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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Stratasys®, Objet®, FullCure®는 Stratasys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Connex, PolyJet, PolyJet Studio, 는 Stratasys Ltd.의 상표입니다.

Microsoft와 Windows XP는 Microsoft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이 설명서에 나오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 이름은 해당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FCC 준수

이 가이드에 나오는 장비는 테스트되었으며, FCC 규칙의 15부에 따라 클래스 A 장치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장비가 상용 환경에서 작동되는 경우, 유해한 간섭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Stratasys 3D 프린팅 시스템은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며 방출할 수 있고, 지침 
매뉴얼에 따라 설치되고 사용되지 않는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거 지역에서 이 장
비를 작동하면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자비를 들여 간섭을 해결해야 합니
다.

이 가이드에 나오는 3D 프린터에는 트랜스미터 모듈 FCC ID YH6-DUPCAB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Stratasys는 이 장비에 대한 무단 개조로 인해 발생하는 무선 또는 TV 간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조업체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변경 사항 또는 수정 사항은 사용자의 장비 작동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습
니다.

장비 재활용

EU에서 이 기호는 마지막 사용자가 제품을 폐기하려는 경우 회수와 재활용에 적합한 시설로 보내야 함을 나타냅니
다. 적절한 폐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 계약을 확인하거나 장비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책임의 제한

해당 제품,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그리고 '사용 가능한 대로'의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계약에 구
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Stratasys Ltd.는 상업성, 특정 목적 적합성 및 비침해성과 관련된 묵시적 보증
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모든 유형의 보증을 부인합니다.

사용자는 (i)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 사용 또는 사용 불가능, (ii) 구입한 모든 제품, 상품, 데이터, 소프트웨어, 정보 
또는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체 상품 및 서비스 조달 비용, (iii) 해당 제품, 소프트웨어 또는 데이터에 대한 무단 액
세스 또는 변조, (iv) 제3자의 진술 또는 행동, (v) 제품,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 관련 기타 모든 사항으로 인해 초래
되는 수익, 영업권, 사용 또는 데이터 손실이나 기타 무형적인 손실에 대한 손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모
든 직접, 간접, 부수적, 특수, 결과적 또는 징벌적 손해(Stratasys가 이러한 손해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도)
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텍스트 및 그림은 설명 및 참조용으로만 제공됩니다. 이러한 텍스트 및 그림이 기반으로 삼는 사양
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ratasys Ltd.는 언제든지 공지 없이 이 문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Stratasys Ltd.는 회
사 자체를 위해서 그리고 자회사를 대신하여, 여기에 나오는 기술상 또는 편집상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용 손실, 데이터 손실이나 변조, 지연 또는 이 문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또는 절약 금액 손실을 포함하
되 이에 제한되지 않고, 부수적, 결과적, 간접적 또는 특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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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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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 사용

이 사용자 가이드는 J750 3D 프린팅 시스템 설치, 작동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시스템을 사용
할 때, 사용자를 도와주는 실용적인 예제를 제공합니다.

이 가이드의 텍스트와 그림은 J750 3D 프린터, 프린터 소프트웨어 버전 
85.1.0PolyJet Studio 소프트웨어 버전 10.8을(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다음 사항을 가정합니다.

• J750 시스템의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 요소가 제대
로 설치 및 구성되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 운영자는 Windows® PC 플랫폼에 대한 작업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다른 언어로 된 문서를 포함하여, 이 프린터에 대한 추가 문서를 다운로드하
려면 http://www.stratasys.com/을 방문하십시오. 또한 이 사이트에서 소모
품 및 지원 연락처에 대한 세부 사항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정보가 제시되는 방식에 대한 질문 또는 의견이 있거나, 향후 버
전에 대한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c-support@stratasys.com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http://www.stratasys.com/
mailto:c-support@stratasy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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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에 사용되는 용어

빌드 트레이 PolyJet Studio 소프트웨어에서: 프린터의 실제 빌드 트레이를 
나타내는 화면에 표시되는 표면입니다.

프린터에서: 모델이 제작되는 표면입니다.

