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숭실대학교공학교육혁신센터

창의공학설계실(형남공학관 B109)

3D 프린터사용절차및 SW 매뉴얼



1. 사용신청자격조건

2. 사용절차

사용신청자격조건 비고

①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주관하는 3D프린팅교육이수자 (필수)
방학때마다

교육프로그램개최

②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및공학교육혁신센터 주관
프로그램에서 필요로하는과제사용을 목적으로하는경우

센터에서확인

②3D프린팅안전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수강하여야사용승인가능
http://3d.acastar.co.kr/
에서수강후조교확인

★위조건이모두충족될시,신청서를작성하여센터에제출하고승인받은후사용가능

순 서 내 용 주 관 비 고

1 신청서 작성 공학교육혁신센터 형남공학관 311호

2 신청서 사본 제출 교육연구조교 첨부철 관리

3 실습 프린터 지정 교육연구조교 지정 기기만 사용

4 사용법 숙지 및 사용 교육연구조교 안내 및 참관(필히)

5 뒷정리 사용자 정리 후 조교확인

3. 이용가능시간

❑ 학기 中 : 수업 시간표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 상이

❑ 방학 中 : 센터 및 설계실 점심시간(12:20~13:20) 제외한 10:00~17:00

4. 고장및훼손에대한책임(운영내규제 3장제 13조)

❑ 설계실의 장비 및 3D 프린터 사용 중 고장 발생 및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

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정규 교과 교육 관련 사용자에 의한 고장 및 훼손에 대해 해당 교과목 개설

학과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http://3d.acastar.co.kr/


[별표 1] 3D창의공학설계실사용신청서

- 공학교육혁신센터(형남공학관 311)에서 작성



[별표 2] 3D프린팅사용관리대장

- 창의공학설계실(형남공학관 B109)에서 작성



Makerbot Print SW 매뉴얼

5-1. 3D 프린터 SW 사용매뉴얼(CUBICON Singlu Plus) (필독)

- 큐비콘 홈페이지(www.3dcubicon.com) 접속 후 [기술지원]-

[기술자료실]-[S/W Cubicreator4 (최신버전)] 다운로드

- [기술지원]-[기술자료실]-[Cubicreator4 사용설명서] 다운로드

또는 큐비콘 유튜브 영상 참조(https://youtu.be/7ND7lERdYTc)

- 사용설명서 및 동영상 참조하여 3D 모델링 파일을 “.Gcode-Files”

확장자로 변환 후 개인 USB에복사하여창의공학설계실사용시지참

5-2. 3D 프린터 SW 사용매뉴얼(Makerbot Replicator+) (필독)

- 다음 페이지 매뉴얼 참조하여 3D 모델링 파일을 “.makerbot”확장자로

변환 후 개인 USB에복사하여창의공학설계실사용시지참

-신청 사용 시간 내에 결과물이 출력되도록 makerbot 프로그램 내에서

예상시간을 확인 및 변경

http://www.3dcubicon.com/
https://youtu.be/7ND7lERdYTc


Makerbot Print SW 매뉴얼





https://www.makerbot.com/3d-printers/makerbot-print/download/

Windows 7,8,10 64bit만 설치 가능 
Mac OS에도설치 가능 

Chrome 환경에서 Install 프로그램 다운로드 권장 

Download” 버튼 클릭

다운로드가 완료된 설치파일을 실행하여 “Makerbot Print” 설치 진행

Install 완료 후 생성된 “Makerbot Print”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행한다.

https://www.makerbot.com/3d-printers/makerbot-print/download/


※회원가입을 진행하는 이유
Makerbot을 제어하는 방법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을 하게

되었으며 그를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클릭하면 회원가입 화면으로 이동

※주의 사항※
만일 “Chrome”이 아닌 “다른 인터넷 창”으로 실행될 경우
CONTINUE를 클릭하게되면 인증을 진행하게 되는데 계속
오류가 발생되어 회원가입 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 다른 인터넷 창으로 실행 될 경우 주소를 복사한 후
Chrome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항목 기입 완료 후 클릭



Log in 클릭

초기 로그인을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실행할 때는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다.



체크된 항목을 클릭한다.

※확인사항
산택한 장비에 따라 빌드판의 모양이 변화한다.



※주의사항
Makerbot Print로 도면을 불러올 때 파일명이 한글명일

경우 프린트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영문” 또는
“영문+숫자”로 구성된 파일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Makerbot Print 메뉴바 설명

1. Model View is active
불러온 도면의 위치를 정하거나 후면이나
옆면을 볼 수 있다.

2. Print Preview

출력의 진행을 미리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3. Model info
출력물의 크기 단위 수정 메뉴

4. Print Settings
프린팅에 필요한 세팅을 도와주는 메뉴

5. Arrange

출력물들을 일괄 정렬,배치 하기 위한 메뉴

6. Orient
출력물의 각도를 조절하는 메뉴

7. Scale
출력물의 크기를 조절하는 메뉴



Model View is active

화면 조정 방법

기본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움직이면
현재시점에서 다른 시점의 각도를 변경할 수 있다.

