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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화면 설명
		 - 이 기기의 GUI 및 사용설명서에서 사용한 글꼴은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끝난 후 데스크톱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기본 화면이 나타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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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

명칭
기본 메뉴 바

6

설명
프로그램의 전반전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을 불러오거나, 프린터를 불러오는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3차원 뷰

프로그램에 불러온 모델을 화면을 통해 3차원으로 재구성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3

뷰 각도 전환버튼

3차원의 화면을 정해진 각도에 따라 등각, 정면, 좌, 우, 상 뷰를 볼 수 있습니다.

4

프린터 영역

3차원 뷰에서 실제 프린터의 내부 영역을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출력 위치 및 크기를 미리
보여줍니다.

5

프린터 정면 표시부

프린터의 정면부를 표시하여 실제 출력될 방향을 화면상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6

3차원 모델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3차원 모델 데이터를 가져오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3

2. 각 기능 별 상세 설명
2.1

불러오기
출력하고자 하는 3차원 모델을 프로그램으로 가져오고 화면에 보이도록 합니다.
현재 지원하는 파일의 확장자는 ply, obj, stl (binary, ascii), amf 입니다.

세부 설명
1 화면 왼쪽 바의 [파일]-[모델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빠른 메뉴의 [모델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2 파일을 선택하면 3차원 모델 파일이 아래 화면과 같이 베드 면에 올려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파일을 직접 드래그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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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정 기능
모델을 슬라이싱하여 출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라미터 값들이 필요합니다. 베드에 모델의 위치 조정이나 회전,
스케일 혹은 서포트 설정 , 필라멘트의 재질부, 정밀도를 결정하는 레이어 높이 등 여러 파라미터 값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동

- 화면상의 모델을 선택하여 2축 (X, Y축)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적용 : X, Y 방향으로 입력한 값만큼 움직입니다.
- 가운데로 이동 : 베드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 베드 앞으로 이동 : 베드 앞쪽에서 일정거리를 띄어 베드 틸트를 고려한 최적의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동작합니다.

		 - 재비치 : 불러온 모든 모델들의 위치를 재조정합니다.

확대/축소

- 화면상의 모델을 선택하여 배율이나 길이 단위로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배율 : X, Y, Z 방향으로 원하는 치수 혹은 원하는 %로 확대 혹은 축소합니다.
- 최대 크기 : 베드에서 출력할 수 있는 최대 크기로 변경합니다.
- 초기화 : 원래 크기로 환원합니다.
- 비율 고정 : 한 방향의 배율 변화에 맞춰서 다른 방향 배율도 비율을 유지하도록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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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 화면상의 모델을 선택하여 배율이나 길이 단위로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적용 : 각도 입력 후 클릭하면 각도만큼 회전합니다.
- 90도 버튼 (+, -) : 90도 회전합니다.
- 초기화 : 회전한 각도를 초기 값으로 변경합니다.

- 회전 뷰에 보이는 화살표를 눌러 이동하면 선택된 모델이 끌어 놓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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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우 & 드레인 홀

- 모델 내부에 빈 공간을 만듭니다.
주의
- 할로우 후에는 꼭 “드레인 홀 편집”을 선택하여 레진이 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합니다.
1 원하는 할로우 두께, 드레인 홀 지름 값을 입력 후 [할로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드레인 홀 편집] 버튼을 눌러 원하는 위치에 레진이 나갈 구멍을 만들어 줍니다.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고
			 [생성] 버튼을 누르면 지정된 위치에 사용자가 입력한 크기의 홀이 생성됩니다.
			 Bottom-up 기기는 모델 면에 드레인 홀을 만드는 것이 이후 레진 배출을 위해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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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방향 제안

