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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책임 

 

이 문서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로킷헬스케어는 여기에 포함 된 오류 또는 이 

자료의 제공, 성능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로킷헬스케어는 상품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 이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로킷헬스케어의 재료가 의도된 

적용에 대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기술적으로 적합한지 결정하고 현지 환경 규정과 일치하는 

적절한 폐기 (또는 재활용) 방법을 식별하는 것은 장비 소유자 또는 재료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로킷헬스케어의 표준 판매 조건에 따라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로킷헬스케어는 여기에 설명 된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이 문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따라 로킷헬스케어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 공개 및 소유가 제한됩니다. 로킷헬스케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문서의 어떤 부분도 

복사, 복제 또는 다른 언어로 번역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의 모든 도면과 정보는 로킷헬스케어

의 재산입니다. 모든 무단 사용 및 복제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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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은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고, 장비의 손상 등을 막기 위한 내용입니다.  반

드시 읽고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이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설치와 관련한 안전사항 

 

         

 본 장비는 어린이나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또는 설치하십시오. 

 어린이가 목에 전원코드를 걸면 질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장비에 전원을 넣거나 잘 못 손대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하여 사용하십시오. 

 3D 프린트용 재료가 녹으면서 유해성 가스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전원은 제품사양에 맞추어 사용하십시오. 

 맞지 않는 전기 사용은 장비고장,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제공되는 장비(부대장비 포함)의 전기용량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하십시오. 

 제공되는 장비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장비별로 단독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열기구 및 열에 약한 물건 근처나 습기, 기름, 먼지가 많은 곳, 직사광선 및 물(빗물 등)이 닿

는 곳, 혹은 가스가 샐 가능성이 있거나 발화성이 있는 휘발성 물질이 있는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감전, 화재, 고장,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바닥이 튼튼하고 수평인 곳에 설치하세요. 또한, 수평이 맞더라도, 다리가 바닥에 완전히 닿

도록 설치하십시오. 

 이상 진동 및 소음,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설치는 교육을 받은 전문 기사에게 의뢰하십시오. 

 올바르지 않은 설치는 감전, 화재, 고장, 폭발, 상해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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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과 관련한 안전사항 

 

 

 

 프린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장비 내부에 손이나 신체의 일부를 넣지 마십시오. 

 Stealth 시리즈 3D 프린터는 높은 열을 발생시킵니다. 3D 프린터 내부를 만지려면 먼저 열을 

식히십시오. 

 장비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거나 장비가 손상되었을 때 장비 내부에 손이나 신체의 일부를 넣

지 마십시오. 

 장비의 오작동으로 신체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기나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즉시 장비의 가동을 중단하십시오. 

 벤젠, 시너와 같은 유기 용제를 사용하여 장비를 청소하지 마십시오. 알코올로 청소한 경우에

는 알코올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사용하십시오. 

 장비에 도료, 살충제, 방향제 등의 가연성 스프레이를 뿌리지 마십시오. 

 가연성 스프레이, 불에 잘 타는 물질, 드라이아이스 등과 같은 온도에 민감한 제품, 의약품, 

학술 재료 등을 제품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또한 휘발성이 있거나 

발화성이 있는 물건이나 물질(벤젠, 시너, 프로판가스 등), 전기제품 등을 보관하지 마십시오  

 장비에 물, 기타 액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 기타 액체, 이물질이 들어가면 장비고장,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장비에 물, 기타 액체, 이물질이 들어가면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폭풍우가 칠 때 장비 또는 전원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을 중지하고 장비로부터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젖은 손으로 전원코드를 만지지 마십시오. 

 물, 흙, 금속 물질이 플러그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전원코드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십시오. 

 전원 플러그는 콘센트 끝까지 확실히 연결하고, 손상된 전원 플러그, 전원코드, 느슨해진 콘

센트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절대 임의로 분해, 수리, 개조하지 마십시오. 

 

 

 

 청소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빼세요.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에 물을 직접 뿌리거나 벤젠, 시너 등으로 닦지 마십시오. 

 누전에 의한 감전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이 변색되거나 도장피복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물기가 많은 헝겊 등으로 닦지 마십시오. 

 누전에 의한 감전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가 끝난 후에는 전원코드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전원 플러그에 발열현상은 없는지, 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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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잘 꽂혀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햇볕이 내리쬐는 곳, 열기가 많은 곳, 지나치게 추운 곳에서는 사용을 피해주십시오. 

