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매뉴얼
본 사용자 설명서는 3DISON S의 모든 기능을 알기 쉽게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본 내용을 숙지하시고 따르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제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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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정보

1. 데스크탑 3D 프린터 에디슨 에스는 일부 부품이 고온에서 작동하며,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디슨 에스 작동 시 절대 기기
내부에 손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2. 기기 작동 중에는 끼임 등의 사고 위험이 있으니 내부에 절대로 손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KC 인증 - 3DISON S는 안전, 건강, 환경 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국내의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는
것을 인증한 안전한 제품입니다.
생산물 손해 배상 보험 가입 - 제품의 하자로 사고 발생 시 최고 1억원까지 보상 가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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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dware
4.3ℓ(215X140X145 mm)
40 mm/sec ~ 200 mm/sec
0.4 mm
25 ~ 600micron (권장 100~300micron)
X,Y: 11 micron, Z: 2.5 micron
PLA(12color), Nylon(3color),
Flexible(2color), HIPS, PVA, Wood,
Stone, Heat-Resisting PLA(6color)

Electronic
Input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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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ruder
샤프트 두께
벨트 / 풀리
내부 LED 조명
무선출력
오토레벨링
도어 장착
일시 중단 / 재시작
사용 중 재료 교체
프린터 크기
제품 중량
보관 온도
익스트루더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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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Single Extruder System
X , Y, Z : 8mm
S2M Belt / Pulley
O
O
O
O
O
O
454mm X 300mm X 454mm
10.8kg
10℃ ~ 40℃
195℃ ~ 250℃

Software
제어프로그램
지원 운영체제
입력 파일 타입

Creator K
Windows, Mac OS X
STL, OBJ

4

에디슨 에스란?
●

3DISON S는 FFF(Fused Filament Fabrication) 방식의 데스크탑 용 3D프린터로, 재료를 얇은 층으로 녹여 층층히 쌓아 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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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기능소개

3차원의 형상을 구현하는 국내 Best-Seller Desktop 3D 프린터 입니다. 또한 25micron의 적층 두께와 Mobile WiFi Monitoring
기능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3D 프린터 입니다.
※ FFF방식 :익스트루더(Extruder)라고 불리는 고온의 압출기에서 재료를 녹인 후 미세한 노즐 구멍을 통해 나온 얇은 레이어를 층층
이 쌓아 올리는 방식
●

3DISON S는 기본적으로 필라멘트 재료를 사용합니다. 본 설명서는 기본적인 사용에 맞추어 작성 되었으며, 소프트웨어의 자

세한 사용방법은 별도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디슨 에스 기능 소개
1. 오토 레벨링: 출력 시 별도의 조정 작업 없이도 자동으로 출력 보드의 수평을 감지하여 조정하는 기능
2. 오토 크리닝: 안정적인 출력을 위해 출력 전 Hot-End(노즐)를 자동으로 청소해주는 기능
3. 오토 프린팅: 채우기, 속도, 온도 등 세부적인 조정 없이 바로 출력 가능
4. Mobile WiFi 출력: Wireless Connection을 적용하여 Mobile에서 3D Contents를 직접 출력 가능 (출력 세팅값도 설정 가능)
5. Monitoring: 3D Printer 출력 중에도 Mobile을 통해 출력중인 모습을 실시간으로 Monitoring 가능

5

프린터 본체

Mini USB 케이블

옐로우테잎

육각 렌치

퀵 가이드

SD 카드 4GB

출력물
분리 도구

오일

공구가방

필라멘트

전원 공급 장치

가이드 튜브

3DISON S User Manual

상자 구성

전원 케이블

필라멘트 거치대

3DISON S
3DISON S 프린터
Welcome 상자
필라멘트 박스
내부 상자

프린터 본체
Mini USB 케이블, 조립 공구 (육각 렌치), SD카드 4GB, 출력물 분리 도구,
공구가방, 오일, 퀵가이드
필라멘트 700g 1개
옐로우테잎, 전원 공급 장치, 전원 케이블, 가이드 튜브, 필라멘트 거치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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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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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
출력보드
전원스위치

2
6
10

LCD 패널
SD카드 홀
전원커넥터 홈

3
7
11

4 익스투르더
방향키
USB 2.0 8 Ethernet
Mini USB Port

7

상자 개봉

1

상자를 열어 Welcome 상자를 제거한
후 에디슨 S를 꺼내 평평한 곳에 놓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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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 에스 사용방법

2

프린터 내부 충격완화 상자들을 제거
후 구성물 상자를 꺼내어 내용물을 확
인합니다.

