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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뉴얼 숙지 후 최초 1회 사용 시 장비 담당자 (김태영) 동행

(숙지하지 않고 이용 시 사용 제한)

2. 장비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바로 장비 담당자에게 알릴 것

3. 필라멘트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바로 장비 담당자에게 알릴 것

(새로운 필라멘트(ABS 등)를 시도해보고 싶을 경우 견적 후 교수님/장비

담당자에게 공유)

4. 새로운 노하우를 알게 될 경우 장비 담당자에게 알리고

매뉴얼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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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ftware preparation

* Snapmaker 공식 사이트에서 Snapmakerjs 프로그램을 다운

* Solidworks, rhino 등에서 STL 파일로 저장했던 3D 파일을 불러옴

3D 프린팅 G-코드
생성기 선택

파일 업로드 클릭 후 STL 
파일로 저장했던 3D 

파일을 불러옴

프린팅 하고자 하는 재료
선택 (현재 필라멘트는 PLA 

사용)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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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ftware preparation

프린팅 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동 (move), 확대 및 축소

(scale), 회전 (rotate) 하여 3D 
프린터 배드에 대해 상대적인

위치 결정

d

b

e
3D 프린팅 이후 배드와 프린팅
완료된 물체를 쉽게 떼어내기
위하여 접착 메뉴에 raft 설정. 
또한 overhang 구조의 경우

지원의 touch building plate를
선택하여 g-code 생성 시

지지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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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ftware preparation

프린팅 설정 선택 시 빠른 프린트의 경우
프린팅 품질이 매우 안좋으므로 기본 품질
혹은 고품질 선택. 프린팅 속도 등 manual 

하게 조정 가능

f g

G-code 생성 후 파일을 G-code로
변환하여 USB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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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rdware preparation

1. G-code가 담긴 USB를 snapmaker에 연결 후 전원을 켬
2. File  G-code 선택  Start

주의사항
• Start 누른 다음 예열 후 프린팅 잘되는지 확인 (높이 calibration이 틀어졌을 경우

프린팅 안됨  관리자 연락)
• 3D 프린터에 연결되는 필라멘트가 끊어졌을 시 담당자에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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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fter printing (어길 시 사용 제한)

* 3D 프린터 예열 시 발생하는 PLA 찌꺼기 혹은 프린팅 후 발생하는 raft 정리

* 프린터 사용 후 전원 off

* 사용 후 프린터 전원 끄기

4. Filament inventory

1. White PLA filament (직경 1.75 mm, 1 kg/spool /사용 중)

2. Black PLA filament (직경 1.75 mm, 1 kg/sp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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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mm) Printed (mm)

1 40.65 40.92

2 40.65 40.82

3 23.83 23.34

4 25.56 25.01

t 8.89 8.93

~ 6.6 mm (tightly fit to 6 pi rod)

Design is from Thorlabs. Inc.
1

2
4

3

• 전체 크기 dimesion의 경우 샘플 제작 시 확인할 수 있듯이 ±0.5 

mm 정도이고 hole의 경우 도면에 비해 지름이 0.5 mm 정도

작게 나오며 Hole 간의 크기 차이는 ±0.2 mm 정도.

• 스냅메이커 3d 프린터는 anycubic 3d 프린터보다는 정밀도가

떨어지며 간단한 프로토 타입 제작에 적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