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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의
세계에 오산 것을
환영합니다

2016년 Snapmaker Original을 설계할 당시 당
사는 기존 데스크톱 3D 프린터의 규칙을 깨고 업
계 최초의 모듈식 3-in-1 3D 프린터를 개발하였습
니다. 처음에는 Verge를 비롯한 수많은 비평가들
이 �Snapmaker는 분리형 모듈을 사용하여 3D 
프린터, CNC 조각기 및 레이저 조각기 간에 변환
할 수 있는 재택 제작자를 위한 삼위일체형 장비
가 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진 킥스타터 프로젝
트�라면서, �Snapmaker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
에 비추어 모든 면에서 너무 좋아 사실이라고 믿
기 어렵다�라며 의구심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사

람들이 당사 프로젝트에 대해 상당히 반신반의했
으며 그러한 제품을 설계하고 만드는 복잡성 때문
에 당사에 대한 지지를 주저한다는 것을 알고 있
었습니다. 모든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가
능성의 경계를 넓히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결
국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사는 모든 
보상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에 전세계
에서 1만 대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2019
년에는 Snapmaker 2.0을 출시했습니다. 우리
는 다시 한 번 우리의 한계를 뛰어 넘었습니다. 우
리의 목표는 모듈식 3D 프린터를 뒷받침하는 시

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
는 최고의 제작 도구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 있
습니다. 창작자로서 우리 모두는 멋진 것을 만들
고 싶어하며 창의력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
게 합니다. Snapmaker 2.0은 아이디어를 현실
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빠른 시작 가
이드는 제작자 여정 전반에 걸쳐 사용자를 안내
하고 이러한 모든 모듈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및 CNC 조각기를 구축하여 
자신만의 첫 창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안내해 드
립니다. Snapmaker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신 것

을 축하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Snapmaker를 사용하여 제작 세계를 탐색하고 
창작품을 만들며 공유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
고방식이 이상적인 도구를 만나면 멋진 일이 일어
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즐겁게 제작하
시고 당사 커뮤니티에서 뵙겠습니다!

Snapmaker 팀

멋진 것을 만드세요



즐거운 제작
이 기계는 혁신자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당사의 목표는 우리가 사랑
으로 만든 기계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사소할 수도 있고 인류
의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는 것처럼 야심찬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큰 꿈
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세요. 

모듈식 시스템
Snapmaker는 3D 프린터일 뿐만   아니라 애드온을 통해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는 강력한 기계입니다. Snapmaker에 인클로저
를 장착하여 레이저 및 오염물질로부터 귀하와 귀하의 가족을 보
호할 수 있습니다. 보다 흥미로운 기능을 갖춘 새로운 애드온이 조
만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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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Copyright © 2021 Snapmaker. All rights reserved.
이 언어 버전의 설명서는 제조업체가 확인하였습니다(원본 설명서). Snapmaker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사진을 포함한 본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인쇄, 복사, 마이크로필름 또는 기타 수단을 불문하고 전재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1.1 면책선언
본 제품의 설명서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를 읽지 않을 경우 신체 상해, 좋지 않은 결과 또는 
Snapmaker 제품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
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설명서는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이 설명서에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언제든지 이 설명서를 수정하거나 개정할 권리를 보유하며 사용자는 당사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 
설명서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napmaker 제품을 사용하여 결과물을 제작할 때 사용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위반
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제품의 조립, 취급, 보관, 사용, 유지보수 또는 폐기에 사용하는 조건이나 방법은 당
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는 본 제품의 조립, 취급, 보관, 사용, 유지보수 또는 폐기로 인해 또는 어떤 식으
로든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부상, 손상 또는 비용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명시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인합니
다.

1.2 의도된 용도
Snapmaker 모듈식 3D 프린터에는 3D 프린팅, 레이저 조각 또는 절단, CNC 조각을 위한 향상된 3-in-1 기능이 함께 제공됩
니다. Snapmaker 모듈식 3D 프린터는 초보자, 보다 맞춤화된 옵션을 선호하는 애호가, 뛰어난 제작 품질로 대형 결과물 또
는 정밀 부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엔지니어 및 디자이너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Snapmaker 모듈식 3D 프린터는 제품 설
명서에 제공된 지침에 따라 사용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Snapmaker 모듈식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결과물을 제작할 때 사용
자는 특히 의료기기 및 항공 등과 같이 규제가 엄격한 분야의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생성된 결과물의 적용 가능성을 의도된 
용도에 대해 검증하고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1.3 안전 및 규정 준수 
일반 안전 정보 
    -  이 기계를 항상 실내의 견고한 수평 테이블이나 작업대 위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  이 기계를 비 또는 습한 환경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이 기계를 작동하는 동안 어린이와 주변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린이가 이 기계를 사용할 때는 
       어른의 감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이 기계를 작동할 때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자신의 행위에 주의해야 하며 상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피곤하거나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이 기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기계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기계 내부를 만지거나 가동 부품을 만지지 마십시오.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기계가 켜져 있는 동안 방치하지 마십시오.

모든 EU 회원국에서 5150-5250MHz의 작동은 실내 사용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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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기계를 끄고 본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  어디서든 이 기계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경우.
    -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경우.
    -  이 기계의 내부 구성요소에 손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빛, 스파크 또는 소리가 이 기계에서 나오는 경우.