시점이 변경된 화면에서 마우스 가운데 휠을 이용하여
도면의 확대 및 축소가 가능하다.

출력하고자 하는 도면을 마우스 좌클릭 후
이동하게 되면 도면의 위치를 옮길 수 있다.



Model info)

※주의 사항
도면을 클릭하지 않으면 “Model Info”, “Orient”, “Scale”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

도면 클릭 전 도면 클릭 후

“Model Info”는 출력물을 표시하는 크기의 단위를 변경할 수 있다.



Print Settings)

Extruder Type : 현재 사용중인 노즐을 선택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Smart Extruder+를 선택되어 있다.

Print Mode : 프린트를 출력하는 패턴을 선택하는 것으로
선택에 따라 강도와 출력 완성 속도의 차이가 있다

강도가 제일 좋으나
출력 시간이 제일 느리다

“Balanced”보다 30% 출력속도가 빨라지나
비교적 강도가 약해진다.



Print Settings)

Quick Srttings : 프린팅 진행시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설정값들을 외부에서 바로 설정할 수 있게 도와준다.
(“Raft”,“Layer Height”,“Infill Density” “Number of Shells”)

설정방법

3. “Quick Settings”에 있는 항목들
2. “Quick Settings”를 클릭한다. 우측위에 있는 “Show”를 클릭한다

1. “Custom Settings”를 클릭한다.
4. “Hide’로 바뀌게 되면 외부에서

바로 설정할 수 있게 나타난다.



Print Settings)

1.Raft
출력물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 생성

주황색 부분이 Raft이며 설정에서 “Raft”항목을 체크하면 자동 생성 된다.

2.Layer Height
출력시 외부의 퀄리티를 결정할 수 있다

설정값을 적게 하면 출력 후 표면의
결이 잘 안보이게 되나 출력시간이 길어진다.

높게 출력하면 출력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나
출력 후 외부의 결이 잘보이게 된다.



Print Settings)

3.Infill Density
출력물의 내부 밀도를 설정할 수 있다.

※주의사항
기본적으로는 “10%”를 권장하며 필요에 따라 수치를 증가시키면

출력물의 안에 강도가 강해지는 장점이 있으나 출력의 수축이 심해질 수 있다.

4.Number of Shells
표면의 강도를 설정할 수 있다.

2Shells

4Shells

수치에 따라 표면을 결정하는 면의 강도가 달라진다.



)

※주의 사항
출력물의 위치가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으면 출력이 불가능하다.

비정상적인 배치 정상적인 배치

Arrange
빌드판 위에 불러온 도면을 자동정렬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메뉴이며

두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확인사항
정상적인 출력 진행을 위해 프린트가 인식할
수 있는 위치로 자동 정렬하기 위한 메뉴로
상황에 따른 두 가지 메뉴의 쓰임이 다르다.



)

1.Arrange Build Plate
현재의 작업 환경에 있는 출력물들을 자동 정렬한다

※주의사항
그러나 이것은 현재 작업 환경에서만 자동 정렬을 하므로

크기가 있는 출력물들을 자동정렬 할 시 자동 정렬을 시행해도
정상적인 정렬을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

2.Arrange Project
여러 개의 작업환경으로 나눠 효율적으로 자동정렬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시행전

시행후



)

Orient
출력물의 각도를 변경할 수 있게 도와주는 메뉴로 각도변경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1.수동 각도 변경

2.반자동 각도 변경

1. 수동 각도 변경 방법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각도만큼 입력한다.



)

2. 반자동 각도 변경 방법

1. “Place Face on Build Plates”를 클릭 후
각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면을 클릭한다.

2. “Orient to Plane”창이 나타나면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클릭한다.

3. 이렇게 되면 각도 변경이 완료된다.



)

1. “Uniform Scaling”체크 후 크기 변경

X,Y,Z 중 입력하고자 하는 창에
변경하고자 하는 크기를 입력한다.

어떠한 각에 입력을 해도 X,Y,Z가
동일한 크기로 같이 증가된다.



)

2. “Uniform Scaling”체크 해지 후 크기 변경

X,Y,Z 중 입력하고자 하는 창에
변경하고자 하는 크기를 입력한다.

입력한 축만 크기가 증가 된다.

※확인사항
“Uniform Scaling”의 체크 유무에 따라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1. 우측 하단에 “Export”버튼을 클릭 후 저장한다.

2. “.makerbot” 확장자로 생성된 파일을 USB에 담아 프린트에서
출력을 진행한다.

※주의사항
“Export” 진행 시 한글명의 파일을 생성할 경우
장비에서 한글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영문” 또는

“영문+숫자”의 파일명을 입력하여 생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