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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8 가이드 발번역

2017.07.24
Koog

하다보니

존댓말과 반말이 섞여 있네

요 ㅠㅜㅜ

100%번역은 아니고, 대강대

강 필요한 부분들을 번역했

습니다. 실력이 좋지 않아서

번역이 매끄럽지 않지만 한

번은 보고 조립하시는게 좋

을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 구입은 기존에 많

이 하던 곳에서 주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맨 뒷 페이

지에 구매시 필요한 목록을

첨부하였습니다. 

원본은

https://www.thingiverse.com/t
hing:2263216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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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기전 이 문서를 모두 읽어주

세요

책임의 한계

전기,전자기기 및 A8이 어떻게 동작하

는지에 대해 지식없이 작업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메뉴얼에서 다루는 프레임은 실험작

이며, 모든 결과는 제작하는 자의 책임

이고, 이 매뉴얼의 저자는 책임지지 않

습니다. 

이 문서를 최대한 정확히 작성하려 노력

하였지만, 이 문서에 담겨있는 내용이

100%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자가 이용한 A8은 2016년 10월경 구

매한 제품으로, 당신의 프린터와 동일하

다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경고

Anet A8은 설계상 결함이 있으며 잠재

적으로 이 가이드에서 설명되지 않는 위

험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오직 견고

한 프레임을 제작하는 데에 도움을 주

며, 그 이외에 이미 프린터가 갖고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없습니

다. 당신의 책임 하에 프린터를 이용하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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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의 목적은 단단한 프레임을

만들되 최대한 많은 자원을 그대로 이

용하여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것입니

다.

당신이 이미 작동하는 여분의 3D프린

터를 갖고있지 않다면, AM8 제작을 만

류하고 싶습니다. A8이 유일한 프린터

이면서 이를 분해하면 다른 (잃어버린/

잘못 뽑은/깜박한)파트들을 출력하는게

힘들것 입니다. 그럼에도 작업을 하시

겠다면 모든 파트가 제대로 갖추어 졌

는지 확인 후 A8을 분해하시길 바랍니

다. 

차이점

실제 설명과 렌더링된 이미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자는 여분으

로 갖고 있던 부품을 재활용하였기 때

문입니다. 예를들어 바닥면의 프레임은

340mm이어야 하지만 저자는 333mm

의 여분의 프레임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렌더링된 이미지에서는 Y축

스무스로드(연마봉)이 앞으로 7mm 튀

어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조립

에서는 튀어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최상단의 프레임도, 313mm의

2040프로파일이지만 실제 저자는 2개

의 313mm 2020 프레임을 이용하였습

니다.

또한 렌더링된 이미지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많으므로 가이드를 잘 읽고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A8의 파트를 장

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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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3d프린터1.

M5x.8 탭2.

드릴3.

미터자4.

헥사렌치5.

재활용 A8 파트

모터1.

스무스로드2.

Z축 리드스크류3.

히팅베드와 베드캐리지4.

압출기5.

핫엔드6.

엔드스탑 스위치7.

리니어 베어링8.

GT2 벨트9.

메인보드10.

파워서플라이11.

LCD12.

전선13.

M3 스크류와 너트14.

플라스틱 파트

이 프레임은 다량의 플라스틱 출력

물을 이용합니다. 주요 목적은 정렬

(얼라인)을 위하여 사용되며, 부수적

으로 안정성을 주기 위해 이용합니다. 

모든 프레임 조인트는 적어도 한 개

의 금속 부속으로 연결되어 견고함을

유지합니다. 반면, 몇몇 플라스틱 파

트는(모터마운트, 텐셔너) 구조적 결

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고온 내성이 있는 출력물을 만들기를

권장합니다. (ABS, PETG) 열원(히팅베

드 등)근처의 부속이나, 지속적인 힘

을 받는 벨트 텐셔너 등의 부분은

PLA 출력물로는 어렵습니다. 특히 고

온의 물질을 출력할 때 더 그렇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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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상의 infill(인필)을 주고 출력하십

시오. Y belt tensioner block은 100%인

필로 뽑았으며, Y belt tensioner bearing 

carrier는 0.1mm 층간높이로 출력하였

습니다. (이 두 부분의 결합이 꽉 끼기에

문제가 없도록)

나머지 모든 부분은 1.2mm 벽, 0.2mm

층간높이에 40%인필로 출력하였습니다. 

모두 서포터는 필요없습니다. 

당신 프린터의 정확도에 따라 구멍이 작

을 수 있으며, 드릴로 확장해야 합니다. 

