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매뉴얼
CreatorK V8
본 사용자 설명서는 CreatorK V8의 모든 기능을 알기 쉽게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본 내용을 숙지하시고 따르시면 더욱 효과적으로 제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및 기능소개
1) Creator K v8 이란?
2) Creator K 인터페이스 소개
Creator K V8 사용방법
1) Creator K v8 설치법
2) G-code 생성하기
2) 듀얼 노즐 시 G-code 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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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or K v8 이란?
Creator K란 STL 혹은 OBJ 파일을 에디슨에서 출력가능한 G-Code 파일이나s3g(펌웨어 5.5버전), x3g(펌웨어 7.5버전이상)
파일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주)로킷 3D프린터 에디슨 만의 3D출력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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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기능소개

Creator K는 다양한 설정을 통해 사용자가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프린터 펌웨어 버전에 따라 파일 확장자가 다릅니다.
※ 에디슨 펌웨어 버전5,5: s3g, 에디슨 펌웨어 버전 7.5 이상: x3g

Creator K 인터페이스 소개
G-code 생성하기

일시정지(컴퓨터 직접 연결 시)

SD 카드 출력 파일 생성

프린팅하기(컴퓨터 직접 연결 시)

프린터와 연결

레이저출력용 G-code 변환

연결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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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STL이나 OBJ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 파일들은 직접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생성하거나 3D
파일을 배포하는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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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or K v8에서는 3D 프린팅에 필요한 레이어 높이, 베이스, 서포터, 채우기, 속도, 온도 등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Creator K v8 설치법

1

2

3

Creator K8 Install 파일을 클릭합 설치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설치를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Creator
니다.
진행합니다. Python 2.7.6 과 드라 K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Creator K
이버가 동시에 설치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실
행하세요.

4
Creator K가 실행되면 메뉴바의
프린터 > 프린터타입을 클릭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프린터를 선택하
십시오.

사용자의 운영체제가 Windows 8 버전이라면 당사 웹사이트인 www.3disonprinter.com 에 방문하셔서 windows 8
버전 드라이브를 설치하시고 Creator K v8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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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ode 생성하기
1. 최상단 메뉴바에서 [파일] > [열기]를 선택 후, 출력 하고자 하는 STL 파일을 불러오거나, STL파일을 직접 드래그해서 Creator K
창 화면으로 이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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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한 파일이 열리면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하거나 휠을 움직여 형상물을 다양한 각도와 크기로 변경 및 확인
할 수 있습니다.

Mirror

Mirror를 클릭 후, 형상물이 있는 화면에 마우스
우클릭 시, X, Y, Z 각각의 축을 기준으로 대칭된 형상
으로 전환 시킬 수 있습니다.

Move

Move를 클릭 후,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여 상, 하, 좌, 우
로 형상물의 위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
를 사용 할 경우, 한번 클릭 시 1mm씩 이동하며, 마우스의
우클릭을 사용 할 경우엔 10mm씩 이동합니다. 출력 전,
마우스 우클릭 메뉴 또는 Move 아이콘 아래에 있는 ‘플랫
폼 가운데 놓기’를 설정하시고 출력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Zoom

확대(Zoom)를 선택 후, 화면에 마우스를 드래그 하거나
아이콘 하단에 생성된 박스 중 하나의 축에 원하는 크기를
입력하여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축은 비율에 맞게 자동으로 확대/축소됩니다.)

Rotate

Rotate를 클릭 후, 키보드와 마우스 우클릭을 이용하여
X, Y,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우스
좌클릭을 유지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여 직접 회전도
가능합니다. (회전에 따라 출력물의 출력시의 안정성과
품질이 결정되기에 이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FDM

기반의 3DISON 프린터의 특성 상 Z축 표면에 출력물이 놓
여있지 않다면 실제 출력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
가운데 놓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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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상물을 원하는 대로 변경한 후에 상단의 7개의 아이콘 중 가장 왼쪽에 위치한
‘G-Code 생성’ 아이콘을 클릭하면 도면 저장여부에 관한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예(Y)’ 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G-Code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형상물에 변경사항 없을 시엔 바로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CreatorK V8 User Manual