상자와 에어쿠션은 이동 및 택배 A/S를 위해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필라멘트 설치_Load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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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 에스 사용방법

4

Display 메뉴의 Utilities > Filament Load right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제품 뒷편에 필라멘트 거치대와 가 예열이 끝났다는 알람이 울리면
예열을 시작합니다.
Loading을 선택합니다.
이드 튜브를 설치하고 필라멘트를 필라멘트를 가이드튜브로 통과시
필라멘트 거치대에 장착합니다.
키고, Extruder 옆면의 스프링블럭
을 누른 상태에서 Extruder 위쪽의
삽입구에 필라멘트를 넣은 뒤 깊
숙이 밀어 넣습니다.

OK
5
필라멘트가 원의 형상을 그리며 정
상적으로 쌓이는지 확인합니다.
(약 30초 동안 진행합니다.)

6
[OK] 버튼을 눌러 Loading을 멈춰
주면 출력 준비가 완료됩니다.

9

필라멘트 제거_U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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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1
필라멘트를 제거할 경우엔 Display 메뉴
의 Utilities > Filament Loading을 선택한
후 Unload right을 선택합니다.

2
예열이 끝났다는 알람이 울리면 Extruder
를 중앙으로 위치시킵니다. Extruder 옆면
의 스프링블록을 누른 상태에서 삽입된 필
라멘트를 Extruder에서 뽑아냅니다.

3
OK 버튼을 눌러 Unloading을 멈춰주면 필
라멘트 제거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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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보드 수평 맞추기_ Auto Leveling

1

2

3

Display 메뉴에서 Utilities > Level A4 용지를 출력보드 위에 올려놓 P1을 선택한 후 체크되는 숫자 값
Build Plate를 선택합니다.
고 Home Check를 선택하여 종이 이 0.00 이 될 수 있도록 출력보
와 노즐이 약간 닿을 수 있게 원형 드 아래의 원형너트를 조정합니다.
너트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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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 에스 사용방법

4
3번의 방법으로 P2, P3, P4의 값
을 순서대로 0.00으로 조정합니다.
(근접센서가 ON 상태인지 체크해
주세요.)

※ 오토 레벨링을 사용하더라도 영점 수평조절을 하지 않아 출
력보드의 기울기가 심할 경우 Z축이 과도하게 작동하며 출력물
의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5
Home Check를 선택하여 종이와
노즐이 약간 닿아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원형너트를 조정합
니다.

6
소프트웨어(Creator K)에서 Gcode
생성시 오토 레벨링 사용 메뉴를 체
크하면 출력 도중 자동적으로 출력
보드의 수평을 감지하여 조정합니
다. (오토 레벨링 기능을 원치 않으
시는 경우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 출력보드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거나 충격이 있을 경우 수평
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 최상의 출력 품질을 위해, 제품 첫 사용 시 출력보드의 수평
조절을 위 방법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1

Display Menu 설명
메인메뉴는 Print from SD, Preheat, Utilities의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Print from SD: SD카드의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합니다.
2. Preheat: 설정된 온도로 Extruder와 출력보드를 예열시키는 기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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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 에스 사용방법

Right Tool : On/Off 설정을 통해 오른쪽 Extruder의 예열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Utilities : 하드웨어의 설정을 위한 세부메뉴를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항목들은 개발자용 또는 A/S 용도
이므로 함부로 설정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Monitor Mode : 익스트루더의 현재 온도와 프린팅 진행 정도를 보여줍니다.
Filament Loading : 필라멘트를 설치하거나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 Preheat Settings : Extruder의 예열 온도를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 General Settings : 음향 혹은 LED 색상 및 장비의 일반 기능들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Ditto Printing Off
Override GCTemp Off
Pause with Heat Off
Sound On/Off
Heat LEDs On/Off
LED Color : LED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ccelerate On/Off
Extruders
Extruder Hold On/Off
HBP Installed Yes/No
Tool Offset Sys New/Old
Check SD Reads Yes/No
P-Stop Control On/Off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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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Menu 설명
Home Axes : 노즐의 X, Y, Z축 위치를 초기화할 때 사용합니다.
Level Build Plate : 오토 레벨링 사용 전 출력보드의 수평을 맞출 때 사용합니다.
- Auto Level : 오토 레벨링 기능의 사용 여부를 조작할 때 사용합니다.
- Home Offsets
- Jog Mode : Extruder와 플랫폼의 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할 때 사용합니다.
- Cooling Fan Power
- Restore Settings
- Eeprom
-

3DISON S User Manual

에디슨 에스 사용방법
-

13

3D프린팅 하기

1

2

확장자명 STL 혹은 OBJ의 3D모델 에디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
트웨어(Creator K)에서 준비된 STL
링 파일을 준비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파일을 다운 파일을 불러옵니다.
받으시거나, 3D모델링 프로그램으
로 작업한 파일을 해당 확장자명으
로 저장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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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린터 -> 프린터 타입 에서 EDI- 생성된 G-Code를 SD카드 출력
SON S를 선택 후 아이콘 중 가장 파일 (x3g)로 변환하여 SD카드에
왼쪽에 위치한 G-Code 생성 아이 저장합니다.
콘을 클릭하여 원하는 세팅값을 설
정 후 G-Code를 생성합니다.