스무스로드를 플라스틱에 미리 결합시

킨뒤 플라스틱 부품을 회전시켜 헐겁게

만들어놓습니다. 추후 조립시 좀 더 편

합니다.

STL파일 앞에 적힌 숫자는 총 필요한 출

력물의 숫자입니다. 예를 3

_Y_Rod_Holder.stl은 3개의 출력물이 필

요합니다. 

M5x.8탭을 이용해 440mm프로파일의

한쪽 끝에 있는 두 구멍에 탭을 내어야

합니다. 각각 2040 프로파일은 끝에 두

개의 구멍이 있으며, 바닥면으로 갈 부

분에 M5 나사선 탭이 필요합니다. 

구매가 필요한 파트

BOM에 정리되어있다. 

추천하지만 필수는 아닌 아이템들도 있

다. 

   새 섹션 1 페이지 6    



분해

조립해봤으면 분해는 할 수 있을 것입니

다. 

분해하면서 리드스크류와 스무스로드를

주방세제와 온수로 세척하였습니다.

재봉틀기름을 리드스크류와 스무스로드

에 윤활하였는데, 스무스로드에는 얼마

나 효과적인지 모르겠지만 리드스크류

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파워를 뺍니다. 선도 뽑습니다.1.

전원선을 뽑은걸 확인합니다.2.

메인보드에 결속된 모든 것을 제

거합니다. 모터와 엔드스탑, 파워, 

베드, 핫엔드의 결속도 제거합니

다.

3.

핫베드의 선을 제거합니다.4.

벨트풀리를 분해한 뒤, Y축 전면

을 분해하여 베드, 캐리지, 스무스

로드를 꺼냅니다.

5.

익스트루더/핫엔드/모터 뭉치를

통째로 분리하여 전선이 당겨지

지 않도록 보관합니다.

6.

Z모터 커플러를 풀러서 모터와

분리합니다.

7.

맨위의 Z 축 모터를 잡고있는 아

크릴 판 두개를 제거합니다.

8.

코너 아크릴판 두개가 제거되었

다면 전체 Z축과 X축을 스무스로

드와 전산스크류까지 한꺼번에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잘 보관합니

다

9.

프레임에 결속되어있는 모터들을

분리합니다. 

10.

LCD판을 분리합니다. 11.

스크류(나사)들을 챙겨둡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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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AM8 프레임의 모든 파트들은 M5x10 스

크류와 M5 스퀘어 너트로 결속됩니다. 

스크류를 부품에 위치시키고 느슨하게

스퀘어넛을 결속시킨 뒤, 프로파일의 위

치를 잡아주고 다시 결속하는 식으로 조

립합니다.

바닥프레임 왼쪽,오른쪽 조립

1x 340mm 프로파일

2x bottom corner plates

5x 알루미늄 코너 브라켓

1x botton T자형 plate

22x M5 10mm 둥근머리 스크류(쌉니다)

2x M5 16mm 소켓 헤드 스크류

24x M5 네모(스퀘어)너트

2x 고무발

M5 10mm 스크류를 botton 

corner bracket의 가운데구멍, T

자형 bracket의 바깥구멍을 제외

한 모든 구멍에 위치시킵니다. 

1.

코너 플레이트의 가운데구멍은

M5x16mm 스크류에 고무발을

끼워 이용합니다.

2.

모든 부속품을 제자리로 위치시

킵니다. T자형 브라켓과 세개의

알루미늄 코너 브라켓이 프로파

일의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단단

히 결속하지는 않습니다.

3.

알루미늄 코너 브라켓의 면과 프

로파일의 끝선을 맞춘 뒤, 단단히

조입니다. 

4.

코너플레이트를 정렬하여 앞과

뒤의 프로파일이 놓일 공간을 확

보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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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브라켓

알루미늄 코너 브라켓

T자 브라켓

340 mm 프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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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대칭으로 양쪽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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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이 이쁘게 좌우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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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프레임

재료 : 2x 313mm 프로파일

313mm 프레임을 그림과 같이 조

립합니다. 프로파일의 끝단이 기

존 프레임의 옆면과 잘 일치하도

록 맞춰줍니다.

1.

위치가 잘 정렬되었으면 프로파

일을 결합하는 나사들을 모두 조

여줍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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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스무스로드와 베드

1x 380mm 스무스로드(Y)

2x Y Rod holder

4x M5x10 둥근머리 스크류

4x M5 스퀘어 너트

2x M3x18 스크류(A8재활용)

2x M3 hex nut

1x 히팅베드와 캐리지

Y 로드홀더 1개를 스무스로드에

끼웁니다. Y로드홀더는 프로파일

에 슬라이드시켜 위치시킵니다.

1.