CreatorK V8 사용방법

창의 각 설정들을 원하는 대로 체크 또는 해제한 뒤 [Generate Gcode]버튼을
클릭하면 G-Code 파일이 생성됩니다.
1) 프린팅 옵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9가지의 프린팅 옵션을 제공합니다.
① High Speed_PLA/ABS: 에디슨 프로, H700기준 700mm/sec, 멀티기준 250mm/
sec, layer 높이 0.2mm로 빠르게 대형 출력물을 출력할 시 사용합니다.
② Standard_PLA/ABS: 에디슨 프로, H700기준 100mm/sec, 멀티기준 100mm/sec
layer 높이 0.2mm로 보통 빠르기로 중형 출력물을 출력할 시 사용합니다.
③ DuO_PLA/ABS: 에디슨 프로, H700기준 100mm/sec, 멀티기준 100mm/sec, layer
높이 0.2mm로 듀얼 출력 시 사용합니다.
④ Laser_Acrylic/Wood: 아크릴이나 합판(3~4mm)을 이용한 레이저 커팅 시 사용합
니다.
⑤ Silver Paste: 실버 페이스트를 이용한 출력물을 출력할 시 사용합니다.
⑥ Copper Paste: 구리페이스트를 이용한 출력물을 출력할 시 사용합니다.
⑦ Bronze Paste: 브론즈페이스트를 이용한 출력물을 출력할 시 사용합니다.
⑧ Steel Paste: 스틸페이스트를 이용한 출력물을 출력할 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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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이스/서포터 설정
도면을 안정적으로 출력하려면 ‘베이스/서포터 사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없음: 베이스만 사용되며 서포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서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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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서포터 : 베이스와 부분서포터가 사용됩니다.
전체 서포터 : 베이스와 전체 서포터가 사용됩니다.
부분 서포터
Tip. 에디슨은 바닥 면부터 출력물을 쌓아 올리는 적층
방식으로 형상물을 출력합니다. 그런데 설계 도면의
형상물 중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원하는
출력물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바닥에서부터 서포터를
쌓아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의 지지대를 만들어 줘야만
합니다. 이때 출력물을 회전시켜서 서포터 없이 출력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서포터가 없는 상태에서 출력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베이스

(서포터와 베이스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서포터와 베이스 제거 전 입니다.)

