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Cura 14.09 

 

사용자 메뉴얼 

 

 

 

 

 

 

 

 

 

목차 



 

 1 

 
Pages     Contents 

 

2 1 환영합니다 

2 개요 

2 지원 

 

3 2 설치 방법 

3 Cura 14.09와 세팅파일 설치 

 

10 3 Cura 14.09 살펴보기 

10 Cura 14.09의 인터페이스 

 

11 4 메뉴 

11 파일 

11 툴 

12 기기 

12 전문가 설정 

12 도움말 

 

13 5 Cura 14.09 설정 

13 기기설정 

14 빠른 프린터 설정으로 전환 

15 자세한 설정으로 전환 

18 전문가 설정 

 

21 6 USB로 출력 해보기 

21 PronterfaceUI 사용해보기 

22 PronterfaceUI 인터페이스 

 

24 7 기술 문의 

24 추가 문의 사항 

 

 

 

 

 



 

 2 

환영합니다 
 

 

 

개요 

이 사용자 매뉴얼에서는 Cura를 이용한 3D프린터 작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용을 잘 읽어주시면 좋은 퀄리티의 출력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는 3Developer의 FAQ(자주하는 질문) 페이지 

(http://www.3developer.co.kr/)를 방문 후 관련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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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방법 

Cura 14.09와 세팅파일 설치 

프로그램은 Cura의 공식 배포처인 http://software.ultimaker.com/또는 

http://www.3developer.co.kr – SUPPORT – 사용중인 프린터 – 소프트웨어 &매뉴얼에서 볼 수 있

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메뉴에서 볼수있는 설정&한글패치파일도 받아줍니다. 

 

위 처럼 Cura 14.09과 Cura Setting 파일을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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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Cura 14.0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Next를 눌러줍니다. 

 

기본 드라이버 설치와 각종 확장자 지원 설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본 체크된 것만 클릭해두셔

도 무관합니다 다음 Install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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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는 것을 기다려 줍니다. 

 

설치가 끝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드라이버 설치) 다음을 눌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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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가 잘 되었습니다 마침을 눌러줍니다 

 

마지막입니다 Next 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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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a14.09 의 설치가 끝났습니다 Finish 버튼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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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Cura Setting 파일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다음을 눌러줍니다. 

 

동의함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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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폴더를 확인하신후 설치를 눌러줍니다. 

 

마침을 눌러주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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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a 14.09 살펴보기 

Cura 14.09의 인터페이스 

 

 

먼저 Cura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1. 모델 뷰로 디자인한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2. 제일 위의 를 누루게 되면 아래 5개의 메뉴가 나오며 는 모델 화면 , 는 처짐 

부위 표시 , 는 속 비움상태를 보여주는 화면 ,  속부분 엑스레이 형상을 볼 수 있

는 화면 , 는 출력시 모델의 모습과 적층 모습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3. 는 모델 불러오기 버튼이며 는 기본 pc에 Gcode를 저장하는 버튼 는 SD카

드 연결시 볼 수 있으며 SD카드에 직접 Gcode를 저장하는 버튼입니다. 은 컴퓨터와 

3D프린터를 USB케이블로 연결시 볼 수 있습니다. 버튼은 유매진이라는 모델링 사이

트에 모델을 올릴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4. 기본 설정 값 지정 화면입니다. 

5. 출력 모델의 남은 시간과 재료 사용량등의 표시입니다.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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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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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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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 파일 

- 모델링 파일 읽어오기 : 모델링 파일을 불러옴 

- 모델 저장하기 : 모델 파일 저장(크기, 위치,방향 변경시)  

- 플랫폼 새로고침 : 화면상의 모델을 다시 불러옴 

- 플랫폼 지우기: 화면상의 모델을 전부 지움 

- 프린트 : 프린트 창을 띄움 

 (프린터와 연결이 안되 있을시 Gcode 생성) 

- Gcode 저장하기 : Gcode 저장 합니다 

- 슬라이스 엔진의 로그 보기 : 슬라이서 로그를 보입니다 

- 프로파일을 기본설정으로 리셋 : 프린터 설정을 초기화 

- 환경설정 : 기본 설정과 필라멘트 가격 언어등을 바꿀수

있습니다. 

- 최근에 사용한 모델 파일 : 최근 사용한 모델 불러옴 

                                    - 최근에 사용한 프로파일 파일 : 최근 출력 설정 불러옴 

                                    - 종료하기 : Cura를 종료합니다. 