 진동이 많은 곳에서는 사용을 피해 주십시오. 

 제품에 과도한 힘을 주어 밀거나 기울여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상해의 원인이 되거나 바닥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본 3D 프린터는 Prototype 제작에만 사용하십시오. 

 Stealth 시리즈 3D 프린터용으로 공급되는 로킷헬스케어의 순정품 재료 또는 사전에 로킷헬

스케어에서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십시오.  

 순정재료 또는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면 인쇄 품질이 좋지 않거나 프린터가 

고장 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당사는 유상 또는 무상 수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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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ALTH SERIES 소개 

 

2.1  STEALTH 450 주요 부분의 명칭 

 

 

         

 

    

 

1. LCD Screen 

2. Front Door 

3. Top Door  

4. Power Inlet 

5. Power Switch 

6. Connection Ports 

7. Bowden Block Door 

8. Filament Holder Door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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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TEALTH450 제품사양 

 

항목 STEALTH450 사양 

프린팅 방식 Fused Filament Fabrication (FFF) 

빌드 사이즈 
420 mm x 420 mm x 450 mm  

소재와 형상에 따라 빌드 볼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력속도 
~ 최대 60 mm / sec 

형상/소재에 따라 최대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밀도 XY 6 um, Z 1.2 um 

입력 파일 타입 STL, OBJ, AMF 

지원 운영체제 Windows 7 이상 (MAC 지원 안 함) 

오토레벨링 O 

일시 중단 / 재시작 O 

사용 중 재료 교체 O 

필라멘트 워머 필라멘트 습기제거 

챔버 워머 O 

프린터 크기 780 mm X 675 mm X 1080 mm 

프린터 무게 100 kg 

Hot-end(노즐) Single, 0.6 mm 

인터페이스 WiFi / USB 2.0 Memory Card / USB 2.0 Cable 

익스트루더 온도 ~ 250 ℃ 

Bed 온도 ~ 100 ℃ 

적용소재 PLA, ABS, 저온용 PC 

익스트루더(착탈식) 저온용 : PLA, ABS, PET, 저온용 PC 

전원 220 VAC 단상, 50/60 Hz, 5A 

LCD 7 inch (1260 x 800) Color LCD Touch Screen 

동작조건 온도 20 ~ 25℃, 상대습도 30 ~ 60 % 

인증 KC 

 

* 위 스펙은 성능 향상을 위해 별도의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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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액세서리 

 

STEALTH SERIES에는 본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액세서리가 공급됩니다. 

 

 USB 케이블 

 전원 케이블 : 220V 

 Dongle : WiFi 연결 

 USB Memory 

 육각 렌치 3종 : 1.5mm, 2mm, 2.5mm 

 Scraper 

 1.8mm 핀 

 핀셋 

 Adjustable Wrench:  

 쇠솔 

 장갑 

 공구가방 

 필라멘트 : PLA 1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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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 전 준비하기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제품사양에 맞는 전원이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STEALTH 본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정품 필라멘트가 프린팅에 충분하게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베드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베드 레벨링을 실시하십시오. 

 STEALTH SERIES 본체가 원하는 설정값에 맞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STEALTH SERIES 본체가 원하는 설정값에 도달하여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린팅하기 30분전

부터 예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력을 PC에서 실행할 경우에는 PC에 NewCreatorK를 설치하고 AEP II 와 연결하십시오. PC와 

STEALTH SERIES는 USB 케이블 또는 Wi-Fi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LCD버튼은 여유를 갖고 천천히 누르십시오. 원하는 작동이 안 된다고 LCD 버튼을 자꾸 누르

면 오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십시오. 

 3D 프린트용 재료가 녹으면서 유해성 가스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전원은 제품사양에 맞추어 사용하십시오. 

 맞지 않는 전기 사용은 장비고장, 감전,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제공되는 장비(부대장비 포함)의 전기용량에 맞는 콘센트를 사용하십시오. 

 제공되는 장비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장비별로 단독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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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CD 스크린 

 

4.1  홈 스크린 

 

장비에 전원을 켜면 다음과 같은 창이 열립니다. 

 

 

 

- 홈 스크린에서 오른쪽 창 중앙에 있는 "메뉴" 아이콘을 누르면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 뒤로 가기 버튼: 이전 단계로 이동합니다. 

