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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권장	사양

 Weaver3 Studio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용자 PC 사양입니다.

		 세부 설명

  Weaver3 Studio를 원활하게 구동시키기 위해서 아래 사양의 PC를 권장합니다.

  1. CPU : Intel Core i5-8xxx or AMD Ryzen5 15xx 이상

  2. RAM : 8Gb 이상 (Weaver3 Studio만 구동 조건)

  3. HDD : 1Gb 이상 (CAD to STL 모듈 제외시 500 Mb)

  4. GPU : OpenGL 4.1 compatible graphics card for 3D layer view

  5. OS : Windows 10 이상 (필수)

1.2		 기본	화면

 

  - 이 기기의 GUI 및 사용설명서에서 사용한 글꼴은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 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끝난 후 Weaver3 Studio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기본화면이 나타납니다.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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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번호 명칭 설명

1 기본 메뉴 바 파일을 불러오거나,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프로젝트 값을 가져오기, 파일 및 설정 

값을 내보내기, 언어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3차원 뷰 프로그램에 불러온 모델을 화면을 통해 3차원으로 재구성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3 뷰 각도 전환 버튼 3차원의 화면을 정해진 각도에 따라 등각, 정면, 좌, 우 상 뷰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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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명칭 설명

4 모델 확대 버튼 3차원 화면을 모델의 크기에 따라 확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5 프린터 영역 3차원 뷰에서 실제 프린터의 내부 영역을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출력 위치 및 

크기를 미리 보여줍니다.

6 사용자 계정 로그인을 통해 클라우드에 연결합니다.

7 프로파일 설정 버튼 출력에 필요한 값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기본 모드 : 재료, 내부채움, 서포트, 익스트루더 등 기본값 설정 가능

- 사용자 정의 모드 : 여러가지 값들 설정 가능

8 모델 회전 버튼 화면상의 모델을 선택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각도만큼 3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9 모델 크기 변경 버튼 화면상의 모델을 선택하여 배율이나 길이 단위로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0 프린터 정면 표시부 프린터의 정면부를 표시하여 실제 출력될 방향을 화면상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11 3차원 모델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3차원 모델 데이터를 가져오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12 미리보기 버튼 레이어 뷰어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익스트루더, 라인타입, 속도값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표시하여 볼 수 있습니다.  

13 저장 버튼 w3s 포맷으로 파일을 저장합니다. 내 PC 또는 클라우드에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14 출력 버튼 사용자의 프린터와 연결하고 직접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15 모델 불러오기 버튼 출력하고자 하는 3차원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가져오도록 합니다.

16 모델 리스트 불러온 3차원 모델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17 프린터 정보 사용하고자 하는 프린터를 IP로 조회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프린터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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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기능	상세	설명

2.1	 기본	메뉴	바

                프로그램 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파일, 재질 및 언어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세부 설명

 파일

 - 최근에 불러온 모델 : 최근에 열었던 파일을 선택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 W3S 파일 열기 : w3s 포맷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W3S 파일 저장 : 모델 파일을 w3s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열기 : 프로젝트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w3s.proj 확장자만 가능)

 - 프로젝트 저장 : 프로그램에서 작업하던 내용을 프로젝트 파일(.w3s.proj)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 언어 :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 : 프로그램 버전을 확인하고 최신 버전이 있을 경우 알려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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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불러오기

 출력하고자 하는 3차원 모델을 프로그램으로 가져오고 화면에 보이도록 합니다. 

 현재 지원하는 파일의 확장자는 ply, obj, stl(binary, ascii), 3mf 입니다.

	 세부 설명

 1  화면의 Load Model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파일을 선택하면 3차원 모델 파일이 화면에 프린터 베드에 올려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3  모델 리스트에서 불러온 모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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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D Cad 파일 불러오기 : 다양한 3D CAD 데이터를 Weaver3 Studio에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Weaver3 Studio 설치시에 Cad To STL을 체크하고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면 불러오기 기능에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3D Cad Type이 생기고, 해당 Type을 선택하면, 3D Cad 모델을 

 Weaver3 Studio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2.3	 프로파일	설정

                        모델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라미터 값들이 필요합니다.

          필라멘트의 재질부터 정밀도를 결정하는 레이어마다의 높이 및 프린팅 속도까지 여러 파라미터 값들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부 설명

 1  프로파일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원하는 설정 모드에서 프로파일 값들을 셋팅합니다. 하단 버튼을 통해 모드 전환이 가능합니다.

   -  기본 모드 : 재료, 내부채움, 서포트, 익스트루더 등 기본적인 값들을 설정합니다.

   -  사용자 정의 모드 : 여러가지 값들을 변경할 수 있고 원하는 프로파일을 생성 및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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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모드

 재료	: 익스트루더 별로 재질 선택이 가능합니다. 

