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int from SD
Preheat
Utilities

Filament Loading
Auto Level Setting
Auto Level ON
Standard Leveling

Filament Loading
Auto Level Setting
Auto Level ON
Standard Leveling

필라멘트가 원의 형상을 그리며 정상 
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Unload Right
Load Right
Unload Left
Load Left

재료의 위치에 따라 [Load Right] 혹은 
[Load Left]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예열이 시작됩니다.

Print from SD
Preheat
Utilities

[Display] 메뉴의 [Utilities]를 선택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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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의 [Utilities > Filament Loading]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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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버튼을 눌러 Loading을 멈춰주 
면 출력 준비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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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루프케이스에 필라멘트를 
장착한 후 중앙에 있는 구멍에 필라 
멘트를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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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uder 옆면의 스프링 블럭을 누른 
상태에서 Extruder 윗쪽의 삽입구에 
필라멘트를 넣은 뒤 내부의 기어에 
맞물리는 느낌이 날 때까지 깊숙이 
약 5cm정도 밀어 넣습니다. 

수평조절에 앞서 출력보드 위에 A4
용지 1장을 준비합니다. 

1

[Display] 메뉴에서 [Utilities] > 
[Standard Leveling]을 선택 후 [OK] 
버튼을 클릭하면 Extruder가 출력 
보드의 전, 후, 좌, 우, 중앙으로 이동 
합니다.
(오토 레벨링 첫 사용시, Standard 
Leveling 사용을 권장해드립니다.) 

2

※ Standard Leveling을 맞춘 후 Auto Level Setting을 맞춰주세요.
※ 소프트웨어(Creator K)에서 G-Code 생성시 오토 레벨링 사용 메뉴를 체크를 해야 오토 레벨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 필라멘트 제거는 Unload를 선택하신 후 예열이 완료된 상태에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출력준비가 완료되면 다운받은 x3g
파일이 담겨있는 SD카드를 제품 
우측 SD카드 홈에 삽입합니다.

1

[Display] 메뉴의 [Print from SD]를 
선택한 뒤 원하는 x3g 파일을 찾아서 
출력을 시작합니다. (셋팅된 값에 
따라 예열이 시작된 후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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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도중 [OK] 버튼을 누르면 상단 
메뉴와 같이 출력취소, 일시정지 등의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출력속도 조절 및 출력 
온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Back to Monitor
Cancel Print
Pause
Pause at ZPos

Change Speed
Change Temperature
Print Statistics

※ 참고

QUICK GUIDE
제품사용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의 사용자 매뉴얼은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메모리 카드와 홈페이지(www.rokit.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라멘트 설치

출력보드 수평맞추기

3D 프린팅 하기

Filament Loading
Auto Level Setting
Auto Level ON
Standard Leveling

Auto Leveling 사용시, [Display] 
메뉴에서 [Utilities] > [Auto Level Off] 
를 On으로 표시합니다.

4

Extruder가 이동할 때마다 출력보드 
아래의 원형너트를 조정하여 A4용지 
한 장이 살짝 긁히는 느낌이 나도록 
수평을 맞춰줍니다. 수평 조정시 각 
방향에 해당하는 원형너트 2개를 
동시에 조정합니다.
(A4용지가 너무 꽉 끼거나 헐렁하지 
않을 정도의 긁히는 느낌이 나도록 
조절합니다.)

3

[Display] 메뉴에서 [Utilities] > [Auto 
Level Setting]을 선택합니다. A4용지 
한 장을 출력보드 위에 올려 놓은 후 
오른쪽키를 누르면 Extruder가 중앙 
으로 이동합니다. Up/Down Key를 
이용하여 A4용지 한 장이 살짝 
긁히는 느낌이 나도록 맞추신 후 OK 
Key로 세팅을 합니다.  

Auto Level Setting
0.00mm
1. Click Right Key
2. Up/Down/OK to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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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파일 x3g 생성 순서
   ① Creator K.install 파일설치 후 실행합니다.

   ② 상단메뉴 [프린터] > [프린터 타입] > 사용할 프린터 기종을 선택합니다.

   ③ 3D 모델링 파일(STL파일)불러오기 >                위치설정(이동 및 회전) >        G-Code 변환

    >         x3g파일 변환 및 SD카드에 저장합니다.

   G-Code 변환방법 선택
   ① 상단메뉴 [GCode] > [GCode Generator] > [EdiSlicer] or [Skeinforge (50)]를 선택합니다.

선택① 홈페이지(www.rokit.co.kr) 접속 > 상단메뉴 중 [Support] 클릭 > [A/S센터] 클릭 > 고객정보 입력 후 A/S 접수를 합니다.

선택② (주)로킷 대표번호 (02-867-0182) 연결 > 2번 연결 후 A/S 접수(A/S 및 기술지원)를 합니다.

제품사용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의 사용자 매뉴얼은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메모리 카드와 홈페이지(www.rokit.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UICK GUIDE
제품사용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의 사용자 매뉴얼은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메모리 카드와 홈페이지(www.rokit.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reator K로 출력파일 생성하기

FAQ

A/S 접수방법

소재별 권장 온도 값 익스트루더 온도

Kitchen&Deco
Skinflex
PLA
ABS

265도
245도
215도
230도

90도

90도
140도

익스트루더 온도 Head-Bed 온도

<EdiSlicer 기본 권장값> <Skeinforge (50) 기본 권장값> 

* Skeinforge (50)
: 정교한 파일 출력 시 이용 권장

:          클릭한 후 셋팅값 설정가능

* EdiSlicer: 대용량, 큰 사이즈 파일 출력 시 이용 권장
               : 상단메뉴 [G-Code] > [프로파일 수정]에서 셋팅값 설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