3D 프린팅 안전
    -  기계가 인쇄 또는 가열 중일 때 노즐, 프린트 시트 및 히팅베드를 만지지 마십시오.
    -  유지보수 또는 개조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항상 전기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  ABS를 사용하여 인쇄할 경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프린터를 설치하십시오. 일부 물질의 용해는 유독 가스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안전
    -  레이저 모듈은 4등급 레이저 제품입니다. 레이저 모듈은 (i) 레이저 방사선의 물리적 특성,  (ii) 레이저 위험 등급 및 관련 건강 영향, 
       (iii) 안전 조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작동해야 합니다.
    -  이 레이저 제품은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인클로저가 덮인 상태로 기계를 작동하고 레이저 안전 고글을 착용하십시오.
    -  절대로 레이저 빔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레이저 모듈의 적절한 사용과 관리는 안전한 작동에 필수적입니다.
    -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공기 필터를 사용하여 레이저 모듈을 작동하십시오. 일부 물질의 용해는 유독 가스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  유지보수 또는 개조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항상 전기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  방사선 산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레이저 모듈 아래의 작업 영역에서 반사 물질을  제거하십시오.

레이저 안전 고글은 파장이 190-540 나노미터(nm)이며 광학 밀도가 6 이상
(OD 6+)인 직접, 반사 및 산란 레이저 빔과 방사선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
하여 레이저 모듈의 작동 중에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렌즈는 고에너지 레이저 빔에 노출되면 타버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손상
된 고글 사용을 중단하고 새 고글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렌즈 합성에 사용
되는 폴리카보네이트의 특성상 PH 중성 세제나 물을 사용하여 세척하고 긁히
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CNC 안전
    -  숙련된 사용자 및 18세 이상의 사용자용입니다.
    -  인클로저가 덮인 상태로 기계를 작동하고 CNC 안전 고글을 착용하십시오.
    -  항상 재료를 견고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CNC 조각 과정 내내 손으로 공작물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  유지보수 또는 개조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항상 전기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  비트나 공작물이 걸리거나 꼼짝 못하게 되면 즉시 기계의 전원을 끄십시오. 모든 가동 부품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케이블
       의 플러그를 뽑은 다음 걸린 재료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 후에 비트나 콜릿을 만지지 마십시오.
    -  CNC 조각 및 절단의 배출물에는 암을 유발하고 생식 기관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노출을 줄이려면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CNC 모듈을 작동하고 N-95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안전 예방조치를 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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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Snapmaker 상의 라벨
안전 라벨 위해요소 경고 위치

뜨거운 표면 

날카로운 물체

레이저 조리개

FDA

IEC 60825

IEC 60825

FDA

레이저 방사

뜨거운 표면에 접촉하지 마십
시오.

3D 프린팅 모듈, 프
린트 시트 및 히팅베

드

날카로운 물체(예: CNC 비트)
로 인해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

의하십시오.

이 조리개에서 레이저 방사선
이 방출됩니다.

4등급 레이저 제품. 
직접 또는 산란된 방사선에 대
한 눈 및 피부 노출을 피하십

시오.

레이저 모듈

CNC 모듈

레이저 모듈 

비고: 설계 및 사양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사양
일반

3D 프린팅

레이저

CNC

알루미늄 합금
Wi-Fi, USB 케이블, USB 디스크
5�TFT, 안드로이드 시스템
Snapmaker Luban 및 타사 소프트웨어
.stl, .obj, .svg, .jpeg, .png, 더 많은 형식 추가 예정
MacOS, Windows, Linux
320 W

A250T: 230 x 250 x 235 mm 
A350T: 320 x 350 x 330 mm 

A250T: 최대 100°C
A350T: 최대 80°C

50-300 미크론
최대 275°C
0.4 mm
PLA, ABS, TPU 등 

A250T: 230 x 250 mm
A350T: 320 x 350 mm

1,600 mW 450 nm 레이저 다이오드
450 nm
4등급
목재, 가죽, 플라스틱, 천, 종이, 불투명 아크릴 등

A250T: 230 x 250 x 180 mm
A350T: 320 x 350 x 275 mm

0.5-6.35 mm(0.02-0.25 인치)
6,000 - 12,000 RPM
목재, 아크릴, PCB, 탄소섬유 시트, 비취 등

프레임 재질
연결성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지원 파일 유형
지원 OS
정격 전력

제작 부피

히팅베드 온도

레이어 해상도
노즐 온도
노즐 직경
지원 재질

작업 공간

레이저
파장
안전 등급
지원 재질

작업 공간

생크 직경
스핀들 속도
지원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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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품 목록

베이스 플레이트 x 1

3D 프린팅 모듈 x 1 레이저 모듈 x 1 CNC 모듈 x 1

터치스크린 x 1

컨트롤러 x 1

Z 변환 케이블 x 1Y 변환 케이블 x 1

리니어 모듈 x 5

빠른 시작 가이드 x 1

Z축 홀더 x 2컨버터 x 2

터치스크린 홀더 x 1

툴헤드 케이블 x 1

AC 전원 케이블 x 1

프린트 시트 x 1

플랫폼 x 1

재료 봉투 x 1

CNC 조각 플랫폼 x 1

레이저 조각/절단 플랫폼 x 1

히팅베드 x 1

레이저 안전 고글 x 1

필라멘트 홀더 시트 x 1

필라멘트 홀더 튜브 x 1  공구 상자 x 1

CNC 안전 고글 x 1

아치형 고정구 x 4

고정구 액세서리 x 4

전원 모듈 x 1

필라멘트 x 1

DC 전원 케이블 x 1USB 케이블 x 1 

빠른 시작 가이드

멋진 것을 만드세요

| A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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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전에