※ 출력파일은 x3g 확장자명만 가능 합니다.

Print from SD
Preheat
Utilities
5

※ 컴퓨터에서 직접 USB Cable을 이용할 경우 프린터 측면의 USB포트에
연결하여 G-Code 생성 후 바로 출력 할 수 있습니다.

6

출력준비가 완료되면 다운받은 Display 메뉴의 Create를 선택한
파일이 담겨있는 SD카드를 3DISON 뒤 원하는 파일을 찾아서 출력을
S 우측의 SD카드 홈에 삽입합니다. 시작합니다.

※ Creator K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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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iverse 3D_무선출력

1

2

프린터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Mini 무선 인터넷 목록에서 [YOUNI_
USB Cable로 프린터 좌측에 위치 BOX]를 선택하여 연결합니다.
한 USB 2.0 포트와 Mini USB 포트 (P/W:00000000)
를 연결한 후 전원을 켭니다.

3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브
라우저를 실행하여 192.168.0.1/
index.html로 접속 후 프린터와 연
결 가능한 WIFI 이름(공유기)과 암
호를 입력합니다. (저장 후 YOUNIVERSE 3D BOX 자동 재부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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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YOUNIVERSE 3D 웹사이트(www.
youniverse3d.com)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APP을 실행하여 로그
인 합니다. (계정이 없을 시 회원
가입 필요)

※ VPN등 보안이 강화된 네트워크
환경 내에서는 반드시 해당 네트워크
담당자와 상의한 후 사용 바랍니다.

5
우측 상단 사용자 메뉴에서
‘Youniverse 3D BOX 설정’을
선택한 후 프린터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에 기입된 MAC Address와
S/N를 입력합니다.

6
카테고리에서 콘텐츠를 선택하여
‘Print’ 버튼을 누른 후 설정값
을 세팅하고 ‘Print’ 버튼을 누
르면 슬라이싱 과정을 거쳐 출력이
시작됩니다. (3D 모델에 따라 슬라
이싱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7
우측 상단 사용자 메뉴에서 ‘출력
상황 확인’을 눌러 프린터에 부착
된 카메라를 통해 출력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15

Youniverse 3D_Camera Setting

1

2

3

우측 상단 사용자 메뉴에서 [출력 연결되어 있는 제품의 IP 주소를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상황 확인] 메뉴를 클릭
확인
192.168.0.1을 입력한 후 [관리도
구]를 클릭,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
인하여 공유기 설정 화면으로 이동
(IPTIME 공유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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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 에스 사용방법

4
[고급 설정] - [NAT/라우터 관리]
- [포트포워드 설정] 메뉴를 선택
하여 2번 항목에서 확인한 IP를 입
력하여 설정 후 [추가] 버튼 클릭
(포트 : 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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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필라멘트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필라멘트가 잘 나오지 않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 원인 중 하나는 노즐이 막혀있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Utilities] > [Preheat
Setting]에서 익스트루더의 온도를 240℃ 이상으로 높게 설정한 뒤, Display 메뉴의 [Preheat] 기능을 이용하여 노즐 안에 쌓여 있던 필라멘트
를 녹여 막혀있는 노즐을 뚫어줘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익스트루더의 온도를 다시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
우,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익스트루더 상부에 위치한 두 개의 나사와 전면에 위치한 아래쪽 두 개의 나사를 풀어 분리한 뒤 필라멘트 조각이 노
즐 구멍을 막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더가 예열 된 상태에서 길게 편 클립이나 구입시 제공받은 1mm 굵기의 핀으로 노즐
구멍을 뚫어 줍니다. (예열 후 전원을 끈 상태에서 분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익스트루더에 예열이 진행되는 동안 팬 해체 작업을 진행할 시 열에
의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필라멘트를 사출하는 기어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익스트루더를 해체한 뒤 기어에 쌓
인 노폐물을 칫솔과 같은 브러쉬로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재료에 따른 익스트루더의 온도 설정도 중요합니다. 익스트루더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재료가 뭉치거나 적절히 용해되지 않아 원활
한 출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 재료에 따른 적정 온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에 여러 가지 색상의 출력이 가능한가요?
- 일시중단/재시작 기능과 재료교체를 통해 여러 가지 색상의 출력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에서 직접 속도와 온도조절이 가능한가요?
- 에디슨 에스 자체에서도 출력 도중 속도와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출력 도중 프린터 상부의 OK 버튼을 눌러주면 출력물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속도와 온도 조절 이외에도 출력을 잠시 멈추거나 취소하는 등 출력 상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토 레벨링은 무엇인가요?
- 오토 레벨링은 출력보드의 수평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조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에디슨 에스는 소프트웨어에서 간단히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
는 오토 레벨링 기능으로 미세한 수평조절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3D프린팅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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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에디슨 에스 전용 소프트웨어(Creator K)에서 디자인도 가능한가요?
- 에디슨 에스의 전용 소프트웨어(Creator K)는 3D프린팅의 설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최적화 된 프로그램으로 디자인 수정은 불가능합니
다. 3D 모델링 파일의 제작과 디자인은 3D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합니다.