3) 오토레벨링 설정
오토레벨링 기능을 사용하여 출력 할 경우, G-code 생성 창에서 [오토레벨링 사용]을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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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급설정
[고급설정]에서 출력에 필요한 세부적인 설정을 통해 도면을 원하는 형태
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프린팅 옵션값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고급 설정]의 체크를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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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정
① 채우기(%): 출력물의 내부를 비우려면 0을 완전히 채우려면 100을 입력합
니다. (형상물의 유지를 위해 10이상 입력을 권장합니다.)
② 레이어 높이(mm): 출력물의 적층 높이를 결정합니다.
※에디슨+는 0.05~0.3mm, 에디슨 멀티와 프로, H700은 0.025~0.6mm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③ 쉘: 출력물은 내부와 겉을 감싸는 테두리(외겹)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쉘
값이 커질수록 외겹의 수가 증가하여 출력물의 겉면이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외겹의 수가 많을수록 출력물의 겉면이 두꺼워져 곡선 및 얇은 부분이 세밀하게
표현되기 어렵습니다. 쉘의 설정은 0~10까지 설정 가능하며, 기본 설정 값은
1을 권장합니다.
※쉘값을 0으로 설정 할 경우 채우기를 100%로 설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④ 출력속도 (mm/s) : 필라멘트가 사출될 때, 1초에 익스트루더가 움직이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40 ~ 300mm/sec(멀티기준),
40 ~ 1000mm/sec(프로, H-700기준) 사이의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속도가 낮을수록 진동이 적고 출력물 표면이 부드럽습니다.
⑤ 여유시간속도 : 필라멘트가 사출되지 않을 때, 1초에 익스트루더가 움직이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40에서 300mm/sec(멀티기준),
1000mm/sec(프로, H-700기준)사이의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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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출력온도: 익스트루더에서 필라멘트가 녹는 온도를 결정합니다. 160℃ 에서 350℃ 사이의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출력물이 작을
경우 온도를 낮게 설정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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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HeatBed 온도: 출력보드의 온도를 설정합니다. 출력물이 바닥에 잘 붙게 하기 위한 온도로써 재료에 따라 적정한 값을 입력합니다.
(70~80℃ - PLA 기준)
- 재료&노즐
[고급 설정]의 [재료]에서는 사용하는 재료에 맞는 직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디슨은 기본적으로 1.75mm 두께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노즐]을 선택하면 사용하는 노즐의 직경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노즐의 두께를 확인하여 정확한 노즐 직경을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이제 기본적인 설정이 끝났습니다. G-code 생성(Generate
G-code)버튼을 눌러 G-code를 생성하세요.
※레이저 커팅 이용 시, 프린팅 옵션 설정에서 Laser를 선택하여
G-code 생성 후, 하늘색 메뉴 바 가장 오른쪽 레이저 버튼을 클릭
하여 레이저에 적합한 G-code로 변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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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D카드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경우
G code 생성이 완료되면 SD카드 출력 파일 생성 아이콘이 활성화 됩니다(우측 이미지 참
고). SD카드 출력 파일 생성 아이콘을 클릭하여 x3g 파일을 생성한 후 파일을 SD카드에
저장합니다. 이 SD카드를 프린터의 SD카드 홈에 삽입한 후 프린터 Display 창에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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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컴퓨터에서 에디슨을 직접 연결해서 출력하는 경우

1
USB케이블을 연결한 뒤 최상단 메뉴바에서 프린터 >
연결포트 > Rescan serial ports 를 선택합니다.

2

3

상단의 아이콘 중 세 번째에 위치한 ‘연결’
아이콘 버튼을 클릭하여 프린터를 연결합니다.

상단 하늘색 바에 있는 다섯 번째 아이콘을 클릭해서
출력합니다.

※ 이 작업은 15초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성공
적으로 연결 될 시, 상단 메뉴 바의 네 번째에
있는 ‘연결 해제’ 아이콘이 활성화 됩니다.

※ 에디슨 3D 프린터에는 자체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출력되는 동안 컴퓨터가 화면 보호기 혹은 절전 모드로
전환되거나 종료되면 출력 작업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SD카드로 출력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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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노즐 사용시 G-code 생성
1. 듀얼 익스트루더를 사용할 경우엔 두 개의 3D모델링 파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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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모델링 파일을 출력하고자 하는 모양에 따라 2개의 파일로 분할하여 저장합니다.
이때 크기와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유의하십시오

NOTE : 두 개의 파일 중 밑면이 모두 바닥과 떨어져 있는 경우, 형상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바닥에 점 또는 선을 추가하여 모델링 합니다.

2. 최상단 메뉴바에서[GCode] > [파일합치기]를 선택한 후 Left, Right Extruder의 [Browse]를 클릭하여 각각 출력하고자 하는 파일을
불러옵니다. 각각의 파일을 불러온 후 Save As의 [Browse]를 클릭하여 생성 될 G-code의 이름과 저장 위치를 설정합니다.
설정이 끝난 후 [Merge]버튼을 클릭하면 각각의 익스트루더에 대한 G-code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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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code설정 창이 나타나면 [프린팅 옵션]에서
[각 프린터 명 Duo V8.0]을 설정한 후 채우기와
정밀도, 출력속도 등의 값들을 설정한 후 G-code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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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듀얼 익스트루더를 사용할 경우
설정을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베이스/서포터 사용’

4. 각각의 G-code생성이 완료되면 두 개의 파일이 합쳐진 하나의 G-code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G-code를 통해 컴퓨터로
직접 출력하거나 SD카드 출력파일로 변환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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