* 툴 

- 프로파일을 클립보드에 복사 : 설정정보 복사 

                                            - 한번에 모두 프린트 하기 : 모델을 한번에 출력 

                                            - 한번에 하나씩 프린트 하기 : 모델을 개별 출력 

                                            얼티메이커는 하나씩 나머지 프린터는는 모두 출                

                                            력 설정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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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 사용중인 장비 설정 : 사용중인 장비의 설정을 불러

옵니다 (여러가지 설정 저장 가능) 

- 기기설정 : 장비 추가 제거 이름 옵션등의 변경 추

가가 가능 

- 기본 펌웨어 설치: 얼티메이커 펌웨어 세팅 다른 기

종은 해당 안됨 

- 사용자 정의 펌웨어 설치 : 다른기종의 펌웨어 설치                                             

                                         가능      

* 전문가 설정 

 

- 빠른 프린터 설정으로 전환 : 설정을 간편하

게 해주는 설정이며 얼티메이커만 지원됨. 

- 자세한 설정으로 전환 : 출력 설정 가능 

- 전문가 설정 열기 : 조금더 자세한 설정 가능 

(자세한 설정으로 전환을 클릭시 활성화 가능) 

                                              - 처음 실행 마법사 실행 : 초기 설치 설정창으                                                                                                                                                                                                                                                                                                                            

                                               로 별도 실행 하지 않아도 됨 

* 도움말 

- 온라인 문서 : 얼티메이커 사이트로 접속됨  

- 문제 리포트하기 : 사용중 생긴 버그 문의 가능 

- 업데이트 확인 : 최신버전 다운로드 가능 

- Youmagine 웹사이트 열기 : 유메진으로 연결 

                                             - 큐라에 관하여 : 큐라 관련 정보를 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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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a 14.09 설정 

* 기기 설정 

 

- 12페이지의 기기 설정을 누루면 볼 수 있는 메뉴 입니다. 

- 8페이지에서 설치하는 Setting파일이 정상적으로 설치되면 따로 값은 만지지 않아도 됩니다. 

 

- 1mm 필라멘트 당 E_Steps : 프린터 작동시 공차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부분 통상 프린터의 기

본 값을 사용함 (기본 값 0) 

- 최대 두께(X), 길이(Y), 높이(Z) : 최대 출력 가능한 출력 범위 

- 익스투르더 갯수 : 노즐 수(기본 값 0) 

- 히팅 베드 : 히팅베드 사용 유무 

- 기기 중심 0,0 : 선택시 좌측 끝을 센터로 인식, 미선택시 bed의 중앙을 센터로 인식 

- Gcode 형태 : 사용하고자하는 Gcode 유형RepRap (Marlin/Sprinter)으로 제조사별 프린터 소스코

드, Ultimaker2는 UlitGcode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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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프린터 설정으로 전환 

- 빠른 프린터 설정시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전문가 설정 -> 자세한 설정으로 전환 -> Advanced : 프린터 기본 설정 모드 

 

- 퀵 프린트 프로파일 선택 : 출력물 퀄리티 설정 

     고품질 프린트 : 0.06mm 레이어, 프린팅 시간 오래 걸림  

     일반 품질 프린트 : 0.1mm 레이어, 프린팅 시간 보통(기본 권장 세팅) 

     빠른 저품질 프린트 : 0.2mm 레이어, 프린팅 시간 빠름(상대적으로 퀄리티 떨어짐) 

- 그 외 

서포트 프린트하기 : 선택 시 서포트 옵션 사용 

- 본 모드는 얼티메이커 2 제품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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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설정으로 전환 

Basic 

- 자세한 프린터 설정시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 전문가 설정 -> 자세한 설정으로 전환 -> Basic : 프린터 기본 설정 모드 

 

- 품질(출력품질 설정) 

     레이어 높이 : 기본 0.1(얼티메이커 최소 0.25~0.02, 프린터봇 0.3~0.1, TAZ4 0.3~0.075) 

     쉘 두께 : 벽 두께로 통상 노즐 사이즈에 X2로 사용함 EX 노즐이 0.4일 때 벽 두께는 0.8 

     리트렉션 활성화 : 모델에 따라 노즐 이동 시 원료 특성상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라멘트를 정해진 값만큼 되감아주는 기능(모델에 따라 사용여부 적용,기본 설정) 

- 채우기(내부 채움 설정) 

     아래/위 두께 : 바닥과 윗면의 두께 설정 (기본값 : 1~1.2) 

     채우기 밀도 : 채움 정도 (일반 : 20%, 0으로 설정 시 속 채움 없음) 

- 속도 및 온도(노즐 이동 속도 및 온도 설정) 