베드의 베어링을 스무스로드에

끼웁니다. 베드의 파워케이블 부

분이 프린터의 뒤쪽으로 가도록

합니다.

2.

남은 Y로드홀더를 스무스로드에

끼웁니다. 

3.

M3 스크류를 Y로드홀더의 클램

핑(물어줍니다)용 구멍에 집어넣

습니다. 밑의 헥스 구멍 안에 M3 

hex 너트를 집어넣습니다. 

4.

M3 스크류를 조여 Hex 너트와 결

속켜줍니다. 아직 스무스로드를

조이지는 않습니다. 

5.

Y로드 홀더의 위치를 조절하여 프

레임의 앞 뒤에 맞춰줍니다. 아직

조이지는 않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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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모터와 텐셔너

필요재료 : 

1x Y motor mount

1x y motor

1x y belt block

1x y belt tensioner

5x m5x10 둥근머리스크류

5x m5 스퀘어너트

1x m3x10 스크류

5x m3x20 스크류

4x m3 와셔

2x m3 hex nut

1x y belt pulley(A8 재활용)

Y 모터를 Y 모터 마운트에 M3x20스크

류로 결속합니다.스크류와 마운트 사

이에 와셔를 이용합니다.

1.

Y 모터 마운트를 뒤쪽 프레임에 슬라

이드시킵니다.(스퀘어너트)

2.

텐셔너 블록을 앞쪽 프레임에 슬라이

드시킵니다.

3.

M3 hex 너트를 텐셔너에 위치시킵니

다. 

4.

텐셔너에 m3x10스크류를 박습니다. 

Hex 너트를 스크류에 살짝 끼워줍니

다.

5.

텐셔너를 텐셔너 블록에 집어넣습니

다

6.

벨트 풀리를 텐셔너에 M3x20 스크류

와 헥스너트를 이용해 고정합니다.

7.

모든 너트는 아직 조이지 않습니다. 8.

   새 섹션 1 페이지 15    



남은 Y 레일 장착

필요파트 : 

1x380mm 스무스로드(y)

1x Y rod holder

1x y rod holder with endstop

4x m5x10 둥근머리스크류

4x m5 스퀘어너트

2x m3x18 스크류(a8재활용)

2x m3 hex nut

1x y endstop(a8 재활용)

2x endstop 나사(a8 재활용)

Y rod holder with endstop 을 뒤쪽 프

로파일에 슬라이드 시킨다

1.

380mm 스무스로드를 베드의 베어링

을 관통하여 Y rod holder에 장착한

다. 정 위치보다 더 뒤로 집어넣는다. 

2.

앞쪽 프로파일에 Rod holder를 슬라

이딩한다. 

3.

스무스로드를 앞쪽으로 슬라이드하여

앞쪽 Rod holder에 집어넣는다. 

4.

Rod의 위치를 잡고, Rod holder의 텐

션스크류를 조여 Rod와 Rod holder

를 조인다. 

5.

로드홀더의 m5스크류를 느슨하게 유

지하여 나중에 정렬할 수 있도록 한

다.

6.

Y endstop을 장착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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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바닥프레임

결합시킨다. 직사각형 형태

를 잘 잡아준다.

1.

프레임이 정렬된 채로 조여

준다. Y rod의 위치는 양쪽으

로 대칭이어야 하며, 서로 평

행하여야 한다.프레임에서부

터 rod까지의 길이를 재며

조절한다. 

2.

벨트 텐셔너를 정렬하여 베

드의 벨트마운트와 일직선을

이루도록 한다. 정렬후 고정

한다.

3.

Y 모터 풀리를 마찬가지로

베드의 벨트마운트, 벨트 텐

셔너와 일직선이 되도록 정

렬한다. 모터마운트와 히팅

베드의 커넥터가 서로 간섭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저자의 예시5.

모터풀리, 벨트마운트, 벨트

텐셔너가 모두 일직선을 이

루면서 베드가 스무스로드

위를 자유롭게 움직이면, 벨

트를 장착한다. 

6.

벨트 텐셔너

엔드스탑

Y 모터 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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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프로파일 장착

2x440mm 프로파일(바닥 탭)

2x m5x10 둥근머리 스크류

2x m5x16 소켓헤드 스크류

2x 고무발

440mm 프로파일을 탭낸 면이 아래가

되도록 슬라이드하여 바닥프레임에

장착한다. 

1.

바닥 T자형 브라켓과 440mm 프로파

일을 정렬한다. 

2.

M5x10 둥근머리 스크류를 T자형 브

라켓의 안쪽 홀에 체결한다

3.