Cleaning Fluid(세척액) 프린터에서 다른 유형의 재료를 로드하기 전에 그리고 장기간 
꺼두기 전에 시스템에서 모델과 서포트 재료를 완전히 제거하
는 데 사용하는 프린팅 블록 및 재료 피드 튜브를 플러시하기 
위한 세척제입니다. 세척액은 표준 재료 카트리지로 제공됩니
다.

클라이언트/사용자 워크스테
이션

PolyJet 프린터에서 제작을 위해 빌드 트레이를 준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워크스테이션입니다. (로컬 네트워크에
서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Connex™ 프린트 헤드에서 동시에 여러 재료를 분사하는 방식의 프린팅 
모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인 J750 프린터가 디지털 재료 모드
에서 조형할 수 있도록 합니다.

Digital Material(디지털 재
료)

설치된 기본 모델 재료에서 프린터에서 구성한 모델 재료의 조
합입니다.

 

Digital Material Mode(디지
털 재료 모드)

서로 다른 두 가지 모델 재료를 사용하여 작업을 조형하는 데 
사용된 프린터 모드입니다. (또한 이 모드를 사용하면 단일 모
델 재료로 조형할 때 재료 교체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
다.)

Manager™ 제작 작업이 PolyJet 프린터로 전송되기 전에 이 작업을 관리하
는 PolyJet Studio 소프트웨어의 부분입니다.

Mixed Part(혼합 부분) 두 가지 이상의 모델 재료를 사용하여 Parts를 조형하는 모델
입니다.

Mixed Tray(혼합 트레이) 개체를 포함하는 빌드 트레이. 각 개체는 다른 모델 재료를 사
용하여 조형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모델 재료 모델 제작에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PolyJet Studio™ Stratasys PolyJet 프린터에서 조형할 파일을 준비하는 소프트
웨어입니다.

OBJTF PolyJet 3D 프린터의 모델 조형 작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
함된 파일의 확장자입니다. PolyJet Studio에서 objtf 파일을 사
용하여 조형 작업을 PolyJet 3D 프린터로 보냅니다.

OBJZF PolyJet Studio 빌드 트레이에서 사용되는 모든 파일이 포함된 
압축된 '래퍼' 파일의 확장자입니다. objzf 파일을 사용하여, 편
리한 보관과 전송을 위해 조형 작업을 단일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컴퓨터 J750 프린터 내 프린터를 작동하는 컴퓨터입니다.

 

프린터 인터페이스 J750 프린터를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GUI(그래픽 사용자 인터
페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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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소프트웨어 J750 프린터 내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로, 모든 프린
터 작동을 제어합니다.

레진 Stratasys PolyJet 프린터에서 사용하기 위한 포토폴리머 프린
팅 재료를 이루는 기본 물질입니다. PolyJet Studio와 프린터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레진'은 모델과 서포트 재료의 카트리
지를 나타냅니다.

STL PolyJet Studio 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파일 형식입니다.

 

서포트 재료 제작 시 모델 구조를 지지하거나 채우는곳에 사용되는 재료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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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능

Stratasys 3D 프린터는 CE와 FCC 표준을 준수하도록 설계되
었습니다. 이러한 프린터에는 다음 안전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
니다.  

커버 잠금 스위치 커버를 열면 UV 램프, 트레이 히터, 모션 모터에 공급되는 전원
이 꺼집니다.

경고

잠금 스위치를 제거(분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인터락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
는 경우, 프린터를 사용하지 말고 서비스 공급자에게 문의하십
시오.

안전 잠금장치 프린터가 작동하는 동안 커버가 잠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커
버를 들어올리면 UV 램프와 모션 모터가 꺼집니다.

경고

안전 잠금장치을 제거(분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심각
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안전 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프린터를 사용하지 말고 서비스 공급자에게 문의하십시
오.

UV 차단 커버의 투명한 부분이 해로운 UV 자외선을 차단하므로, 운영
자는 만들어지는 모델 상태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 2-1 J750 프린터의 전면 보기

회로 차단기 전기 과전류 발생 시 프린터의 전원이 꺼집니다.

참고: 회로 차단기는 서비스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UV 램프 과열 방지 램프의 주변 온도가 90°C(194°F)에 도달하면 UV 램프, 모션 
모터에 공급된 전원이 꺼집니다. UV 램프 커버의 레이블이 온
도가 65°C(150°F)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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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된 섀시 프린터의 섀시는 감전 방지를 위해 접지되어 있습니다.