1.7 동영상 튜토리얼
이 빠른 시작 가이드 외에 동영상 튜토리얼도 제작합니다. 이 가이드를 읽은 다음 조립을 완료하고, 이 가이드에 포함되지 
않은 요령을 동영상 튜토리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s://support.snapmaker.com/hc/en-us를 방문하여 
Snapmaker 2.0을 선택한 다음 동영상 튜토리얼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1.8 사용된 기호

1.9 스크루드라이버 준비

기계 조립 시에 스크루드라이버 헤드 H 2.5를 사용합니다. 다른 헤드는 유지보수에 사용됩니다. 사용하기 전에 나사 헤드 
홀더가 핸들 내부에 다시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 

참고

유용한 정보

이 유형의 메시지를 무시하면 기계 오작동이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알고 있어야 하는 세부 정보.

유용한 정보는 편리한 작동과 추가 옵션을 제공합니다.

강조 표시된 부분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호가 나타나면 나사를 조이지 마십시오. 항상 없을 때에 나사를 조이십시오.

볼 엔드밀 x 1평 엔드밀 x 1

M4 x 10 육각 
구멍붙이 나사 x 17

ER11 콜릿(3.175 m CNC 비트에만 
해당) x 1 + ER11 너트 x 1

나비너트 x 4

14mm 단구 스패너 x 1

17mm 단구 스패너 x 1

팔레트 나이프 x 1

M4 x 8 나사 x 68 M4 x 10 육각 납작머리 나사
 x 22

스크루드라이버 x 1

USB 디스크 x 1

핀셋 x 1

M4 x 70 나사 x 4

M4 x 30 나사 x 12

공구 상자

재료 봉투

닦음 천 x 1CNC 재료 x 1 레이저 재료 x 2 캘리브레이션 카드 x 2

니퍼 x 1

실리콘 플러그 x 8

각부 x 4 + M4 x 10 육각 
구멍붙이 나사 x 4

디바이더 x 6 케이블 홀더 x 1 핫 엔드 키트 x 1

케이블 타이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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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조립

기계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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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조립

　01/24
 베이스 플레이트에 각부를 부착합니다.

　02/24
모든 리니어 모듈을 의도된 위치에 조립해야 합니다. 이제 레이저 패턴 �Lead 20 
mm�가 있는 두 개의 리니어 모듈을 식별합니다. 이 모듈은 Y축이 됩니다.

M4 x 10 육각 구멍붙이 나사 x 4

각부 x 4

베이스 플레이트 x 1

레이저 패턴 �Lead 20 mm�가 새겨진 3개의 리니어 모듈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하나는 13
단계에서 X축으로 정의됩니다.

리니어 모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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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조립

M4 x 8 나사 x 8

　04/24
플랫폼에 Y축을 부착합니다. 6단계까지 나사를 조이지 마십시오.

플랫폼 x 1

플랫폼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립해야 합니다.

　03/24
슬라이더가 서로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되어 있
는 것과 동일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1 2

리니어 모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잡으십시오.

강재 스트립을 누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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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조립

　05/24
베이스 플레이트에 Y축을 부착합니다.

M4 x 8 나사 x 16

Y축 리니어 모듈이 베이스 플레이트의 홈에 정확하게 
장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06/24
Y축 슬라이더의 나사를 조입니다.

슬라이더의 나사가 베이스 플레이트의 나사 구멍과 정렬되지 않은 경우 플랫폼을 적절한 위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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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조립

M4 x 8 나사 x 8

Z축 홀더 x 2

　07/24
베이스 플레이트에 Z축 홀더를 부착합니다.

　08/24
베이스 플레이트에 터치스크린 홀더를 부착합니다.

M4 x 8 나사 x 2

터치스크린 홀더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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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조립

　10/24
홀더의 구멍에 연결 케이블을 끼운 다음 Z축을 Z축 홀더에 부착합니다. 14단계까
지 나사를 조이지 마십시오.

　09/24
레이저 패턴 �Lead 08 mm�가 있는 2개의 리니어 모듈을 식별합니다. 이 모듈은 Z
축이 됩니다.

1

1

2

2

M4 x 8 나사 x 12

리니어 모듈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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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조립

M4 x 8 나사 x 8

　11/24
Z축의 하단에 나사를 장착합니다. 15단계까지 나사를 조이지 마십시오.

　12/24
중앙에서 그림과 같은 위치로 플랫폼을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Z축 슬라이더를 맨 끝까
지 이동합니다.

12

2



26 | 빠른 시작 가이드 | 27

기계 조립

리니어 모듈 x 1

　13/24
레이저 패턴 �Lead 20 mm�가 있는 마지막 리니어 모듈이 X축이 됩니다. X축을 Z
축의 슬라이더에 부착합니다.

M4 x 8 나사 x 8

　14/24
Z축을 Z축 홀더에 부착하는 데 사용되는 나사를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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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조립

　15/24
Z축의 하단에 나사를 조입니다.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리니어 모듈의 양쪽 말단이 서로 수평으로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16/24
리니어 모듈의 양 끝에 손을 대고 X축을 맨 위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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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조립

컨버터 x 1

Y 변환 케이블 x 1

　17/24
Y 변환 케이블을 찾아 그림과 같이 2개의 Y축 모두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이를 
컨버터에 연결합니다.