- 홈 버튼: 첫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멀티윈도우: 현재 실행된 APP을 나타냅니다. 실행 APP을 변경하거나 아래로 내려서 끌 수 있

습니다. 

- 와이파이 이미지: 와이파이 연결상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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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메인 스크린 

 

 

 

- NewCreatorK: 앱을 클릭하여 모든 프린터 작업을 제어할 수 있는 창을 엽니다. 가장 자주 사

용하는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 Setting: 하드웨어의 일반 설정을 변경하거나 Wi-Fi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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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NewCreatorK APP 메뉴 스크린 

 

 

 

하드웨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화면 상단 바에 [Stealth450: Operational] 상태를 확인한 

후 작동하십시오. 

 

- [File Print]: 내부저장소 또는 USB 스토리지의 파일을 확인 및 이동 출력파일을 실행합니다. 

- [Printer View]: 출력물의 동작상태 확인 및 전반적인 설정을 확인합니다. 

- [Bed Leveling]: 스탠다드 레벨링과 오토 레벨링을 설정합니다. 

- [Filament]: 필라멘트 교체와 출력 전 로딩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Easy Mode]: 사용하지 않습니다. 

- [Setting]: 프린트의 기본 설정 값을 변경합니다.  

- [Camera]: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과거 버전에서는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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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Wi-Fi 연결 

 

1. 메인 스크린에서 [Setting]을 누릅니다. 

[Setting]에서는 하드웨어의 일반 설정을 변경합니다. 

 

 

 

 

  

2. [Setting]에서 설정 아래의 Wi-Fi네트워크를 선택하

여 [On/Off] Slider에서 Wi-Fi를 ‘On’ 상태로 켭니다. 

 

 

 

 

 

3. 연결할 수 있는 Wi-Fi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오른쪽 상단 버튼 설명  

- [On/Off] slider : Wi-Fi 연결을 설정/해제합니다. 

- [새로 고침] : 스크린을 새로고침 합니다 

- [+] : 숨겨진 Wi-Fi 네트워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고급설정] : Wi-Fi 스캔, WPS 등의 고급 설정을 표시합니다. 

 

 

4. [고급설정] 버튼을 누르고 Wi-Fi 네트워크의 이름

을 클릭하여 추가합니다. 

 

 

 

 

 

 

5. 암호를 입력하여 연결합니다. (암호 보호된 서버만 

프린터와 호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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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nected이라는 단어와 화면 오른쪽 상단 모서

리에 있는 와이파이 아이콘이 나타나면 프린터가 인

터넷에 성공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7. Wi-Fi 연결 서버를 클릭하면 IP 주소가 나타납니

다. 이때 IP 주소는 PC의 New Creator K 소프트웨어

에 들어갈 주소이니 기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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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ile Print 

 

이 화면에서는 File을 선택하여 프린팅을 하거나 File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Printer]: 내부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용량은 1.6G입니다. 

- [USB]: USB 드라이브를 연결하면 USB에 저장된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1. 확장자가 GCODE인 파일만 리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2. USB 드라이브 종류에 따라 인식되지 않는 USB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포맷 후 사용하시거나 FAT32로 변경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USB 파일을 출력하면 자동으로 내부저장소에 복사되어 저장됩니다.  

4. 파일용량이 1.5G를 넘는 파일은 출력할 수 없습니다.  

분할 출력하거나 사이즈를 줄이거나 이미지 해상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무선으로 파일 저장 시에 통신 상태에 따라 파일이 깨지거나 저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출력을 시작하면 view 창으로 자동 이동합니다 

 

  



STEALTH-CHS-20191119                                                                 17 

 

 

5.1  파일명 터치하여 출력하기  

 

1. 파일명을 터치하면 출력 여부를 확인하는 팝업 창

이 나타납니다. 

 

 

 

 

 

 

2. [CONFIRM]을 누르면 출력을 시작하며 LCD화면은 

초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CANCEL]시에는 이전 화면

으로 복귀합니다.  

 

 

 

 

 

 

5.2  File 영구삭제 

 

1. 모델 파일명을 누르면 삭제 여부를 묻는 팝업 창

이 나타납니다.   

 

 

 

 

 

 

2. [CONFIRM]을 누르면 파일이 영구삭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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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rinter View 

 

6.1  좌측 스크린 

 

 

 

- [STEALTH_450: Operational]: 스크린 상단 바의 문구는 프린터의 동작 상태를 나타냅니다.(출

력 중, 일시 정지, 오류 등) 

- 출력 진행 상황: 출력 중인 파일의 출력 진행 상황을 녹색 막대 바로 나타냅니다. 