- 출력 시간, 출력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력하고자 하는 모델의 적절한 출력 방향을 제안합니다.
- 검색 깊이 : 입력 값에 따라 검색 횟수가 정해집니다. 검색 각도 값에 따라 최초 1회 정해진 샘플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
		 값을 바탕으로 좀더 제한된 검색 각도로 샘플링하여 다시 계산합니다.
		 검색 깊이가 깊을수록 계산식의 최대 값에 가까워지나 검색 시간이 많이 증가합니다.
- 검색 각도 : 현재 모델 방향의 Z방향에서 전후, 좌우로 샘플링을 진행할 최대 각도 범위를 설정합니다.
- 방향 찾기 : 입력 값에 따라 샘플링을 진행하여 적절한 출력 방향을 보여줍니다.
- 초기화 : 선택한 모델의 출력 방향이 초기 값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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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포트 기능
탭을 누르면 서포트와 래프트를 설정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서포트 :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 출력물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아래쪽에 만들어주는 구조물입니다. 출력 후에는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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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프트 : 출력물이 베드에 좀 더 잘 붙게 하기 위해, 몇 개의 층을 추가로 만듭니다.
- 원하는 서포트와 래프트 설정을 마치고 [자동 생성]을 클릭해 주십시오.

- 서포트는 기본적으로 형상을 Z축 방향으로 투영된 단면에서만 생성이 됩니다.

서포트 생성 창의 파라미터
- 역구배 각도 : 서포트가 생성될 메쉬의 각도를 설정합니다. 오버행 각도가 0도에 가까울수록 수평에 가까운 메쉬에만
		 서포트가 생성됩니다. 반대로 오버행 각도를 90도에 까깝게 설정을 하면 대부분의 모델 아랫면에 서포트를 지지합니다.

- 서포트 밀도는 왼쪽으로 갈수록 서포트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서포트의 간격이 좁아집니다.
		 아래는 슬라이서에서 제공하는 서포트의 기본 모양과 각 파라미터의 의미입니다.
- a : 지름
								

- b : 팁 지름

								

- c : 팁 기울기

								

- d : 베이스 지름

								

- e : 베이스 기울기

								

- “팁 기울기 (c)”를 크게하고 서포트 끝부분 지름을 작게하면 더 뾰족한

									 서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상단 커넥터 미생성 길이: 슬라이서의 서포트는 더 안정적인 출력을 위하여 가까운

									 서포트끼리 커넥터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모델과 가까운 곳에 커넥터가 생기면
									 모델과 서포트간 분리가 어려워집니다.
									 이 값을 작게하면 모델과 더 가까운 거리에 커넥터를 생성합니다.

- 침투 깊이: 서포트와 모델을 약간 겹치게 만들어 서포트가 모델을 더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울어진 모델에 대하여 필요하며 베드와
									 수평으로 모델의 바닥면을 배치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진 않습니다.
								

- 높이 : 서포트를 생성하기 위하여 모델을 Z방향으로

									 들어올리는 길이입니다.
								