M4 x 30 나사 x 4

　18/24
베이스 플레이트에 Y축 컨버터를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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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조립

　19/24
Z 변환 케이블을 찾아 그림과 같이 2개의 Z축 모두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이를 
컨버터에 연결합니다.

컨버터 x 1

Z 변환 케이블 x 1

M4 x 30 나사 x 4

　20/24
베이스 플레이트에 Z축 컨버터를 부착합니다.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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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조립

컨트롤러 x 1

M4 x 30 나사 x 4

　21/24
컨트롤러를 Z축에 부착합니다.

Add-on 3
H

eated Bed
Pow

er

Screen
USB

Toolhead
Add-on 1

Add-on 2

X축
Y축
Z축

　22/24
방진 플러그를 연 후 컨트롤러에 X, Y, Z 축을 연결합니다.

플러그가 뽑힌 슬롯에 방진 
플러그를 보관합니다. 먼지가 
쌓이면 컨트롤러의 성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커넥터가 올바른 방향인지 확인합니다.



36 | 빠른 시작 가이드 | 37

기계 조립

터치스크린 x 1

　23/24
터치스크린을 위치시킨 다음 터치스크린을 컨트롤러에 연결합니다.

전원 모듈 x 1 AC 전원 케이블 x 1DC 전원 케이블 x 1

기계의 전원이 켜져 있을 때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분리하지 마십시오.

전원 스위치가 꺼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4/24
전원 모듈용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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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조립

정말 대단합니다! 

기계 본체를 성공적으로 조립했습니다. 이제 한 가
지 기능을 선택하여 조립을 완료하고 첫 번째 작업
물을 세상에 선보이세요!

3D 프린팅 레이저 조각 
및 절단

CNC 조각

40 페이지 60 페이지 7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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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3.1 조립
3.1.1 3D 프린터 조립
3.1.2 초기 설정

3.2 시작하기
3.2.1 베드 보정
3.2.2 필라멘트 로드

3.3 프린팅 시작
3.3.1 G 코드 파일 준비
3.3.2 첫 인쇄 시작
3.3.3 출력물 탈거

3D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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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01/07
X축의 슬라이더에 3D 프린팅 모듈을 부착합니다.

M4 x 8 나사 x 4

3.1.1 3D 프린터 조립
가이드 및 사진 / Snapmaker

3D 프린팅 모듈 x 1

전원 스위치가 꺼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02/07
3D 프린팅 모듈을 컨트롤러와 연결합니다.

툴헤드 케이블 x 1

커넥터가 올바른 방향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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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03/07
필라멘트 홀더를 Z축에 부착합니다.

M4 x 10 육각 구멍붙이 나사 x 2

필라멘트 홀더 시트 x 1

필라멘트 홀더 튜브 x 1

M4 x 10 육각 구멍붙이 나사 x 1

1:1

히팅베드 x 1

M4 x 10 육각 납작머리 나사 x 14

     04/07
플랫폼에 히팅베드를 부착합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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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05/07
프린트 시트를 놓습니다.

프린트 시트 x 1

프린트 시트를 놓기 전에 히팅베드가 오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프린트 시트가 히팅베드와 완벽하게 정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Add-on 3
H

eated Bed
Pow

er

Screen
USB

Toolhead
Add-on 1

Add-on 2

히팅베드

     06/07
히팅베드를 컨트롤러와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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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초기 설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상기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터치스크린 홈페이지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 -> 설정 
선택 -> 필요에 따라 Wi-Fi 
또는 기계 정보를 탭합니다.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초기 
가이드는 한 번만 표시됩니다. 
다시 보고자 하는 경우 
터치스크린 홈페이지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 -> 설정 
선택 -> 가이드를 탭합니다.

     07/07
케이블 홀더를 Z축에 부착한 다음 툴헤드 케이블을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M4 x 8 나사 x 2

케이블 홀더 x 1

툴헤드가 이동하기에 케이블 길이가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3.1.2 초기 설정 

AC 전원 케이블을 전기 콘센트에 꽂습니다. 전원을 켜고 터치스크린의 지시를 따릅니다. 약관 읽기 -> 기계 이름 지정 -> 
Wi-Fi 네트워크에 연결.

가이드 및 사진 / Snapmaker

기계를 다시 시작한 후 5초 동안 대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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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3.2.1 베드 보정

작동 원리 오토 레벨링
3D 프린팅 모듈은 특정 시점에 노즐과 히팅베드 사이의 거리를 센서로 측정하여 레벨링 절차를 수행합니다. 프린팅 공정 전
반에 걸쳐 노즐과 히팅베드가 최적의 거리에 있도록 압출기의 움직임이 조정됩니다.  

작동 원리 Z 오프셋 조정
Z 오프셋은 노즐 팁과 인쇄 표면 사이의 거리입니다. Z 오프셋 조정은 미세한 증분 단위로 노즐 높이를 수정하는 과정입니
다. 적절한 Z 오프셋 값은 출력물의 첫 번째 레이어를 프린트 시트에 밀착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이드 및 사진 / Snapmaker

0.1 mm

필라멘트

너무 낮음 너무 높음
프린트 시트

3. 캘리브레이션 카드를 빼낼 때 약간의 저항이 느껴지고 앞으로 밀면 주름이 생길 때까지 위/아래 버튼을 사용하여 노즐 
높이를 계속 조정합니다. 저장을 눌러 보정 설정값을 저장합니다.