- [START]: 일시 정지 중이거나 출력 완료된 파일을 재 출력 합니다. 

- [STOP]: 출력을 중단합니다. 

- [PAUSE]: 출력 중에 일시 정지합니다. (필라멘트 교체 시 정지버튼 사용) 

- [Bed]: 베드 온도 표시 

- [Extruder 1]: Extruder 1의 노즐온도 표시 

- [Extruder 2]: Extruder 2의 노즐온도 표시 

- [Extruder 3]: Extruder 3의 노즐온도 표시 

 

*  Tip: Single Nozzle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Extruder 1]으로만 조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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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Motion 

 

이 메뉴 화면은 아래로 스크롤하면서 사용하십시오. 

 

 

 

 

- [Motor]: 모터를 on/off 합니다. (X, Y, Z 축과 익스트루더를 동시 제어) 

- [Fan]: Extruder 팬을 on/off 합니다. 

- [X/Y home]: X, Y축의 원점으로 이동합니다. 

- [X/Y 화살표]: X, Y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 [Z home]: Z축의 원점으로 이동합니다. 

- [Z 화살표]: Z축 위, 아래로 이동합니다. 

- [길이]: 원하는 길이 0.1mm~100mm을 선택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길이만큼 이동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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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Nozzle (Filament Loading/Unloading) 

 

이 화면은 아래로 스크롤하면서 사용하십시오. 

 

 

 

 

 

- [EXTRUDER 1], [EXTRUDER 2], [EXTRUDER 3] : 노즐 선택 

- [Loading]:  필라멘트를 Loading합니다. 

- [Unloading]: 필라멘트를 Unloading 합니다. 

* 주의: 소재별 해당 온도가 히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 [Speed]:  필라멘트가 Loading되는 속도를 설정합니다. 

* Tip: 3mm는 로딩 시, 25mm는 필라멘트 교체 시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Distance]: 1회 클릭으로 로딩되는 필라멘트의 길이를 설정합니다. 

- [EXTRUDER 1], [EXTRUDER 2], [EXTRUDER 3] : 여러 개의 노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Loading Speed]: 필라멘트가 Loading되는 속도를 선택합니다. 

- [LOAD]: Loading Speed에서 설정된 속도로 필라멘트가 계속 Loading됩니다. 

- [UNLOAD]: Loading Speed에서 설정된 속도로 필라멘트가 계속 Unloading됩니다. 

- [PAUSE]: Loading 또는 Unloading이 일시정지 됩니다. 

*  Tip : [LOAD], [UNLOAD], [PAUSE] 버튼은 연속적으로 로딩/언로딩 할 경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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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Temperature 

 

 

 

 

 

- [Bed]: 베드판 온도를 조절합니다. 

- [Extruder 1]: Extruder 1의 노즐 온도를 조절합니다. 

- [Extruder 2]: Extruder 2의 노즐 온도를 조절합니다. 

- [Extruder 3]: Extruder 3의 노즐 온도를 조절합니다. 

*  Tip: 온도 설정은 출력 중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온도의 조정은 [Set to]의 옆에 있는 숫자 영역을 누르면 온도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 온도설정 후 [ENT] 버튼을 클릭하면 [Set to]의 옆에 표시된 온도 설정이 변경됩니다. 

- [SET] 버튼을 클릭하면 [Bed], [Extruder 1], [Top Bed]의 옆의 설정 온도표시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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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ed Leveling 

 

 

 

 

7.1  Standard Levelling 

 

- 스탠다드 레벨링은 베드 플레이트의 레벨이 변형되어 오토 레벨링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합니다. 

- 수동으로 조작하여 베드 플레이트의 수평을 맞춥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10.1 Standard Leveling’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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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Auto Levelling 

 

- Standard Leveling이 되어 있어서 Bed Plate의 평탄도가 일정한 경우에 Auto Leveling을 사용

합니다. 화면의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1. [CENTER POSITION]을 클릭합니다. 

 

 

 

 

 

 

2. [HOME] 버튼을 클릭합니다. 

 

 

 

 

 

3. [SET POSITION] 버튼을 클릭합니다. 

