도구 페이지가 도구 바에서 밖으로 옮기거나 안으로 옮긴 후 열리지 않는 문제.

2.2. 데이터 준비 
 프로젝트에 홀과 쉘이 많은 파트가 포함된 경우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마킹 작

업 및 작업 페이지 체크박스).
 픽싱되지 않은 파트로 인해 비우기가 실패할 경우 잘못된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자동 픽싱을 실행할 때 충돌합니다.
 쉘 목록에서 Up/Down 버튼을 길게 누르면 여러 쉘이 선택됩니다.
 삼각형이 표시된 경우 Hole/Shell 목록에서 Up/Down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파트 감싸기(Shrinkwrap)에 대한 메모리 추정이 수정되었습니다.
 눈 아이콘이 쉘 목록에서 하나의 쉘만 숨깁니다.

2.3. 빌드 준비 
 배치 복제 중에 파트가 회전합니다.
 매끄러운 음영(Smooth shading)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동 배치 중,  ‘파트 간격’이 낮을 때 진행률이 진행 표시줄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파트를 "자동 배치"한 후 모델러 씬에 추가 복사본이 나타납니다.
 인터로킹(interlocking) 체크가 완료되고 어떤 것이 발견되면 모든 파트가 플랫폼에 표.시되

고 플랫폼을 팬닝할 수 없습니다
 Magics 파트 및 리포트의 StlIndex  파라미터 간에 링크가 없습니다.
 C-tools가 연결된 슬라이싱 파일을 열지 않습니다.
 Streamics상의 가상/물리적 파트에 대한 Z 좌표가 잘못되었습니다.
 Magics 25.0에서 Concept Laser Slicer에서 생성된 출력이 잘못되었습니다.

2.4. 신터 모듈 ‒ 신터박스 
 직사각형 및 자유형 신터박스가 파트와 교차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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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서포트 생성(SG, SG+ 및 e-Stage)
 서포트 없음 타입으로 전환한 후에는 서포트가 생성되면 안됩니다.
 Regenerate 3D 버튼을 누르면 메뉴얼 포인트 서포트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도구 페이지에서 작성된 메뉴얼 트리의 프로파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프로필 파라미터가 메뉴얼 포인트 서포트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설정을 통해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서포트 프로필을 가져오려고 하면 오류가

표시됩니다.
 플랫폼에 닿는 세그먼트에 대한 전체 솔리드 높이(Global solid height)가 무시됩니다.
 톱니 및 퍼포레이션이 없는 서포트에는 상부의 z 오프셋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서포트가 있는 파트를 로드하는 동안에 SG 모드를 시작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프로필 파라미터가 메뉴얼 거셋(Gusset) 및 라인(Line) 서포트에 적용되지 않음.
 Magics 24.1 상에서 제작한 서포트가 Magics 25버전 상에서 파손됩니다.
 블록 서포트를 2D 편집한 이후 테두리의 천공(Perforations)이 부분적으로 사라집니다.
 SG+ 라이센스가 없어도 Angled 및 Rescale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이름이 같은 두 개의 서포트 타입의 프로파일을 로드할 수 없습니다
 대화형 재조정 관리자(interactive rescale manager) 내에서 라이센스 정보 업데이트에 종

종 오류가 발생합니다
 일부 LINE 관련 파라미터를 자유형 메뉴얼 라인 서포트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서포트가 파트 번역 후 파손됩니다
 전송 중에 서포트 복제 및 회전 문제
 e-Stage 서포트에서 노 서포트 존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2.6. 시뮬레이션 모듈
새로 릴리즈 된 시뮬레이션 모듈 버전(시뮬레이션 모듈 3.02 ‒ 별도로 인스톨해야 함) 이 출시되
어 아래의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 실행취소’ 결과를 로드할 때 충돌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작업 관리자를 여러 번 다시 열고 작업 중 하나를 클릭할 때 충돌이 발생합니다.
 여러 파트에 대해  Thermal(열) 시뮬레이션 결과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빌드 플레이트에 사용자 지정 빌드 금지 영역(노 빌드 존)이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시뮬

레이션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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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려진 문제
3.1. 일반

 파트 리스트 트리 보기의 배경색이 때때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선택한 스킨에 따라 메시지의 배경색이 올바르게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이전 프로파일을 가져오는 경우, Magics가 SG 모드로 전환될 때 충돌합니다
 보조 화면이 나타나면 드롭다운 메뉴와 도구 설명이 잘못된 화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포인트 다중 섹션은 파트 포인트에서만 작동해야 합니다.
 플랫폼 씬(scene)의 맨 위 보기에서 그리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검색된 도구 페이지의 제목이 완전히 표시되지 않으면 도구 페이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3.2. 데이터 준비 관련
 Cut with Pin(핀으로 절단) 작동으로 추가적인 노이즈 쉘 뒤집힌 노멀이 생성됩니다.
 트리밍 교차 삼각형의 성능이 매우 낮습니다(CPU, 메모리 및 전력 사용량).
 첫 번째 시도부터 Rescale factors 을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없습니다.
 채우기 깊이에서 벌집구조 형상이 손상됩니다.