다소간의 저항

주름진 캘리브레이션 카드

레벨링 방법
1. 터치스크린에서 오토 레벨링 절차를 실행합니다.

2. 노즐과 히팅베드 사이에 캘리브레이션 카드나 A4 용지를 놓고 마지막 지점의 Z 오프셋을 수동으로 보정합니다.



52 | 빠른 시작 가이드 | 53

3D 프린팅 

3.2.2 필라멘트 로드
가이드 및 사진 / Snapmaker

작동 원리 필라멘트 로딩
모터는 필라멘트를 압출기로 구동시키며, 여기서 필라멘트는 발열 블록에 의해 가열된 후 노즐을 통해 압출됩니다.

필라멘트 로딩 방법
1. 필라멘트 홀더에 제공된 PLA 필라멘트를 겁니다. 니퍼를 사용하여 필라멘트의 구부러진 끝을 자른 다음 필라멘트를 3D 
프린팅 모듈에 삽입합니다. 

2. 필라멘트 로드 화면에서 시작을 누릅니다. 온도가 목표 온도에 도달하면 로드를 누른 다음 모터가 필라멘트를 당기는 느
낌이 들 때까지 필라멘트를 3D 프린팅 모듈에 부드럽게 밀어 넣습니다.

3. 핀셋을 사용하여 노즐을 청소하고 완료를 누릅니다.

눈금 막대를 밀어 목표 노즐 온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즐에서 필라멘트가 나오지 않으면 위의 단계를 반복하여 필라멘트가 성공적으로 압출될 때까지 
완료를 누르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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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멘트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컨트롤을 선택한 후 노즐을 선택합니다. 온도가 목표 온도에 도달한 
후 언로드를 누르고 모듈에서 필라멘트를 빼냅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인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G 코드 
파일을 생성하십시오.

3.3.1 G 코드 파일 준비
가이드 및 사진 / Snapmaker

또한           를 클릭하여 자신의 파일을 업로드하고 파일 설정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USB 디스크를 통해 G 코드 파일을 기계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Snapmaker Luban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Wi-Fi로 전송된 파일은 터치스크린의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파일 > 로컬.

1. 소프트웨어 설치 및 초기 설정 완료
https://www.snapmaker.com/download에서 Snapmaker Luban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그런 다음 
동일한 Wi-Fi 네트워크를 통해 Snapmaker Luban을 기계에 연결합니다. 터치스크린에서 작업공간  입력 -> 연결 -> 
Wi-Fi 선택 -> 리프레시  클릭 -> 기계 선택 -> 연결 클릭 -> 예를 누릅니다.

2. G 코드 파일 생성 및 기계로 전송
① 뒤로 가기를 클릭하여 홈으로 돌아갑니다 -> ② 사례 라이브러리에서 테스트 파일을 엽니다 -> ③ 테스트 파일에 대
해 특별히 구성된 기본 설정을 사용합니다 -> ④ G 코드 파일을 생성합니다 -> ⑤ G 코드를 작업공간에 로드합니다 -> ⑥ 
Wi-Fi를 통해 G 코드를 기계로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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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코드 파일을 수신한 후 터치스크린에서 
연결 해제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수신된 G 
코드 파일을 찾아 선택하고 시작을 눌러 인
쇄를 시작합니다. 출력물의 첫 번째 레이어
가 인쇄 성공의 관건입니다.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해 특히 첫 번째 레이어가 배치되는 동
안 출력물을 주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설정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인쇄하기 전에 설정 
조정을 누르거나 인쇄 
진행 화면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합니다. 

3.3.2 첫 인쇄 시작
가이드 및 사진 / Snapmaker

접착 불량이 발생하면 인쇄 진행 화면을 왼쪽으로 스와이프하여 Z 오프셋을 조정해 보십시오. 또는 보정을 선택하여 히팅
베드 레벨링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베드를 보정하기 전에 노즐 팁이 깨끗한지 확인하십시오.

노즐과 히팅베드의 온도가 상온(터치스크린에 표시됨)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히팅베드에서 프린트 시트를 꺼내어 
약간 구부립니다. 

3.3.3 출력물 탈거
가이드 및 사진 / Snapmaker

인쇄 직후에는 노즐과 히팅베드가 여전히 매우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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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트 나이프는 날카롭습니다.

히팅베드에서 프린트 시트를 꺼내어 안정적인 편평한 표면에 내려놓습니다. 팔레트 나이프를 사용하여 
출력물을 탈거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하세요!
당사의 Facebook 그룹과 포럼
에서 출력물을 공유하세요.

필라멘트 런아웃 복구 및 정전 복구
이 프린터는 필라멘트 런아웃 복구 및 정전 복구를 지원하므로 더 이상 인쇄 재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라멘
트가 다 떨어지면 로드 준비(Ready to Load)를 누르고 새 필라멘트를 로드하여 인쇄를 재개합니다. 정전 시에는 복구를 
눌러 전원이 복구된 후 인쇄를 재개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Wi-Fi 또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통해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계를 켭니다 > 기계를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 터치스크린을 왼쪽으로 스와이프합니다 > 설정 > 펌웨어 업데
이트 > 업데이트 확인 > 지금 업데이트 > 완료를 차례로 누릅니다.