M5x16 스크류를 고무발과 함께 T

자형 브라켓의 바깥쪽 홀에 체결한다. 

4.

수직 프로파일(440mm)에 직접 달려

있는 모든 나사를 단단히 체결한다. 

(브라켓들)

5.

440mm 수직 프로파일의 위치를 정렬

한다. 수직 프로파일의 뒤쪽 모서리가  

바닥 프레임의 뒤쪽 끝에서 127mm만

큼 떨어지도록 한다. 양 쪽 수직 프로

파일의 위치가 대칭이 되도록 주의한

다.

6.

바닥 프로파일과 수직 프로파일을 체

결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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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와 파워 서플라이 체결

1x 메인보드 마운트(팬 달린버전 혹은 없는

버전)

1x 파워 서플라이 마운트

7x M5x10 둥근머리나사

7x M5 스퀘어 너트

팬 달린 메인보드 마운트 장착시 : 

1x80mm fan

2x80mm fan guard

8x  M3 x20 스크류

8x m3 너트

팬을 단다면, 팬을 먼저 메인보드 마

운트에 체결하는것이 용이하다.

1.

M3x20 스크류를 이용하여 팬 가드를

팬과 함께 메인보드 마운트에 체결한

다.

2.

메인보드 마운트를 그림과 같이 왼쪽

수직 프로파일에 체결한다. 낮을 수록

좋다. 

3.

파워 서플라이 마운트도 동일하게 오

른쪽에 체결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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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보드 마운트

파워 서플라이 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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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모터 마운트와 모터

8x M5x10 스크류

8x m5 너트

2x 스테퍼모터(Z)

8x M3x20 스크류

8x M3 washer

1x z 모터 마운드 왼쪽

1x z 모터 마운드 오른쪽

왼쪽 모터 마운트를 왼쪽 수직 프로

파일에 슬라이딩 시키고, 오른쪽도 동

일하게 오른쪽 모터 마운트를 작업한

다.

1.

모터 마운트의 위쪽 면이 바닥 프레

임의 윗면보다 25mm 위로 올라오도

록 위치시킨다.

2.

모터 스크류를 단단히 체결한다. 3.

모터를 모터 마운트에 M3 스크류로

체결한다. 와셔를 모터마운트와 나사

사이에 이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사

의 길이가 길어서 체결이 불가능 할

것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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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mm 스무스로드와 리드스크류

2x380mm 스무스로드

1xZ endstop 마운트

1x Z endstop(a8 재활용)

2x endstop 스크류

2x m5x10 둥근머리나사

2x m5 스퀘어 너트

2x 리드스크류

2x 모터 플렉시블 커플러(a8 재활용)

1x 조립된 X carriage(a8 재활용)

Z 엔드스탑 마운트를 왼쪽 수직 프로

파일에 슬라이딩 시킨다. Z 모터 마운

트 근처에서 고정한다.

1.

Z 엔드스탑을 z 엔드스탑 마운트에

고정한다.

2.

모터 샤프트에 모터 커플러를 연결한

다.

3.

리드스크류를 모터 커플러에 연결한

다. 

4.

스무스로드를 로드 구멍에 삽입한다. 5.

조립되어있는 X carriage를 스무스로

드와 리드스크류에 결합한다. 리드스

크류를 손으로 회전시켜 캐리지의 위

치를 모터마운트 근처 안정적인 위치

로 내려둔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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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스무스로드 홀더

Z 로드 홀더 왼쪽

Z 로드 홀더 오른쪽

8x m5x10 button head screw

8x m5 스퀘어 너트

2x m3x20 스크류

2x m3 헥스 너트

Z 로드 홀더를 수직 프로파일에 슬라

이딩 시킨다.

1.

로드를 z 로드 홀더에 삽입한다.2.

M3 Hex 너트를 로드홀더의 hex너트

구멍에 집어넣는다.

3.

M3 screw를 집어넣는다.4.

Z 로드 홀더 끝에 스무스로드와 프로

파일의 끝이 위치할 때 까지 Z 로드

홀더의 위치를 내려 조절한다.

5.

M3 스크류를 체결하여 위치를 고정한

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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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프로파일 뭉치

2x 상단 코너 plate

2x 알루미늄 코너 브라켓

1x 와이어 홀더

17x m5x10 둥근머리 나사

17x m5 스퀘어 너트

1x m3x20 스크류

1x m3 헥사 너트

아래의 그림과 같이 조립한다.1.

와이어 클램프를 와이어 홀더에 조립

한다. 단, 와이어는 나중에 건다.

2.

상단 프로파일 뭉치를 수직 프로파일

에 슬라이딩 시킨 후, 체결한다.

3.