Mac OS X 운영 체제에서도 초코스케치 전용 소프트웨어(Creator K)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에디슨 에스 전용 소프트웨어(Creator K)는 Windows와 Mac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두 운영체제 모두 간단히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설치 및 사용방법은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매뉴얼을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terial
타사에서 구입한 재료를 사용해도 되나요?
- 사용은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출력과 제품 보호를 위해 검증된 정품 필라멘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비정품 필라멘트를 사용할 경
우에는 A/S 혜택이 미적용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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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서
소비자 피해 유형

무상 서비스
저희 ㈜로킷에서는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 합니다.
보증기간((각 품목 별 1~3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의 경우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고장성, 마케팅성, 과실성은 제외됨)
- 1~3년 무상 수리 적용 품목: 외관 케이스, 모터, 메인보드, 로드(X,Y,Z축),스틸 부품, 풀리
- 1년 무상 수리 적용 품목: 벨트, 팬, 카트리지 히터, 써머 커플, 튜브, 출력보드 등 소모성 제품 (노즐, PET TAPE, 필라멘트 등 소모품 제외)
이 제품을 영업 용도(영업활동, 비 정상적인 사용환경 등)로 사용할 경우 보증기간은 모든 제품에 대해1년이 적용됩니다.
무상 수리의 구체적인 적용 사항은 하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 기간 내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성능,
기능상의 고장 발생

구입 후 10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할 경우
구입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할 경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하자 발생 시
동일 하자에 대하여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수리 불가능 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월

일

보상 내역
보증 기간 이내

소비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

제품 교환, 무상수리
구입가 환불

유상수리

무상수리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제품 구입 시 운송과정 및
제품 설치 중 발생된 피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증 기간 경과 후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유상 서비스
제품의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면 보증기간에 관계 없이 수리비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및 사용교육은 최초 1회에 한하며, 추가 교육 요청 시 추가 교육비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유상 수리의 기준은 소비자 과실로 고장 난 경우 및 그 밖의 경우로 나뉘며, 구체적인 적용 사항은 하기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안내

서비스에 대하여
저희 ㈜로킷에서는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 합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적용을 위하여 각 제품 별로 부여된 보증 번호를 당사의 공식 웹사이트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면 구입처로 연락 하시거나 및 당사 웹사이트에서 고객 지원 A/S서비스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여부는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해 드리며 피해보상은 14일 이내에 해결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품명:
고객성명:
구입일:
구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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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보증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구입가5%를 가산하여 환불

제품 교환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 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천재지변(화재, 염해, 가스, 지진, 풍수해, 낙뢰 등)에 의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 상 정상 마모되는 소부품을 교환하는 경우
사용전원의 이상 및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 대리점이나 서비스 센터의 수리기사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분해 및
수리 또는 개조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품의 이동, 이사 등으로 인하여 설치가 부실한 경우
당사에서 미 지정한 소모품, 액세서리 사용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이 발생한 경우
소모품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소비자 설치 미숙으로 재설치를 한 경우

유상수리

유상수리

상기 보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합니다.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기구세척, 조정, 사용설명 등은 고장이 아닙니다.

㈜로킷 서비스 안내

서비스 접수, 기기 관련 상담 및 문의는 당사 공식 웹사이트 www.3disonprinter.com 의 A/S 신청 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A/S 센터: 070-482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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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

※ KC(국내인증):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경우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나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을 검사 후 인증하는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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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Perfection
3D Printer

E DISON 3D PRINTER c ROKIT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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