 : https://snapmaker.com/product/snapmaker-2/downloads에서 펌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 컨트롤러에 USB 플래
시 드라이브를 삽입합니다 > 기계를 켭니다 > 터치스크린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합니다 > 파일을 누릅니다> USB를 누릅
니다 > 업데이트할 펌웨어 파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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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조립
4.1.1 레이저 조각기 및 절단기 조립
4.1.2 초기 설정

4.2 시작하기
4.2.1 초점거리 측정
4.2.2 카메라 보정
4.2.3 재료 고정

4.3 G 코드 파일 준비 및 절단 시작

레이저 조각 및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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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모듈 x 1 M4 x 8 나사 x 4

4.1.1 레이저 조각기 및 절단기 조립
가이드 및 사진 / Snapmaker

     01/04
X축의 슬라이더에 레이저 모듈을 부착합니다.

전원 스위치가 꺼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02/04
레이저 모듈을 컨트롤러와 연결합니다.

툴헤드 케이블 x 1커넥터가 올바른 방향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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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4
플랫폼에 레이저 조각/절단 플랫폼을 부착합니다. 

레이저 조각/절단 플랫폼 x 1

M4 x 10 육각 구멍붙이 나사 x 10

1:1

     04/04
케이블 홀더를 Z축에 부착한 다음 툴헤드 케이블을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M4 x 8 나사 x 2

케이블 홀더 x 1

툴헤드가 이동하기에 케이블 길이가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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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초기 설정
가이드 및 사진 / Snapmaker

AC 전원 케이블을 전기 콘센트에 꽂습니다. 전원을 켜고 터치스크린의 지시를 따릅니다. 약관 읽기 -> 
기계 이름 지정 -> Wi-Fi 네트워크에 연결.

기계를 다시 시작한 후 5초 동안 대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설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상기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터치스크린 홈페이지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 -> 설정 
선택 -> 필요에 따라 Wi-Fi 
또는 기계 정보를 탭합니다.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초기 
가이드는 한 번만 표시됩니다. 
다시 보고자 하는 경우 
터치스크린 홈페이지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 -> 설정 
선택 -> 가이드를 탭합니다.

4.2.1 초점거리 측정
가이드 및 사진 / Snapmaker

작동 원리 초점거리
이 기계는 다른 높이로 몇 개의 선을 각인하여 레이저 모듈과 재료 표면 사이의 최적 거리를 식별합니다. 이 최적 거리는 초
점거리로 사용됩니다. 터치스크린에서 다양한 재료의 두께를 설정하기만 하면 초점거리가 일정하도록 기계가 자동으로 조
정됩니다.

작동 원리 초점
최상의 초점 조절 결과는 초점이 조각 또는 절단 과정 전반에 걸쳐 재료 표면에 바로 있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움완벽

너무 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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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원리 작업 원점
작업 원점을 설정하여 조각/절단이 수행되는 위치를 파악합니다. 작업 원점은 소프트웨어의 (0, 0) 좌표 원점에 해당합니다.

초점거리 측정 방법
1. 제공된 재료를 레이저 조각/절단 플랫폼에 놓습니다. 실리콘 플러그로 고정합니다.

2. 재료의 두께(1.5 mm)를 설정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3. X-, X+, Y-, Y+, Z- 또는 Z+를 눌러 레이저 모듈을 이동합니다. 레이저 카메라 음영이 재료의 표면에 약간 닿으면 다음을 
탭합니다. 작업 원점을 설정하기 전에 레이저 안전 고글을 착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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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거리를 다시 측정해야 하는 경우 자세한 지침은 온라인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4. X-, X+, Y- 또는 Y+를 눌러 레이저 스팟을 작업 원점 위치로 이동한 다음 작업 원점 설정 및 바운더리 실행을 눌러 작업 
원점이 적절한지 확인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작업 원점을 재설정하고 바운더리를 다시 실행합니다. 

5. 시작을 누르면 기계가 자동으로 초점을 조절합니다.

레이저 모듈이 기계의 어느 부분에라도 닿으면 즉시 기계를 끄십시오. 

1. 각인된 재료를 꺼냅니다. 레이저 조각/절단 플랫폼 중앙에 백지(150 mm x 150 mm 이상) 한 장을 놓고 고정합니다.

4.2.2 카메라 보정
가이드 및 사진 / Snapmaker

2. 시작을 누르면 기계가 각인된 정사각형을 사용하여 카메라를 보정합니다.

X축에서 레이저 모듈을 분리했거나 기계를 다시 조립한 경우 카메라를 다시 보정하십시오. 터치스크린의 
홈페이지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합니다 -> 설정을 선택합니다 -> 레이저를 누릅니다 -> 카메라 보정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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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인된 종이를 제거하고 제공된 다른 재료를 레이저 조각/절단 플랫폼의 중앙에 고정합니다.

두꺼운 재료를 고정해야 하는 경우 5.2.1 재료 고정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재료를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클램프 세트가 기계의 어떤 부분과도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2.3 재료 고정
가이드 및 사진 / Snapmaker

4.3 G 코드 파일 준비 및 절단 시작
가이드 및 사진 / Snapmaker

1. https://www.snapmaker.com/download에서 Snapmaker Luban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그런 다
음 동일한 Wi-Fi 네트워크를 통해 Snapmaker Luban을 기계에 연결합니다. 터치스크린에서 작업공간  입력 -> 연결 -> 

Wi-Fi 선택 -> 리프레시  클릭 -> 기계 선택 -> 연결 클릭 -> 예를 누릅니다.