 

 

 

 

 

4. [1MM]가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 방향의 화살

표를 오토레벨링센서가 꺼질 때까지 누릅니다. 

(오토레벨링 센서는 노즐뭉치의 왼쪽에 빨간불

이 켜져 있는 센서임) 

 

 

5. [0.1MM]를 선택한 후 위 방향의 화살표를 오

토레벨링센서가 켜질 때까지 누릅니다. 

 

6. 조정이 완료되면 [SAVE & FINISH] 버튼을 클

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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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ilament 

 

8.1  좌측 스크린 

 

좌측 스크린은 [Extruder 1], [Extruder 2], [Extruder 3], 의 Temperature 설정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Temperature 설정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Temperature]: 각 Extruder Nozzle의 현재의 현재

온도와 설정온도를 나타냅니다. 

 

 

 

 

 

2. 설정온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Set to] 옆의 숫자 

영역을 클릭하면 온도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3. 온도설정 후 [ENT] 버튼을 클릭하면 [Set to]의 옆

에 표시된 온도 설정이 변경됩니다. 

 

 

 

 

 

4. [SET] 버튼을 클릭하면 [Temperature] 옆의 설정 

온도 표시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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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우측 스크린 

 

   우측 스크린은 6.3항 Nozzle(Filament Loading/Unloading)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화면은 아래로 스크롤하면서 사용하십시오. 

 

 

 

 

 

- [Loading]:  선택된 노즐에 필라멘트를 Loading합니다.   

- [Unloading]: 선택된 노즐의 필라멘트를 Unloading 합니다.  

* 주의: 소재별 해당 온도가 히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 [Speed]:  선택된 노즐의 필라멘트가 Loading되는 속도를 설정합니다.  

- [Distance]: 1회 클릭으로 로딩되는 필라멘트의 길이를 설정합니다. 

- [EXTRUDER 1], [EXTRUDER 2], [EXTRUDER 3] : 여러 개의 노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Loading Speed]: 필라멘트가 Loading되는 속도를 선택합니다. 

- [LOAD]: Loading Speed에서 설정된 속도로 필라멘트가 Loading됩니다. 

*  Tip: 3mm는 로딩 시, 25mm는 필라멘트 교체 시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UNLOAD]: Loading Speed에서 설정된 속도로 필라멘트가 Unloading됩니다. 

- [PAUSE]: Loading 또는 Unloading이 일시정지 됩니다. 

*  Tip : LOAD/UNLOAD/PAUSE 버튼은 필라멘트를 연속으로 로딩/언로딩 할 경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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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etting 

 

9.1  PRINTER Tab 

 

 

 

- 제품명, 제품 S/N, Mac Address, Version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Update]: 인터넷 연결이 안될 경우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면 USB에 펌웨어 파일을 담

아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  Tip: Serial Number에는 제품의 모델 및 설계변경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9.2  NETWORK Tab 

 

 

 

- [WiFi Network]: 무선 연결이 되어 있으면 SSID와 IP 주소 Mac address 확인이 가능합니다. 

- [USB network]: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할 경우 192.168.7.2 주소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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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Factory Reset 

 

 

 

- [Model Name]: 제품명 

- [Serial Number]: 제품의 Serial Number 

*  Tip: Serial Number에는 제품의 모델 및 제품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9.4  Factory Reset Button 

 

 

 

- [FACTORY RESET]은 모든 설정 값을 초기화시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Tip: Serial Number에는 제품의 모델 및 제품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팝업창에서 [OK]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설정 값이 초기화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5초 후 자동

으로 재부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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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Option 

 

이 화면은 아래로 스크롤하면서 사용하십시오. 

 

 

 

 

 

- [Language]: 한글, 영어 버전을 선택합니다. 

- [Auto Leveling]: Auto Leveling 작동 여부를 선택합니다. PC의 NewCreatorK에서 Auto Leveling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Door Sensor]: 전면 도어 문 열림 감지 기능 작동 여부를 선택합니다. 

- [Filament Sensor]: 필라멘트 감지기능의 작동여부를 선택합니다. 

- [Camera]: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 일부장비에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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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Printing 

 

   Printing은 다음과 같은 Process로 진행합니다. 

    1. 전원 S/W On 및 예열 

    2. Bed Plate의 Leveling 

    3. Filament Loading 

    4. 출력 Parameter 설정 

5. Slicing 및 G-Code 생성 

    6.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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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Standard Leveling 

 

- Standard Levelling은 ‘7.1 Standard Levelling’과 동일합니다. 