     프린트 속도 : 노즐 이동 속도 (일반 : 50, 고퀄리티 설정 시 20~30 권장) 

     프린팅 온도 : 노즐 부분의 온도 설정으로 필라멘트마다 다르며 얼티메이커는 별도 설정X 

     베드 온도 : 프린터 베드 부분의 온도 설정 기본 60도 얼티메이커는 별로 설정 없음 

- 서포트(서포트 설정, 사용 시 후 처리가 필요할 수 있음) 

     서포트 종류 : 

          사용 안함 : support 사용 안함 

          빌드 플레이트에 접촉 : 출력물과 닫는 부분만 서포트 생성(서포트 사용시 권장)  

          모든 곳 : 모델의 윗면에 맞춰 모든 부분 서포트 생성 

* 한글판에서는 서포트 설정이 안되므로 기기 메뉴에서 서포트 설정이 들어간 기기설정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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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설정이 필요한 경우 파일-환경설정-언어를 영어로 전환후 큐라를 재 시작후 설정을 해야함 

     플랫폼 부착 종류 : 출력물 바닥을 보강하여 출력물이 출력 도중 떨어지는걸 줄여줌 

          사용 안함 : 플랫폼 사용 안함 

          Brim : 첫번째 레이어 확장 출력 (제거가 쉬움, 사용시 권장) 

          Raft : 출력물 아래에 몇 개의 층을 출력(출력물이 바닥과 닿는 면이 적을 때 사용) 

- 필라멘트(필라멘트의 옵션 설정) 

     지름 : 필라멘트의 지름 설정 가능 프린터봇 1.75 TAZ4 2.85로 설정 얼티메이커는 설정X 

     압출량 : 기본 100%로 설정 

 

Advanced 

- 전문가 설정 -> 자세한 설정으로 전환 -> Advanced : 프린터 기본 설정 모드 

 

- 기기 

     노즐 사이즈 : 노즐 크기 (기본값 0.4) 모델마다 차이가 있음 

- 리트렉션 

     속도 : 필라멘트 되감는 속도 (기본 : 40) (얼티메이커는 별로 설정 없음) 

     거리 : 필라멘트 되감는 길이 (기본 : 4.5) (얼티메이커는 별로 설정 없음) 

- 품질 

     첫번째 레이어 두께 : 처음 레이어 층 두께 (0 설정시 layer height값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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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iial layer line width : 기본값 100% (얼티메이커는 별로 설정 없음) 

     오브젝트 하단 자름 : 모델 아래부분 제거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모델에 적용) 

     이중 압출 오버랩 : 기본값 0.15로 사용 

- 속도 

     이동속도 : 얼티메이커 150, TAZ4 100, 프린터봇 70사용 

     바닥 출력 속도 : 바닥 출력 속도( 일반 : 20, 바닥에 잘 붙도록 느린 속도 권장) 

     채움 속도 : 내부 채움 적용 속도 (0 설정시 기본 속도 적용) 

     바깥면 속도 : 외벽 출력 속도(0 설정시 기본 속도 적용) 

     안쪽면 속도 : 내벽 출력 속도(0 설정시 기본 속도 적용) 

- 냉각 

     레이어당 최소시간 : 한층이 굳는데 필요한 최소 시간 (기본 : 5) 

     쿨링팬 활성화 : 쿨링팬 사용 여부 

플러그인 

- 전문가 설정 -> 자세한 설정으로 전환 -> 플러그인 : 프린터 기본 설정 모드 

 

위의 화면이 초기 기본 화면 , 추가로 손댈 부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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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End-GCode 

- 전문가 설정 -> 자세한 설정으로 전환 -> Start/End-GCode : 프린터 기본 설정 모드 

 

위의 화면이 초기 기본 화면으로 기기마다 틀리며 기본값을 사용함 , 추가로 손댈 부분 없음 

*얼티메이커는 별도 설정 X 

* 전문가 설정 

- 전문가 설정 -> 전문가 설정 열기(클릭) - Expert config 창 생성: 전문가용 설정 모드 

- 자세한 설정으로 전환의 세부 옵션값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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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raction 

   최소 이동거리 : retraction 

   combing 활성 : 미 체크시 직선 이동 

   리트렉션 전 최소 압출 : 기본 0.02 

   리트렉션 할 때 Z hop : 리트렉션시 Z축을 올  

   리는 값 

- Skirt : 이전 작업 시 노즐에 남은 원료 제거 

   라인 수 : 1 : Skirt 사용, 0 : Skirt 사용 안함 

   시작 거리 : 출력물로부터 떨어진 거리 

   최소 길이 : skirt가 그려지는 최소 길이 

- Cool : 쿨링 팬 설정 

   최대 팬 속도일 때의 높이 : 쿨링팬과 출력물  

   의 높이(기본 : 5) 