2. 뒤로 가기를 클릭하고 사례 라이브러리에서 테스트 파일을 엽니다. 그런 다음 카메라 캡처 > 배경 추가를 클릭하고 시작
을 클릭합니다. 기계가 사진을 찍어 플랫폼의 파노라마에 연결하기를 기다린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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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한 이미지의 가장자리가 정렬되지 않은 경우 보정을 클릭하여 카메라를 수동으로 보정합니다.

이미지를 확대하여 정사각형과 완벽하게 일치할 때까지 선을 이동한 다음 확인 -> 적용을 클릭하여 완성된 
이미지를 확인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완성된 이미지가 좌표계에 로드됩니다. 캡처한 이미지의 가장자리가 여전히 정렬되지 않은 
경우 위의 단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4. 완성된 작업물을 꺼내어 조립을 완료합니다.

공유하세요!
당사의 Facebook 그룹과 포럼
에서 완성된 작업물을 공유하세
요.

또한           를 클릭하여 자신의 파일을 업로드하고 파일 설정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USB 디스크를 사용하거나 USB 케이블로 연결하거나 Wi-Fi를 통해 G 코드 파일을 전송하여 조각/절단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작업 원점을 직접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Snapmaker Luban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① 캡처된 플랫폼에서 절단 작업이 수행될 위치로 이미지를 끌어 놓습니다 -> ② 편집 섹션의 기본 설정을 사용합니다 -> 
③ 가공을 클릭하고 기본 설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④ G 코드 파일을 생성합니다 -> ⑤ G 코드를 작업공간으로 로드합
니다 -> ⑥ 재료의 두께를 설정합니다 -> ⑦ 실행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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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조립
5.1.1 CNC 조각기 조립
5.1.2 초기 설정

5.2 시작하기
5.2.1 재료 고정
5.2.2 비트 부착

5.3 조각 시작
5.3.1 G 코드 파일 준비
5.3.2 작업 원점 설정 및 조각 시작
5.3.3 완성된 작업물 정리

CNC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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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4
X축의 슬라이더에 CNC 모듈을 부착합니다.

CNC 모듈 x 1 M4 x 8 나사 x 4

5.1.1 CNC 조각기 조립

전원 스위치가 꺼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이드 및 사진 / Snapmaker

     02/04
CNC 모듈을 컨트롤러와 연결합니다.

툴헤드 케이블 x 1

커넥터가 올바른 방향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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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4
플랫폼에 CNC 조각 플랫폼을 부착합니다.

CNC 조각 플랫폼 x 1

M4 x 10 육각 구멍붙이 나사 x 14

1:1

M4 x 8 나사 x 2

케이블 홀더 x 1

     04/04
케이블 홀더를 Z축에 부착한 다음 툴헤드 케이블을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툴헤드가 이동하기에 케이블 길이가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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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초기 설정
가이드 및 사진 / Snapmaker

AC 전원 케이블을 전기 콘센트에 꽂습니다. 전원을 켜고 터치스크린의 지시를 따릅니다. 약관 읽기 -> 기계 이름 지정 -> 
Wi-Fi 네트워크에 연결.

기계를 다시 시작한 후 5초 동안 대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설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이 단계를 건너뜁니다. 상기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터치스크린 홈페이지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 -> 설정 
선택 -> 필요에 따라 Wi-Fi 
또는 기계 정보를 탭합니다.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초기 
가이드는 한 번만 표시됩니다. 
다시 보고자 하는 경우 
터치스크린 홈페이지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 -> 설정 
선택 -> 가이드를 탭합니다.

5.2.1 재료 고정

1. 제공된 재료를 CNC 조각 플랫폼의 중앙에 놓습니다.

2. 클램프 세트를 CNC 조각 플랫폼에 부착한 다음 나비너트를 조여 재료를 고정합니다.

가이드 및 사진 / Snapmaker

M4 x 70 나사

나비너트

고정구 액세서리

아치형 고정구

 제공된 모델의 크기는 139.2 x 141.5 mm입니다. 클램프 세트가 CNC 비트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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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를 CNC 조각 플랫폼을 통해 끝까지 조이지 마십시오.

클램프 세트가 기계의 어떤 부분과도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슬롯을 모두 사용하여 재료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작동 원리 CNC 비트 용도
평 엔드밀은 일반적으로 재료에 홈을 파거나 재료를 편평한 표면으로 절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볼 엔드밀은 일반적으로 재료를 곡면으로 조각하는 데 사용됩니다.

5.2.2 CNC 비트 부착
가이드 및 사진 / Snapmaker

CNC 비트 부착 방법
1. 딸깍 소리가 나면서 제자리에 고정될 때까지 ER11 콜릿을 ER11 너트에 비스듬히 삽입합니다.

ER11 콜릿(제공된 콜릿은 3.175 mm CNC 비트 
전용입니다)

ER11 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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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CNC 비트를 주의하여 취급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2. CNC 안전 고글을 착용합니다. CNC 비트를 ER11 콜릿에 삽입합니다(제공된 모델에는 평 엔드밀이 필요). 말단이 ER11 
콜릿의 쉘에 닿을 때까지 CNC 비트를 계속 누릅니다.

3. 전체 유닛을 생크에 최대한 조인 다음 단구 스패너를 사용하여 ER11 너트를 완전히 조입니다.