3.3. 빌드 준비 관련 
 컴퓨터 속성에서 빌드 시간 추정 페이지가 열리면 도구 시트에서 추가된 학습 플랫폼이 목록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장비 변경이 현재의 빌드 시간 추정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HP 플랫폼의 Out of bounds 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을 내보내는 동안, STEP 포맷에 파일 이름을 다시 작성하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지 않습

니다.
 Excel 보고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보고서가 생성되면 수식이 자동으로 복사되지 않습니다.
 자동 배치의 경우 '기본 파트 Z 위치로 변환'이 TRUE이면 '파트 Z 높이에 의한 기준 범위'가 슬

라이스 스택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라벨 및 스트리믹스 라벨 대화 상자의 일부 탭은 자동으로 크기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신터박스 대화상자에서 "취소"을 눌러도 레이블 생성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3D 네스터에서, 인터락 테스트 대상 파트를 수동으로 선택(인터로킹 분석 -> 수동으로 파트 선

택 -> 아이콘 클릭)할 때 파트가 선택되지 않고 색상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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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서포트 생성
 일부 메뉴얼 서포트가 잘못된 위치로 전송됩니다.
 메뉴얼 포인트, 라인, 거싯 서포트가 잘못 전송되었습니다.
 트리밍이 필요한 복잡한 볼륨 서포트를 가진 파트의 실행 취소 및 재시도 시의 성능 문제.
 안정화 벽에서 서포트 가장자리가 시각화되지 않음.
 표면 정보에 안정화 벽의 값(윤곽, 표면, 얇기)이 잘못되었습니다.
 안정화 벽, 선형 서포트 및 e-stage에 대한 서포트가 시각화되지 않음.
 블록 서포트에 서포트 두께가 추가된 후 파트와 교차합니다.
 볼륨 서포트가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화 높이는 포인트*서포트가 아닌 포인트 서포트에 대해서만 작동합니다.
 파트 대 파트 서포트를 제공하는 라인 서포트는 파트를 거쳐 플랫폼에 연결됩니다.
 모델상의 볼륨 서포트에 "Z 높이에서 시작" 조각화가 무시됩니다.
 외면 필터와 관련된 파라미터가 일관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On part' / 'On platform' 기능은 모든 솔리드 서포트 유형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콘 서포트를 위한 미리 보기 모드와 전체 모드 사이에 몇 가지 불일치가 있습니다.
 콘 서포트를 stl파일로 내보낼 경우 역삼각형이 생성됩니다.
 퍼포레이션 파라미터 규칙이 서로 다른 서포트 유형에 대해 일관되지 않습니다.
 입력된 모델 상에 있는 서포트의 " Rescale platform projection area " 기능이 잘못되었

습니다.
 두께를 가진 블록 서포트가 오픈된 컨투어를 만듭니다.
 외면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콘 서포트를 사용할 경우 투영 영역의 중심은 플랫폼의 WCS를

참조합니다.
 리스케일 서포트를 위한 정보 도구 설명 이미지가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서포트 리스케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라인 서포트 추가” 후 파라미터를 변경하면 새로 생성된 서포트가 손상됩니다.
 장비 속성에 할당된 서포트 유형이 없는 경우 블록 서포트가 플랫폼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3D 재생성이 때때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서포트 강화의 경우, 스위치를 켜도 컨트롤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볼륨 서포트와 플랫폼이 Z 오프셋!= 0 & Outside일 때 교차됩니다.
 거싯 타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유형을 웹에서 블록으로 변경하는 경우 Magics 가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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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ge 에서 강화 포인트 상단 연결부의 접촉 여백이 너무 깁니다.
 e-Stage 에서 내부 혹은 경계 지점의 접점 너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5. 시뮬레이션 모듈 
 칼리브레이션에서, 프로필이 이름에 “*, ?”, 등을 포함한 경우 새로운 .xml 프로필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투명 시뮬레이션 기능의 결과로 투명 파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음영&와이어 쉐딩으로 부드러운 시뮬레이션 결과를 위해 변형을 적용할 때 와이어프레임 이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대화 상자에서 Backwards tabulation 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Thermal(열) 결과에서 단계를 변경하는 경우, 서포트 컬러 마스크의 일부가 회색입