참고: 전원 콘센트는 이러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 전기 
규정에 맞게 제대로 접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J750 3D 프린팅 시스템을 이 가이드에 지정된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안
전 기능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호 및 경고 표

다음 표에는 J750 프린터에 있는 경고 표가 나와 있습니다.

경고 기호 의미 위치 설명

위험(일반) 프린터 후면의 이름표. 프린터 작동 전에 이 문서

의 지침을 읽어 보십시오.

뜨거운 표면 프린트 블록. 화상 위험. 조형 후 이 표

면을 만지지 마십시오.

높은 전압 UV 램프 커넥터 근처.

전원 공급 인클로저 근

처.

감전 위험.

자외선 UV 램프 근처. 자외선으로 인한 부상 위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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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가이드라인

다음 일반 가이드라인과 함께 이 사용자 가이드 전체에서 제공되는 지침을 
따르면 시스템 작동 및 유지 관리 중에 사용자 안전이 보장됩니다. 지정된 대
로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안전에 위험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프린터 설치 ➢ 프린터 설치 및 제거는 자격을 갖춘 서비스 담당자만이 수행해야 합니다.

➢ 안전성이 인증된 전원 코드를 사용하여 전기 콘센트에 프린터(및 UPS 장
치)를 연결하십시오.

➢ 전기 콘센트는 프린터 근처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접지(어스) 와이어가 없는 콘센트에는 전원 코드를 연결하지 말고, 접지 
연결을 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감전으로 인한 심각한 위험에 운영자
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다음 안전 성명서 뒤에는 지역 규정의 필요에 따라, 핀란드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덴마크어 번역이 이어서 제시됩니다.

'시스템을 접지된 전원 콘센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 FI: Laite on liitettävä suojakoskettimilla varustettuun pistorasiaan.

❒ NO: Apparatet må tilkoples jordet stikkontakt.

❒ SE: Apparaten skall anslutas till jordat uttag.

❒ DK: Apparatets stikprop skal tilsluttes en stikkontakt med jord, 
som giver forbindelse til stikproppens jord.

➢ 통풍구와 벽이나 다른 물체 사이에 최소 15 cm의 공간을 남겨 두십시오.

프린터 작동 ➢ 프린터는 Stratasys 고객 지원 담당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만 작동해
야 합니다.

➢ 프린터 작동 및 유지 관리를 하는 모든 담당자는 구급 장비와 응급 장비 위
치 및 이 장비 사용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장비에 접근할 수 없게 
차단하지 마십시오.

➢ 프린터 커버를 닫을 때 이 커버에서 손가락이나 다른 신체 부분이 닿지 않
게 하십시오.

➢ 프린터가 작동하는 중에는 프린터 커버를 열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 인터락 안전 스위치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 인터락 안전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프린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작동을 멈춘 후에도 프린터의 일부분이 상당히 뜨거운 상태로 남아 있습
니다. UV 램프와 프린트 블록을 만지지 마십시오. 

UV 자외선 프린터에서 사용되는 UV 램프는 위험한 자외선을 방출합니다. 

➢ 프린터가 열려 있는 동안 UV 램프가 켜져 있는 경우 직접 UV 빛을 응시하
지 마십시오.  프린터를 끄고, Stratasys 서비스 공급자에게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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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유지 관
리

➢ 서비스 작업은 관련 안전 예방 조치 교육을 받은 자격을 갖춘 담당자만 수
행해야 합니다.

➢ 비일상적인 위험한 작업 시작 전에 J750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담
당자와 동료에게 알리십시오.

안전 책임자 또는 다른 해당 기관에 잠재적인 위험 및 안전 관련 사고를 보
고하십시오.

모델 및 서포트 
재료

모델 및 서포트 재료는 화학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재료를 직접 다룰 
때에는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J750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모든 모델과 
서포트 재료는 밀봉된 카트리지에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프린터 운영자
가 위험한 재료에 직접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누출
이나 유출 발생 시, 본 가이드에 포함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 15-25°C(59-77°F) 사이에 환기가 잘 되는 실내의 건조한 장소에 모델과 
서포트 재료를 보관하십시오. 화염, 열, 불꽃 또는 직사광선에 이러한 재료
를 노출하지 마십시오.