	 내부	채움 : 패턴을 선택하고 밀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서포트	: 서포트 사용 유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서포트 : ABS, ASA 재질만 사용 가능하며 모델과 서포트 사이 접촉면은 RSA 재질을 사용합니다.

        - 오버행 각도 : 서포트가 필요한 부분의 경사각도를 설정하여 서포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래프트	익스트루더 : PLA 재료 사용 시 래프트에 사용할 익스트루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서포트는 재료의 사용량을 절약하기 위하여 모델과 서포트의 접하는 부분만 잘 분리되도록 

   RSA 재질을 사용하고 나머지 서포트 부분은 모델과 동일한 재질(ABS, ASA)을 사용하도록 한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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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정의	모드

 -  기능에 따라 14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품질

 • 벽

 • 위 / 아래

 • 내부채음

 • 재료

 • 속도

 • 이동

 • 냉각

 • 서포트

 • 빌드 플레이트 부착

 • 이중 압출

 • 메쉬 수정

 • 특수 모드

 • 실험적인

 - 노즐 별로 값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수정된 프로파일은 화면 상단  버튼을 눌러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속성 값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각 속성 값의 툴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사용자	정의	프로파일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여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출력 품질, 출력 속도 등 모델에 따라 사용자가 적절한 값을 

 셋팅하고 저장한 후 필요시 해당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프로파일은 사용자 정의 모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세부 설명

 1  사용자 정의 설정 화면에서 프로파일 값들을 수정합니다.

 2  값을 변경하면 해당 항목에 되돌리기  표시가 생깁니다.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면 수정된 값을 초기값으로 되돌립니다. 

    예) 내부채움 밀도를 30%로 변경

 3   상단의  버튼을 눌러 새로운 프로파일 이름을 넣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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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가한 사용자 정의 프로파일은 상단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존에 만들어 놓은 사용자 정의 프로파일을 수정해야 할 경우 해당 프로파일을 선택하여 값을 변경한 후 상단 우측 

   메뉴의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갱신할 수 있습니다.

2.5	 모델	회전

      화면상의 모델을 선택하여 3축 방향으로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 회전 각도를 입력하고 +, -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축을 기준으로 모델이 회전합니다. 

 -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모델 불러왔을 때의 상태로 되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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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으로	베드에	붙이기 버튼을 누르면 베드와 가장 가까운 평면을 자동으로 베드 위에 붙이도록 합니다

 - 선택된	면을	베드에	붙이기를 체크한 후 베드에	붙이기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면을 베드 위에 붙이도록 합니다.

2.6	 모델	크기	변경

      화면상의 모델을 선택하여 배율이나 길이 단위로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배율 또는 길이를 변경하면 해당 축 방향으로 크기가 조절됩니다.

 - 비율	고정을 해제하여 가로 세로 비율을 다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모델 불러왔을 때의 상태로 되돌립니다.

<원본> <Y축 50% 축소><비율고정50% 축소> <X축 50%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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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방향	뷰	/	확대	뷰

 방향에 따른 바로보기 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면 후면 좌측면 좌측면

밑면 윗면 기본

              확대 뷰를 사용하여 모델을 확대하여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뷰

선택 모델 확대 베드중앙배치

전체 모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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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마우스	모델	편집	기능

 모델을 불러온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여러가지 모델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 복사, 삭제, 배치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	설명

	 모델	복사

 - 선택한 모델을 원하는 수량만큼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복사할 모델 개수를 직접 입력 또는 +,- 버튼을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델	삭제

 - 선택한 모델을 삭제합니다. 

	 전체	모델	삭제

 - 전체 모델을 일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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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	가운데로	이동

 - 선택한 모델을 베드 한 가운데로 이동시킵니다.

	 선택된	모델	정렬

 - 선택한 모델을 베드위에 비어 있는 공간으로 이동시킵니다.

	 전체	모델	정렬

 - 전체 모델을 베드위에 비어 있는 공간으로 이동시킵니다.

	 모델	합치기

 - 선택한 모델을 하나의 모델로 합쳐줍니다.

 - 모델 리스트에서 합쳐진 모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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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스트루더	설정

 - 모델 별로 출력할 익스트루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9		 레이어	뷰어

 레이어 뷰어를 사용하여 각 레이어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고 익스트루더, 라인 타입 별로 색상을 다르게 표시하여 볼 수 

 있습니다. 출력 예상 시간과 필라멘트 예상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설명

	 미리보기

 - 미리보기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싱이 진행되고 완료되면 레이어 뷰어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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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ode	보기	설정

 - 익스트루더별 보기, 라인타입별 보기, 속도값 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항목을 체크하면 해당 내용을 표시해 줍니다. 