   최소 최대 팬 속도 : 쿨링팬 속도 (기본 : 100) 

   최소 속도 : 프린터 저속작동시 쿨링팬 속도    

   (기본 : 10) 

- Infill : 바닥, 윗면, 내부 채움 설정 

  조밀한 상단 채움 : 윗면 자동 채움 설정 

                                          조밀한 하단 채움 : 바닥 자동 채움 설정 

                                          Infill 겹침 : 내부 채움 % 설정 (기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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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ort  

   스트럭쳐 종류 : 서포트 모양 설정 

   Grid : # 모양으로 서포트 생성 

   Line : ㄹ 모양으로 서포트 생성 

   서포트를 위한 돌출부 각도(deg) :  

   서포트가 생성되는 각도 

   채우는 양 : 서포트 채움 정도 

   거리 X/Y : 출력물과 서포트 거리 (기본 0.7) 

   거리 Z : 출력물과 서포트 거리 (기본 0.15) 

- Black Magic : Layer의 시작점을 Z축에서 계속 

변경 해줌으로써 출력물의 표면에 시작점이 덜 

보이게 해주는 기능 

   외형 윤곽을 나선형으로 하기 : 선택시 사용 

   Only follow mesh surface : 선택시 사용 

- Brim  

   Brim line amount : 브림에 사용되는 길이량 

- Raft 

   추가 마진 : 모델에서부터 얼마만큼 크게 만들   

   지 설정 

   라인 간격 : raft 라인간 거리 

   베이스 두께 : base layer의 두께 

   베이스 라인 폭 : base Layer의 너비 

                                  인터페이스 두께 : Interface의 두께 

                                  인터페이스 라인 두께 : Interface의 너비 

                                   

베이스 : bed에 붙는 바닥 

                                  인터페이스 : raft와 모델 경계면 

              Interface의 두께, 너비를 작게 주면 모델에서 raft를 떼어내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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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로 출력 해보기 

* PronterfaceUI 사용해보기 

- 얼티메이커2는 본 기능의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먼저 초기에 출력하고자 하는 도면을 넣은 뒤 SD카드나 USB가 컴퓨터에 연결이 안되있는 상태에

서는 위 그림의 빨간색 박스의 아이콘이 모양으로 표시되며 컴퓨터와 프린터를 USB로 연결

시 모양으로 바뀌는걸 확인할수 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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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nterfaceUI 인터페이스 

그리고 를 누루게 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1. 프린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버튼 입니다. 

2. 출력하고자 하는 도면의 출력을 시작하는 버튼 입니다 

3. 출력 버튼을 누루고 취소 시킬 때 사용하는 버튼 입니다. 

4. 1번의 연결 버튼을 누루고 난후 움직일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가운데 원부터 0.1MM, 1MM, 

10MM, 100MM 단위로 움직이며 집모양 버튼은 각각 X홈 모양을 누르면 X의 영점으로 Y홈 모양

을 누루면 Y의 영점으로 Z홈 모양을 누루면 Z의 영점으로 그냥 집모양을 누루면 XYZ의 영점으로 

각각 이동합니다. 

5. 실시간 현재 노즐의 온도를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6. Z축을 올리거나 내릴수 있는 버튼입니다. 

7. 온도가 170도 이상일 때 필라멘트의 압출이 가능한 버튼입니다. 

8. 프린터의 명령어 로그를 보여주는 창 입니다. 

9. 노즐의 온도를 조절이 가능합니다  

10. 베트의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11. 프린터의 명령어를 입력하는 창 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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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PronterfaceUI의 상단의 글씨는 현재 프린터의 상태를 나타내며 각각 처음에 연결시 

이라 뜨고 프린터 연결중이며 온도가 208도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연결시 온도는 바뀔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후 이라고 뜨며 프린터 연결이 완료 되었으며 현재 

온도는 208도라는 뜻 입니다. 

 

그리고 프린터가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연결에 오류가 생길시 아래와 같은 에러 코드가 뜹니다. 

 

 

이 경우에는 프린터의 전원과 USB를 빼고 다시 연결하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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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문의 

 

추가 문의사항 

기타 다른 문제들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도움 및 자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www.ultimaker.com (영문) 에 

있는 기술 포럼을 방문 하시거나 국내 독점 파트너인 3Developer (http://www.3developer.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이트 내용들은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 고객상담실 : 031-719-7372 / 홈페이지: www.3develo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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