- Standard Levelling은 Bed Plate의 레벨이 변형되어 오토레벨링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

용합니다. 

* Tip: 일반적인 경우에는 Standard Levelling을 하지 않습니다. 

- 수동으로 조작하여 Bed Plate의 수평을 맞춥니다. 

 

1. NewCreatorK의 메인 스크린에서 ‘Bed Leveling’을 

클릭합니다. 

 

2. 홈 버튼을 눌러서 노즐을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3. Length를 1mm로 선택하고 위화살표 버튼을 눌러 베드를 노즐에 근접하도록 올립니다. 

 

4. Length를 0.1 mm로 선택하고 A4용지를 베드와 노즐 사이에 넣어서 앞뒤로 밀며 살짝 긁히는 

느낌이 나도록 베드 상하 이동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노즐과 베드 간격을 맞춥니다. 

 

 

 

5. [Printer View] > [MOTION] > [Motor]에서 ‘OFF’를 선택합니다. 

 

6. 수동으로 Extruder를 Bed의 각모서리에 위치시킨 후 베드 아래쪽의 너트를 조정하여 Nozzle과 

Bed Glass의 간격을 조정합니다. 1, 2, 3, 4 순으로 최소 2회 반복합니다. 

 

7. 조정이 완료되면 A4 용지를 제거하고 노즐을 중앙으로 이동시켜 노즐이 Bed Glass를 긁지 않

음을 확인합니다. 

 

8. 모든 조정이 끝나면 LCD 스크린을 메인화면으로 이동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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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Filament Loading 

 

1. Filament Holder에 Filament를 장착합니다. 

2. Guide Tube-A에 필라멘트를 넣고 Bowden Block에 닿을 때까지 밀어 넣습니다. 

3. LCD Screen에서 [Printer View] > [Extruder1] > [2mm]를 선택하고 [LOAD]를 클릭하여 

Filament를 이송시킵니다. 

4. Guide Tube-B로 Filament가 나오면 Filament 속도를 빠르게 이송시키고 Guide Tube-B 끝에서 

약 5츠가 나오면 LCD Screen에서 [PAUSE]를 클릭하여 중지합니다. 

5. Filament의 끝을 Lead Cutter를 이용하여 45도 각도로 자릅니다. 

6. 익스트루더 상단에 필라멘트 튜브가 꽂힐 때까지 밀어서 넣습니다. 

7. [Extruder2], [Extruder3]도 동일하게 Loading합니다. 

8. LCD Screen에서 [Printer View] > [온도] > [익스트루더]에서 소재별 권장 온도를 설정합니다. 

* Tip: 익스트루더는 소재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9. [Printer View] 왼쪽 스크린에서 프린터 온도가 올라가면 오른쪽 스크린에서 [Loading speed] 

2mm로 로딩을 시작합니다. 

*Tip: 출력된 필라멘트 제거 시 꼭 핀셋을 사용해 주세요. 익스트루더 온도가 높습니다. 

10. 필라멘트가 나오면 1분이상 로딩하며 필라멘트의 상태를 체크하고 장비를 중지(Pause) 한 후, 

8번과 같은 방법으로 온도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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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Filament 제거/청소하기 

 

1. LCD 디스플레이에서 [Filament] > [EXTRUDER]를 선택합니다. 

2. [Temperature] 창에서 노즐의 온도 세팅 값을 충분히 올려서 노즐 내에 굳어있는 필라멘

트를 녹여서 뺄 수 있도록 예열합니다. 

3. 예열이 된 후 [UNLOAD] 버튼을 눌러 필라멘트를 노즐로부터 뺍니다.  

4. 노즐 위쪽의 검은색 원터치 피팅을 누른 상태에서 삽입된 튜브를 제거한 후, 필라멘트의 

끝부분을 45도 각도로 자릅니다.  

5. 기본 제공되는 금속 핀을 알코올로 소독한 후 노즐에 삽입하여 남아 있는 재료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 TIP : 사용이 끝난 필라멘트는 보빈과 함께 탈착하여 밀봉 보관합니다. 

6. 프린터 LCD 화면에서 [Printer View] > [TEMPERATURE] > [Extruder]에서 온도를 0℃로 설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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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G-CODE File 만들기 

 

- 출력할 파일을 만들기 위해 PC에서 NewCreatorK를 이하여 파일을 G-Code로 변환합니다. 