1x 와이어 클램프(A8 재활용)

와이어 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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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조립

1x LCD 케이스 상판

1x LCD 케이스 하판 왼쪽

1x LCD 케이스 하판 오른쪽

1x LCD 스크린(A8 재활용)

4x m3 LCD 마운팅 스크류(A8 재활용)

4x m3 Hex nuts(A8 재활용)

4x M5x10 둥근머리나사

4x m5 스퀘어 너트

LCD를 LCD 케이스 안에 위치시킨다. 1.

M3 hex 너트를 왼쪽, 오른쪽 LCD 케이스

하판에 있는 홈에 집어넣는다.

2.

LCD 고정용 스크류를 구멍을 통해 M3 

hex너트에 관통하도록 체결한다.

3.

LCD 케이스 상판과 하판이 체결되었으면, 

바닥 프로파일의 앞쪽부분에 고정한다. 가

운데에 맞춘 후 고정한다. 

4.

LCD 케이블을 메인보드에 연결한다. 저자

는 프레임 하부로 통과시켜서 연결하였다.

5.

   새 섹션 1 페이지 27    



메인보드와 파워 서플라이 연결

1x 메인보드

1x 파워 서플라이

A8의 고정용 부속품

A8에서 나온 스크류와 스페이서

(하얀 플라스틱)등을 이용하여 파

워 서플라이와 메인보드를 체결

한다.

1.

파워서플라이는, 3개의 나사가 마

운트의 구멍을 통과하여 파워 서

플라이에 체결된다. 터미널(전선

연결)부분이 하단으로 가도록 체

결한다.

2.

메인보드도 A8에서 나온 스크류

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체결한

다. 스페이서는 보드와 보드 마운

트 사이에 위치한다.

3.

원래 되어있던 대로 배선한다. 저

자의 추천 : 

가능하다면, 프로파일 안쪽으로

배선을 한다. 다만 이때 프로파일

의 단면에 선이 단선이 되지 않도

록 연마가 되어있어야 한다. 

1.

X 캐리지의 전선을 상단 프로파

일 위쪽으로 연결하여 와이어 홀

더에 연결한다. 전선의 길이가 충

분하도록 유의한다. 

2.

전선 배선

Z axis 레벨

저자의 추천 방법으로, 리드스크류를 손

으로 돌려서 로드 홀더에 양쪽이 맞닿도

록 한다. 프린터의 전원을 켠 후, Z axis

를 패널을 조작해서 바닥으로 내린다

(home 기능 아님). Z endstop 마운트의

위치가 조절가능하도록 느슨하여야 한

다.

Z axis를 내려서 프린터 헤드가 베드에

매우 가깝도록 한 뒤, (1~2mm) z 

endstop을 올려서 '딸깍'소리가 나며 눌

리는 지점에 고정한다. 

Z 엔드스탑 마운트가 단단히 고정되었다

면, 패널을 이용해 Z 위치를 조절해가며

home 포지션이 적절한 지 확인한다. (베

드가 노즐에 찍히지 않도록) 위치가 적

절하면, 패널을 통해 home all을 하고 통

상적인 레벨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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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저자는 지금까지 기본 펌웨어를 이용하

고 있지만

Skynet의 최신 버전을 이용하는 것을 권

장한다. 

Skynet은 marlin펌웨어 기반의 anet a8

용 펌웨어이다. 

번역중  추가 페이지

   새 섹션 1 페이지 29    



번역중  추가 페이지

기본 Tap : M5 4개 (440mm 수직 프로파일 각각 2개씩)

권장 : 바닥에 M5 8개 탭과 홀을 내어 스크류로 체결

구매사항 : 

   새 섹션 1 페이지 30    



프로파일: 1.

구매사항 : 

2x 2040 340mm 

3x 2040 313mm

2x 2040 440mm

브라켓 : 알루미늄 직각 브라켓 12개 (+추가권장 2개)

체결용품:2.

100x M5x10 둥근머리나사(그냥 소켓헤드 스크류 이용 가능)

8x M5x 10 소켓 헤드 스크류(보통 알고있는 M5 나사)

6x M5x16 소켓 헤드 스크류 (고무발 장착용)

110x M5x.8 스퀘어 너트 : 프로파일 체결용

8x M3 washer 

기타 : 3.

고무발 6개

비고 : Sem's screw(스프링 와셔가 내장된 나사)를 이용하는 경우 확장된 구멍이 필요

둥근머리나사는 비용적으로 저렴하기위해 구분되어 이용된 것으로, 길이 맞으면 아무거나 써도

괜찮을 것 같다. 수연님의 구매목록을 교차확인하고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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