	 익스트루더별	보기 

<익스트루더1> <익스트루더2>

 라인타입별	보기

<이동> <보조형상> <외곽> <내부 채움> <모두 선택>

	 속도값	보기

 <이동> <보조형상> <외곽> <내부 채움> <모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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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어	슬라이더

 - 좌측 레이어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레이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무브	슬라이더

 - 하단 무브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노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	시간	및	소요량

 - 레이어 뷰어 우측 하단에서 예상 출력 시간 및 필라멘트 소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프로파일 변경 후 미리보기 할 때마다 예상 시간과 소요량은 변경됩니다.

 미리보기	닫기 버튼을 누르면 레이어 뷰어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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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저장하기

 출력 설정이 완료된 파일은 내 PC 또는 클라우드 상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파일은 Weaver3 Studio 전용 포맷(w3s)로 저장됩니다.

 슬라이싱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슬라이싱 작업 후 해당 파일이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버튼의 우측 확장 화살표를 통해	[내	PC에	저장]	또는 [클라우드에	저장]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PC에	저장

 - 내 PC에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저장 위치를 선택하고 파일명을 입력하여 로컬 PC에 저장합니다.

	 클라우드에	저장

 - 클라우드에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에 접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클라우드 관련 설명은 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1	 프린터	추가

 프로그램에 3D프린터를 등록하여 해당 기계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의 IP를 조회하여 등록합니다.

 

  - 프로그램에서 직접 출력할 경우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부	설명

 1  프린터 정보 화면 하단의 ‘프린터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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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프린터 관리 화면 중간 프린터 추가 탭의 IP 입력란에 기계의 IP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 선택하기 탭에 

   추가됩니다.

 3  프린터 선택하기 탭에서 프린터를 선택하면 프린터 정보 창에 추가됩니다. 추가할 프린터가 없으면 프린터 템플릿 

   탭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템플릿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선택한 프린터의 우측 설정  아이콘을 눌러 프린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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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웹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연결된 네트워크 프린터의 카메라 영상을 웹 모니터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웹 모니터링은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되어 있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며 Internet Explore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부 설명

 1   프린터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프린터의 웹 모니터링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2  웹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실행되며 해당 프린터 정보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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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미지를 클릭하면 프린터 내부 카메라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Details 버튼을 눌러 상세 내용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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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클라우드
 

 

  - 웹 모니터링은 기본

 클라우드에 파일을 저장하거나 클라우드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부	설명

 클라우드 로그인

 1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클라우드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  로그인 화면이 뜨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3  소속된 팀을 선택합니다.

	 클라우드	로그아웃

 1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클라우드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2   내 계정 정보 창이 뜨면 우측 하단에 로그아웃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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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출력

 모델을 출력하는 방법으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부	설명

	 USB	메모리	이용

 1   저장 버튼 또는 상단 메뉴 바의 파일 – ‘W3S 파일 저장’을 선택합니다.

 2   생성된 파일을 USB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3   프린터 전면부에 있는 USB 포트에 연결하여 프린터 화면에서 해당 파일을 선택하여 출력합니다.

	 	네트워크	연결	이용

 

  - 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린터가 프로그램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1  프로그램 화면 우측 하단의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2  기계 상태 확인 후 출력 버튼을 누르면 출력할 파일을

   프린터로 전송합니다.

 3  파일 전송 완료 메시지 창에서 확인을 누르면 프린터에서 

   출력이 시작됩니다.

 로컬	연결	이용
 

 

  - 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린터가 프로그램을 실행중인 장비와

   USB 케이블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1  USB 연결 케이블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장비(PC)와 

   프린터를 연결합니다.

 2  프린터 관리 화면에서 USB 케이블로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3  프로그램 화면 우측 하단의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기계 상태 확인 후 출력 버튼을 누르면 출력할 파일을 프린터로 

   전송합니다.

 5  파일 전송 완료 메시지 창에서 확인을 누르면 프린터에서 

      출력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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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편	출력	따라하기

 기본 기능을 이용하여 3차원 모델을 출력하는 과정을 설명하였습니다.

3.1	 3차원	모델	파일	불러오기
      
             화면 좌측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불러오고자 하는 3차원 모델 파일을 선택합니다. 

             (기본 기능 상세 설명 참조) 선택된 모델이 화면에 보이는 프린터 베드의 중앙에 위치됩니다.

3.2		 기본	파라메터	설정

      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이 필요한 파라메터 값을 조정합니다.

      예) 익스트루더, 내부 채움 값을 변경하거나 서포트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3.3		 미리보기

      3차원 모델이 베드 상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레이어 뷰어로 전환됩니다. 

      레이어 뷰어에서 파라메터의 값이 반영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좌측 레이어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총 레이어 수 및 확인하고자 하는 레이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무브 슬라이더를 이용하여 노즐의 이동 경로를 화면에 표시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	 프린트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모델을 출력합니다. (기본 기능 상세 설명 참조)





fabweaver.com


	빈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