니다.
 시뮬레이션 저장 시간을 단축하면 .magics 파일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이어 슬라이더가 이동 된 후에 같은 레이어의 컬러 맵이 다르게 표시됩니다.
 설치 중에 ProgramData 의 기존 SimulationPlugin 폴더가 아닌 것과 관련된 오류 메시지

가 표시됩니다.
 시뮬레이션 플러그인이 삭제된 이후에도 시뮬레이션의 리본 버튼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정 렌더링 시나리오 후 시뮬레이션 결과가 Magics상에 로드되면 시도를 추가할 수 없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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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머티리얼라이즈 제품군 호환 릴리즈 

제품 버전 
Streamics 8.3 

Robot 8.3 

e-Stage 7.2.0.168 

시뮬레이션 모듈 3.0.2.110 

빌드 프로세서 시스템 3.1 

빌드 프로세서
SLM BP 3.2.7 

Trumpf Sisma BP 6.0 

HP 2.1 

Renishaw 1.3.1 

Union tech 1.2 

Arburg 2.6 

Concept Laser 1.2.2 

DLP 2.0 

SLx 4.0.163 

EOS 3.0.42.0 

Arcam 2.3.7 

번들형 구성요소
Magics 25.0.1.430 * MatConvert 9.6.0.17 * 라이선스 서버  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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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스템 요구사항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CPU 

o Intel Core i7
o AMD Phenom II X4/ X6 at 3.0 GHz or

higher with SSE2 technology

메모리 
o 16 GB RAM or higher

여유 디스크 용량 

o Win 64-bit system
o 2GB of free disk space

디스플레이 

o 1920 x 1080 resolution or higher
o 32-bit color depth (True color)

비디오카드 
o NVIDIA GeForce GTX 1060’ or AMD

Radeon RX 480 or better
o DirectX 11 호환 비디오 카드
o 최소 1 GB 메모리
o 최소 192-bit (256-bit 추천)

Materialise Magics 25는 Windows 64비트
에서만 지원됩니다: 

o Windows 10 버전 1803 이상 *
o Windows 8/ 8.1

Materialise Magics 25 는 다음에서 권장됩니다:
o Windows Pro edition
o Windows Enterprise edition

Materialise Magics 25 는 다음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o Windows 98
o Windows 2000
o Windows XP
o Windows Vista
o Windows Server Editions
o Virtualization systems such as 

VMWare
o Windows 7

Materialise Magics는 Mac OS X, Linux 또는 
위에 나열되지 않은 다른 운영 체제에서는 기본
적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NET 4.6 이상 또는 설치 중 인터넷 연결이 필요
합니다. 

* Materialise 소프트웨어는 OS 공급업체가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운영 체제 또는 특정 버전의 운영 체제
지원을 중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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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락 정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materialise.com/software/magics/ 으로 접속하
십시오.
기술 지원은 http://help.materialise.com/을 확인하거나 다음 고객 지원 팀 중 하나에 문의
하십시오. 

유럽 (본사)
Technologielaan 15 
3001 Leuven 
Belgium 
연락처:+32 16 39 66 11
software.support@materialise.be 

북미
44650 Helm Court 
Plymouth, MI 48170 
USA 
연락처: +1 734 259 6445 
연락처(toll-free): +1 888 662 5057
software.support@materialise.com 

영국
AMP Technology Centre Advanced 
Manufacturing Park Brunel Way, 
Catcliffe 
Sheffield, S60 5WG 
연락처: +44 1143 997 845 
software.support@materialise.co.uk

독일
Friedrichshafener Str. 3 
82205 Gilching 
Germany 
연락처: + 49 8105 77 859 20
software.support@materialise.de 

중국
Baoshan District 
Hutai Road 2999 
1F Building  no 1 
Shanghai 200444 
P.R.China 
연락처: +86 21 583 124 06
software.support@materialise.com.cn 

일본
Yokohama Portside Bldg. 
2F Sakae-cho 8-1  
Kanagawa-ku, Yokohama  
연락처: +81 45 440 4591  
support@materialise.co.jp 

아시아 APAC
Unit 5-01, Menara OBYU 
No. 4, Jalan PJU 8/8A, Damansara 
Perdana 47820 Petaling Jaya 
Selangor Darul Ehsan - Malaysia 
연락처: +603 7724 1415 
software.support@materialise.com.my 

http://www.materialise.com/en/software/magics
mailto:software.support@materialise.be
mailto:software.support@materialise.com
mailto:software.support@materialise.co.uk
mailto:software.support@materialise.de
mailto:software.support@materialise.com.cn
mailto:support@materialise.co.jp
mailto:software.support@materialise.com.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