 

1. 컴퓨터에 설치된 [New Creator K]를 실행합니다. 

 

2. NewCreatorK의 상단 메뉴 [Settings] > [Printer] > 

해당 3D프린터 모델을 선택합니다. 

 

 

 

3. [File] > [Open]를 누르고 3D 모델링 파일을 선택하

여 불러옵니다. (stl, obj, amf 파일) 

 

 

 

 

 

4. [OBJECT] 탭을 클릭하여 3D 모델 파일의 이동, 회

전 및 크기 설정을 합니다. 

 

 

 

 

 

5. [SLICER]에서 출력 재료에 맞는 프린팅 조건 (출력 

속도, 출력 노즐 온도, 채우기 % 등) 출력 세팅 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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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단의 [Slicing] 버튼을 클릭하여 G-Code 파일을 

생성한 후 [SAVE]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저장합니

다. 

 

 

 

 

 PC용 NewCreatorK는 www.rokithealthcare.co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NewCreatorK 사용법은 소프트웨어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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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Printing (4가지 방법) 

 

1. 외장 USB의 File 출력하기 

1-1. USB포트에 외장 USB를 삽입합니다. 

1-2. LCD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File Print] > [USB]를 선택합니다. 

1-3. 출력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1-4. [CONFIRM]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이 시작됩니다. 

 

2. PC에서 유선(USB)케이블을 연결해 File 출력하기 

2-1. PC의 [NewCreatorK]를 실행한 후 [CONNECT]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2. [CONNECT] > [IP 주소]에 [192.168.7.2]를 입력하고 우측의 [Connect] 버튼을 클릭합니다. 

2-3. 컴퓨터와 3D 프린터가 연결되면 G-code File을 업로드한 후 [Print] 아이콘을 클릭하면 

출력이 시작됩니다. 

 

3. PC에서 무선 WiFi를 사용해 출력하기 

3-1. LCD 디스플레이에서 [Setting] > [NETWORK] 선택합니다. 

3-2. 네트워크 탭을 터치하여 사용자의 WI-FI NETWORK IP를 확인합니다. 

3-3. PC에서 [NewCreatorK]를 실행한 후 [CONNECT]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4. [IP 주소]에서 [192.168.0.XXX]을 확인하고 우측의 [Connect] 버튼을 클릭합니다. 

3-5. 컴퓨터와 3D 프린터가 연결되면 G-code File을 업로드한 후 [Print] 아이콘을 클릭하면 

출력이 시작됩니다. 

 

4. 3D Printer에 저장된 G-Code File 출력하기 

4-1. LCD 디스플레이에서 [File Print] > [Print]를 선택합니다. 

4-2. 내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명이 나타납니다. 

4-3. 파일명을 클릭하면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4-4. [CONFIRM]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이 시작됩니다. 

 

● 알아두세요! 

1. 확장자가 GCODE인 파일만 리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2. USB가 인식되지 않으면 포맷한 후 사용하거나 FAT32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USB 파일을 출력하면 내부 메모리에 자동으로 복사되어 저장 됩니다. 

4. 파일용량이 1.5G를 넘는 파일은 출력할 수 없습니다. 분할 출력하거나 사이즈를 줄이거나 

이미지 해상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십시오. 

5. 무선으로 파일 저장 시에는 통신 상태에 따라 파일이 깨지거나 저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출력을 시작하면 view 창으로 자동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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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TROUBLE SHOOTING 

 

[필라멘트 로딩이 안될 때] 

- 노즐 온도가 필라멘트에 적합한 온도로 설정되어 있고 실제 온도와 설정온도 차이가 10℃ 

이내로 유지되는지 LCD Display에서 확인합니다.  

- 노즐 온도가 정상이라면 “일시정지” 버튼을 클릭하고 노즐 온도를 현재 설정된 온도보다 

20℃ 높게 설정한 후 로딩 속도를 1 mm/s로 지정하여 필라멘트 로딩을 시작합니다. 

- 노즐 청소 도구를 이용하여 노즐 내부를 청소합니다. 

- 노즐 온도가 정상 상태가 아니거나 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A/S팀에 연락합니다. 

- 노즐은 사용 전후 전용 청소 도구를 이용하여 노즐 내부를 청소합니다. 