- 베드에 닿는 곳만 : 서포트가 세워지는 바닥 면이 베드 면인 경우에만 서포트를

									 생성합니다. 서포트의 바닥 면이 모델 상에 있을 경우에 생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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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트 파라미터
- 베이스 두께 : 래프트를 만들 경우 베이스 두께는 가장 두꺼운 래프트의 두께로 자동 설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래프트를 만들지 않을 경우는 베이스 두께의 설정을 사용자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베이스 두께는 기계에서 베드에 더 잘 붙이기 위하여 설정되는 두께로 이 두께 구간을 빌드할 때는
		 베드에 더 잘 붙을 수 있도록 기계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 래프트 두께 : 래프트의 두꺼운 정도를 나타냅니다.
- 래프트 크기 : 래프트가 모델 바닥면에서 바깥으로 퍼져 나오는 길이를 설정합니다. 클수록 더 큰 래프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연결된 래프트 : 래프트의 최외곽선을 이어 가능한 하나의 래프트로 만들어 줍니다. 래프트가 작고 멀리 떨어져 있어
		 베드와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면 하나로 이어서 큰 래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서포트 편집 : 설정 값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된 서포트 외에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포트 편집] 버튼을 눌러 형상에 따라 세워진 서포트 외에 더 추가 하거나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왼쪽 마우스 : 모델에 서포트 포인트 추가 / 포인트를 클릭하는 경우에는 삭제
- 왼쪽 마우스 드래그 : 해당 영역에 선택된 서포트 포인트 삭제
- 삭제 : 선택한 모델의 서포트/래프트를 삭제합니다.
- 전체 삭제 : 불러온 전 모델의 서포트/래프트를 삭제합니다.
- 설정 초기화 : 모든 파라미터를 초기 값으로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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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리보기 기능
슬라이싱하여 출력될 결과를 화면에 표현합니다.
이때 모델은 각 레이어를 표현하는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뷰 좌측 하단의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장] : 확장자 SSW 파일로 기계에서 출력 가능한 포맷으로 파일을 생성합니다.
		 USB로 파일을 옮겨서 기계에 꽂으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기계로 저장] : 기계의 SSD 메모리로 슬라이싱 된 파일을 전송합니다.
		 기계에 저장된 파일은 Slicer를 거치지 않고 기계에서 직접 선택하여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출력] : 슬라이싱과 동시에 선택된 기계로 파일을 전송합니다. 기계가 동작을 시작하더라도 모델에 따라 다소
		 슬라이싱 및 전송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전송이 완료되었다고 나오기 전에 컴퓨터를 끄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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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설정 기능
프린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모델에 따라 기본 프린터의 정보를 세팅합니다. 사용자는 프린터 모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작업 경로 : 슬라이싱 동작이나 서포트 생성 시 임시 파일이 생성되는 위치입니다.
- 충돌 검사 사용 : 불러온 모델이 여러 개 있을 때, 서로 충돌하는지를 검사합니다.
- 로드된 파일명 보기 : 불러온 모델 이름을 화면 상단에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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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본 메뉴바

프로그램의 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파일 및 설정, 네트워크 프린터 관련 기능이 있습니다.

2.7

파일 기능
[파일]-[모델 불러오기]을 클릭하여 불러오고자 하는 3차원 모델 파일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모델은 앞쪽으로 위치합니다. (“베드 앞으로 이동” 동작과 동일)

[파일]-[프로젝트 저장하기]는 모델에 서포트 혹은 래프트 생성, 할로우 혹은 드레인 홀 편집 등 현재 작업한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프로젝트 불러오기]는 [프로젝트 저장하기]에서 저장한 파일을 불러와 다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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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프린터 기능
- 내 프린터 관리 : 내가 등록한 프린터 목록 관리

- IP로 프린터 찾기 : 네트워크 프린터 IP로 찾기
- 네트워크 프린터 찾기 : 네트워크 프린터 자동 찾기
- 로컬 프린터 찾기 : USB 프린터 자동 찾기

- 웹모니터링 : 현재 연결된 프린터의 웹모니터링을 호출합니다.

15

2.9

팝업 메뉴
팝업 메뉴는 모델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시 보여집니다.

- 가운데로 이동 : 오브젝트를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 베드 앞으로 이동 : 최적의 출력물을 얻을 수 있는 앞쪽 방향으로 오브젝트를 이동합니다.
- 모델 삭제하기 : 선택한 오브젝트를 삭제합니다.
- 모델 복사하기 : 오브젝트를 설정한 개수만큼 복제합니다.
- 전체 모델 삭제하기 : 모든 오브젝트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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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마우스 컨트롤
- 왼쪽 마우스 : 모델 선택 후 움직이기
- 오른쪽 마우스 : 모델 보는 카메라 회전
- 휠 : 카메라 뷰를 가까이 혹은 멀리 보이게 합니다.
- Shift + 오른쪽 마우스 : 전체 프레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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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형물 품질 향상을 위한 슬라이서 주의 사항
3.1

모서리의 꼭짓점 부분이 조형이 잘 안될 때

위 그림과 같이 서포트가 꼭짓점을 잘 지지하지 않을 때 가장 아랫면을 이루고 있는 면의 꼭짓점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동으로 서포트 편집을 사용하여 서포트를 추가하거나, 모델을 회전시켜 (예를 들어 y축 방향으로
약 5~10도) 꼭짓점 부분이 명확하게 가장 낮은 점이 되게 하면 해당 부위에 서포트가 만들어지며 조형도 성공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3.2