➢ 식음료가 보관, 준비, 소비되는 영역과 떨어진 곳에 모델과 서포트 재료를 
보관하십시오.

➢ 미경화 프린팅 재료는 위험한 물질로 간주되며, 이러한 재료를 직접 취급
할 때는 특정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부 자극을 방지하기 위해 네오
프렌 또는 니트릴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모델 및 서포트 재료가 눈에 튈 가
능성이 있는 경우, 안전 고글을 착용하십시오. 프린팅 재료에 장시간 직접 
접촉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표면에서 완전히 경화되지 않았을 수 있는 UV 경화 모델 취급 시, 일반 라
텍스 장갑이 적합합니다.

➢ 호흡기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모델과 서포트 재료가 사용되는 곳을 환기
하십시오. 프린터에 배기 덕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실내 환기 시스템
이 시간당 20회 이상 공기를 바꾸어야 합니다.

➢ 유출된 모델 재료 및 서포트 재료를 일회용 수건으로 닦아내고, 톱밥이나 
활성탄 등 기타 재사용이 불가능한 흡수성 재료를 치우십시오. 변성 알코
올 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IPA)로 유출 영역을 씻어내고, 비누와 물로 헹
구십시오. 지역 규정에 따라 흡수 물질을 폐기하십시오.

➢ 오염된 옷은 집에서 세탁하지 마십시오. 의류는 전문점에서 세탁해야 합
니다.

➢ 오염된 신발, 벨트 및 기타 가죽 제품은 모든 해당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
오. 이러한 제품을 착용하는 경우, 흡수된 프린팅 재료가 사용자에게 다시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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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램프 프린터가 프린팅 재료를 경화하기 위해 사용한 UV 램프에는 소량의 수은이 
들어 있습니다. 드물지만 램프가 파손될 경우, 수은 증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하고 실내를 환기하십시오. 작동 중 램프가 파열될(깨질) 경우 방에서 나가고 
약 30분 간 완전히 실내를 환기하십시오.

보호 장갑을 사용하여 수은 및 기타 램프 구성품에 접촉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사기, 패킹 테이프 또는 종이와 같은 수은 증기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흘린 수은을 조심스럽게 제거하십시오.

파손된 램프, 수은 및 오염된 재료를 밀폐된 비금속성 용기에 두십시오. 용기
를 해당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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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팅 재료 작업 관련 응급 처치

일반적으로, 미경화 프린팅 재료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피부나 눈에 이러한 재료가 닿은 경우, 즉시 해당 부위를 씻어내고 물로 완전
히 헹군 다음 해당 응급 처치 지침을 따르십시오.

프린팅 재료와 함께 제공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중요 안전 정
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재료를 사용하고 보관하는 장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이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피부와의 접촉 미경화 프린팅 재료가 피부에 닿은 경우, 즉시 비누와 차가운 물로 닿은 부위
를 완전히 씻어낸 다음 오염된 의류를 제거하십시오. 쉽게 씻을 수 없는 머리
카락, 귀, 코 및 기타 신체 부위를 씻어낼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액체 재료가 쉽게 피부에 침투하지 않도록 모공이 열리지 않게 차가운 물
을 사용하십시오.

➢ 세척제를 사용하여 피부를 닦지 마십시오.

➢ 피부의 넓은 부위가 노출된 경우 또는 장기간 접촉으로 물집이 생기는 경
우, 치료를 받으십시오. 어떠한 경우든 자극이 지속되면 치료를 받으십시
오.

➢ 손이나 다른 신체 부위, 특히 눈에 프린팅 재료가 실수로 닿지 않게 하십시
오.

➢ 보호 크림을 사용하는 경우, 완전히 피부를 닦아낼 때까지 보호 크림을 다
시 바르지 마십시오.

눈과의 접촉 미경화 프린팅 재료가 눈에 닿는 경우, 즉시 15분 동안 많은 양의 물로 씻어
내고 치료를 받으십시오.

➢ 햇빛, 형광등 및 기타 자외선이 나오는 광원을 피하십시오.