 

[출력 중 출력물이 베드에서 잘 떨어질 때] 

- 프린터 외부 온도가 20도~ 25도 범위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챔버 내부온도와 노즐온도가 설정한 온도 범위로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출력물 바닥 형상에서 각진 부분에 “Cylinder” 샘플 형상을 높이 0.254 mm, 가로 세로를 각

진 부분이 사라질 수 있도록 확대하여 바닥에 깔고 슬라이싱하여 출력합니다. 

- 슬라이싱 설정 값 중 “브림 선 넓이”를 20 ~ 30 mm 범위로 증가시켜 출력합니다. 

 

[출력 중 서포터가 잘 무너질 때] 

- NewCreatorK에서 서포트 사용량을 증가시켜 출력합니다. 

- 서포터의 가로 세로 면적이 좁아서 잘 무너지는 경우 서포터 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중간 높

이에 보조 형상을 만들어 삽입합니다. 

  

[출력물의 표면 품질이 안 좋거나 강도가 약할 때] 

- 출력물의 품질은 강도와 표면 품질로 구분할 수 있으며, 출력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

다. 프린터의 외부 온도가 20도~ 25도 범위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어야 합니다.  

 

[노즐 또는 베드 이동이 안될 때] 

- NewCreatorK 데스크탑 버전을 실행하고 프린터에 연결한 후 “Control” 탭으로 이동한 후 

Motor설정을 Off에서 On 상태로 변환한 후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 XY Home과 Z Home 버튼을 클릭하여 원점으로 이동 후 확인합니다. 

- 만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원을 재 부팅합니다.  

 

[F/W 업데이트 방법] 

1. F/W 파일을 NewCreatorK가 설치된 PC에 저장합니다. 

2. NewCreatorK를 실행하고 “Connect” 버튼을 클릭하여 장비와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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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int Info 창으로 이동하고 “Upd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4. 파일선택 창이 뜨면 저장된 F/W 파일 위치로 이동하고 선택합니다.   

5. Progress Bar가 생성되며 File 전송이 완료되면 재 부팅을 합니다. 

6. 5분 정도 지났는데도 부팅이 완료되지 않고 LCD 화면이 꺼진 상태를 유지하면 전원을 내

렸다 올립니다.  

 

[NewCreatorK 업데이트 방법] 

1. 제공된 NewCreatorK 업데이트 파일의 압축을 푼 후 NewCreatorK_V*.exe 파일을 실행합니

다. 

2. NewCreatorK가 설치된 PC는 “Python 2.7.6 Install”과 “USB Driver(Stealth Series)”를 선택하

지 않고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3. NewCreatorK가 설치된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면 기존 사용하던 설정 값은 지워지

거나 초기화 되지 않습니다.  

 

[전원 OFF 시 주의사항] 

1. 고온 상태에서 전원을 내리면 노즐이 막힐 수 있으니 노즐 온도가 상온(50도 미만)이하의 

상태일 때 장비의 전원을 내립니다. 

 

[주의사항] 

1. 노즐을 로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온으로 10분 이상 유지하면 필라멘트가 타서 노즐이 막

힐 수 있습니다. 

2. X, Y, Z Shaft와 Screw에 도포한 Grease가 사라진 경우 내열성 Tefron구리스를 발릅니다. (유

리 베드가 Grease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3. 장비가 예열된 상태에서 필라멘트를 교체하거나 베드에 부착된 필라멘트를 제거할 때는 

제공된 장갑을 착용하여 화상에 주의합니다. 

4. 출력 중일 때 프린터 케이스가 뜨거울 수 있으니 화상에 주의합니다. 

5. 베드의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습도가 높은 날은 출력을 하지 않더라도 베드 온도를 

약 50℃로 예열합니다. 

6. 내부온도를 0으로 설정한 저온 소재(PLA, PC)를 출력할 경우 챔버 온도가 약 20℃~ 30℃로 

유지되도록 전면 도어를 열고 출력합니다. (전면 도어를 닫고 출력할 경우 베드 온도로 인

해 챔버 온도가 상승하여 출력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7. 전원 콘센트에 다른 전기 장비를 추가로 연결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8. 장시간 출력 중이거나 출력을 마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환기시킵니다. 

9. 출력물은 제공된 스크레이퍼를 이용하여 베드 온도가 50℃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베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제거하십시오. 

10. 프린터는 STEALTH SERIES 운용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 사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