결함있는 모델을 슬라이싱 할 때
본 슬라이서는 수정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슬라이싱 전에 반드시 모델이 결함이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NetFabb이나 다른 Fixing Application을 사용하여 해당 모델을 수정한 후에 모델을 불러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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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록
4.1

PC 사양
OS : Win10 64bit
최저 : 메모리 8G
권장 : 메모리 16G 이상
그래픽 카드는 Open GL 4.0 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4.2

슬라이서 권장 파일 용량
200M 이하의 파일을 슬라이싱 하기를 권장합니다.
200M 이상 되는 파일은 슬라이서가 제대로 동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M 이상 대용량 File은 별도의 슬라이서를 이용하여 슬라이싱 해야 할 수 있습니다. (4.3 참조)
타사 슬라이서는 별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4.3

NetFabb을 이용하여 슬라이싱한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 예시 (Netfabb Premium 버전
이상에서 사용가능)
NetFabb에서 이미지 Zip 만드는 방법
- 지지(서포트) 생성 시 베이스 플레이트(래프트)도 생성해야 합니다.
- 베이스 플레이트(래프트)의 높이 값을 기억해야 합니다.
- 높이는 0.5~5.0mm 사이로 설정합니다. (0.1mm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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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싱할 Part를 선택하고 부품분할을 클릭합니다.
		 ※ 최종 모델의 크기가 200x200x180이 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슬라이싱 할 Z축 높이를 선택합니다. (0.025, 0.05, 0.10mm 가능)
		 ※ 품질/두께 조합을 참조합니다.
Layer 두께(mm)
선택 가능한 품질

0.025
1200dpi(High)

0.05
600dpi(Normal)
1200dpi(High)

- 내보내기 형식에서 PNG선택

20

0.10
600dpi(Normal)

- 600dpi (Normal) 와 1200dpi (High) 중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 품질/두께 조합을 참조합니다.
Layer 두께(mm)
선택 가능한 품질

0.025
1200dpi(High)

0.05
600dpi(Normal)

0.10
600dpi(Normal)

1200dpi(High)

- 600dpi (Normal) 선택 시 4724x4724
- 1200dpi (High) 선택 시 9448x9448

- 이미지를 가운데로 놓은 후 원하는 위치로 이미지를 옮기십시오.

- 색상은 배경이 검은색, 조형이미지가 흰색입니다.

21

- 파일의 경로와 이름을 정하고 zip 압축파일로 저장하십시오.

- 저장된 zip 파일을 USB에 복사한 후 A1 기기에 삽입합니다.

NetFabb의 zip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
1 기계에 USB Memory 연결 후 파일 선택 방법은 Sindoh의 .ssw 파일과 동일합니다.
2 NetFabb 용 .zip 파일 선택하면 다음의 순서대로 출력 설정을 입력해야 합니다.
			 - 출력에 사용할 Resin 종류를 선택합니다. (Dental_Model, NextDent 등)
			 - Slicing 한 모델의 Raft 조건 선택합니다. (Raft 총 높이, Raft Layer두께)
			 - Resin 종류에서 Other 선택한 경우는 추가로 광량도를 선택합니다.
3 문제 없으면 출력이 시작됩니다.
			 - 출력 소요시간, Resin 소모량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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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센터

1588-5850
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Service Tag 번호 12자리를 누르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상담실 : (080) 900-5850

전국 서비스센터
중앙 서비스센터
강서 서비스센터
강남 서비스센터
강북 서비스센터
경기 서비스센터
강원 서비스센터
충청 서비스센터
전북 서비스센터
전남 서비스센터
경북 서비스센터
부경 서비스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길 10(역삼동)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6(여의도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길 10(역삼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길 10(역삼동)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인계동)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30(단구동)
: 대전광역시 중구 우암로 10(선화동)
: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7(서신동)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08-1(신안동)
: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405(방촌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로 130(부곡동)

(02) 531-4213
(02) 703-8275
(02) 538-5850
(02) 6932-5850
(031) 706-2114
(033) 761-5536
(042) 254-5850
(063) 278-1001
(062) 511-5850
(053) 981-3322
(051) 583-5850

※ 사용설명이나 설치 문제로 인한 출장시는 서비스 요금이 부과되므로 사용설명서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