이제 인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G 코드 
파일을 생성하십시오.

14 mm 단구 스패너 17 mm 단구 스패너

5.3.1 G 코드 파일 준비
가이드 및 사진 / Snapmaker

1. 소프트웨어 설치 및 초기 설정 완료
https://www.snapmaker.com/download에서 Snapmaker Luban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그런 다음 
동일한 Wi-Fi 네트워크를 통해 Snapmaker Luban을 기계에 연결합니다. 터치스크린에서 작업공간  - 입력 -> 연결 -> 

Wi-Fi 선택 -> 리프레시  클릭        -> 기계 선택 -> 연결 클릭 -> 예를 누릅니다.

2. G 코드 파일 생성 및 기계로 전송 
① 뒤로 가기를 클릭하여 홈으로 돌아갑니다 -> ② 사례 라이브러리에서 테스트 파일을 엽니다 -> ③ 편집 섹션의 기본 설
정을 사용합니다 -> ④ 가공을 클릭하고 기본 설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⑤ G 코드 파일을 생성합니다 ->⑥ G 코드를 작
업공간에 로드합니다 -> ⑦ Wi-Fi를 통해 G 코드를 기계로 전송합니다.

또한           를 클릭하여 자신의 파일을 업로드하고 파일 설정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Wi-Fi로 전송된 파일은 터치스크린의 다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파일 > 로컬.

또한 USB 디스크를 통해 G 코드 파일을 기계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지침은 Snapmaker Luban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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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원리 작업 원점
작업 원점을 설정하여 조각이 수행되는 위치를 파악합니다. 작업 원점은 소프트웨어의 (0, 0) 좌표 원점에 해당합니다.

5.3.2 작업 원점 설정 및 조각 시작
가이드 및 사진 / Snapmaker

작업 원점 설정 방법
1. G 코드 파일을 수신한 후 터치스크린에서 연결 해제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수신된 G 코드 파일을 찾아 선택하고 다음을 눌
러 작업 원점 설정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2. X-, X+, Y-, Y+, Z- 또는 Z+를 눌러 CNC 비트를 작업 원점 위치로 이동합니다(이 경우 이미지의 중심을 소프트웨어의 좌
표 원점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CNC 비트는 재료에서 약 5 mm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5 mm

설정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미리 보기 화면에서 설정 조정을 누르거나 조각 진행 화면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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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Z+를 눌러 CNC 비트가 클램프 세트 위에 올 때까지 들어 올린 다음 바운더리 실행을 탭하여 작업 원점이 적절한지 확인
합니다. CNC 비트가 따라가는 경계의 일부가 재료를 벗어나거나 CNC 비트가 기계의 어느 부분에 부딪히는 경우 작업 원
점을 재설정하고 바운더리 실행을 다시 수행하십시오.

CNC 비트가 기계의 어느 부분에 부딪히는 경우 즉시 기계의 전원을 끄고 CNC 비트가 손상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손상된 경우 CNC 비트를 교체합니다.

클램프 세트 위의 CNC 비트로 바운더리 실행을 수행한 경우 CNC 비트를 낮추어 바운더리 실행을 다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소간의 저항

주름진 캘리브레이션 카드

3. CNC 비트와 재료 사이에 캘리브레이션 카드 또는 A4 용지를 놓습니다. 캘리브레이션 카드를 빼낼 때 약간의 저항이 느
껴지고 앞으로 밀면 주름이 생길 때까지 Z- 또는 Z+ 버튼을 사용하여 CNC 비트의 높이를 계속 조정합니다. 작업 원점 설정
을 누릅니다.

0.1 mm

5. 시작을 눌러 조각을 시작합니다.

5.3.3 완성된 작업물 및 기계 청소

1. CNC 조각 플랫폼에서 클램프 세트를 탈거합니다.

2. 완성된 작업물과 기계를 집진기로 청소한 후 니퍼를 이용하여 완성된 작업물을 탈거합니다.

가이드 및 사진 / Snap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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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세요!
당사의 Facebook 그룹과 포럼
에서 완성된 작업물을 공유하세
요.

리소스 

이 가이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은 당사 지원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Snapmaker 2.0을 선택
하여 -> 빠른 시작 가이드로 이동합니다.
https://support.snapmaker.com/hc/en-us

이 가이드 외에도 사용설명서를 당사 지원 웹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Snapmaker 2.0을 선택
하여 -> 사용설명서로 이동합니다. 
https://support.snapmaker.com/hc/en-us

일반 정보나 기술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당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upport@snapmaker.com.

구입 문의:
sales@snapmaker.com.

제품 구입:
https://shop.snapmaker.com.
 
당사 포럼에서 다른 Snapmaker 사용자와 원하는 것을 공유하세요.
https://forum.snapmaker.com.

펌웨어 업데이트
 Wi-Fi 또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통해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계를 켭니다 > 기계를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 터치스크린을 왼쪽으로 스와이프합니다 > 설정 > 펌웨어 업데
이트 > 업데이트 확인 > 지금 업데이트 > 완료를 차례로 누릅니다.

 : https://snapmaker.com/product/snapmaker-2/downloads에서 펌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 컨트롤러에 USB 플래
시 드라이브를 삽입합니다 > 기계를 켭니다 > 터치스크린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합니다 > 파일을 누릅니다> USB를 누릅
니다 > 업데이트할 펌웨어 파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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