액체 프린팅 재료 취급 시 콘택트 렌즈 착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콘택트 렌
즈 착용 시 눈에 액체가 튀면, 즉시 렌즈를 빼고 물로 눈을 씻어내십시오.

➢ 오염된 렌즈를 세척하고 소독하십시오.

➢ 눈에 대한 자극이 사라질 때까지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지 마십시오.

섭취 프린팅 재료를 삼키는 경우, 카트리지에 포함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즉시 
치료를 받으십시오.

흡입 프린팅 재료의 기화 물질은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자극이 발
생하면, 피해자가 즉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십시오.

➢ 피해자가 숨을 멈추는 경우, 인공 호흡이나 심폐 소생술을 수행하십시오.

➢ 즉시 치료를 받으십시오.

➢ 피해자를 따뜻하지만 뜨겁지는 않은 곳에 두십시오.

➢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어떠한 것도 먹이지 마십시오.

➢ 산소는 권한이 있는 담당자만이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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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완전히 경화된 조형 모델은 일반 사무실 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만 프린터 폐기물(경화되지 않은 프린팅 재료) 처리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프린팅 재료 ➢ J750 프린터에서 폐기물 컨테이너 제거 시, 네오프렌 또는 니트릴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 눈에 액체 폐기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고글을 쓰십시오.

➢ J750 프린터의 액체 폐기물은 유해 산업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프
린팅 재료 폐기물은 사람과 접촉되지 않고 수원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방
식으로 싸서 처리해야 합니다.

➢ 빈 모델 재료 및 서포트 재료 카트리지에는 해당 내용물의 잔여물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카트리지 씰이 뜯어져 이 잔여물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따
라서 주의를 기울여 빈 카트리지를 취급하고 보관하십시오.

➢ 빈 카트리지를 재사용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여기에 구멍을 뚫지 마십시
오.

➢ 사용한 카트리지 및 폐기물 컨테이너는 지역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 오염된 의류, 신발, 빈 컨테이너 등은 모든 해당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
오.

UV 램프 프린터가 프린팅 재료를 경화하기 위해 사용한 UV 램프에는 소량의 수은이 
들어 있으며, '일반 위험 폐기물'로 간주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된 램
프를 재활용하거나 폐기하십시오.

고장난 램프:
해당 영역을 환기한 후, 보호 장갑을 사용하고 주사기, 패킹 테이프 또는 종이
와 같은 수은 증기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흘린 수은을 조심스럽게 제거
하십시오. 파손된 램프, 수은 및 오염된 재료를 밀폐된 비금속성 용기에 두십
시오. 용기를 해당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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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750 3D 프린팅 시스템의 고급 성능은 Stratasys에서 최대 6개의 모델 재료
로 모델을 동시에 조형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한 기술로 가능해졌습니다. 
PolyJet Studio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조형하기 위한 모델 트레이를 준비
할 때 이러한 성능을 지원합니다.

• 모델 제작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프린트 작업에서 동일한 빌드 트레이('혼합 트레이')의 여러 재
료로 만든 모델을 조형하면 다른 재료를 로드하고 시스템을 세척하고 
조형될 개별 작업을 보내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 로드된 유사한 모델 재료(또는 재료 조합)로 조형 작업를 대체할 경우 
다시 재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 기본 재료(디지털 재료)의 조합으로 모델을 조형하면 연성에서 강성까지, 
광범위한 기계적 속성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모델의 부분(셸)을 다른 재료(또는 재료 조합)를 사용하여 동시에 
조형할 수 있습니다.

• 개체의 기본 부분과 다른 재료로 만든 '코팅'이 있는 개체를 조형할 수 있
습니다.

• 기본 재료 조합을 혼합하여, 매우 광범위한 색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설계 단계에서 모델의 부분에 대한 색상을 
지정하고 모델을 VRML 파일로 저장하면 해당 부분에 자동으로 원하는 
색상으로 모델을 조형하기 위해 PolyJet Studio 안에서 적절한 재료 조합
이 할당됩니다.

PolyJet Studio에서는 모델 부분을 분리, 조작, 조형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성
요소 부분('셸')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모델 재료와 기타 특성을 셸
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CAD 소프트웨어에서 stl 파일
을 준비하여 모델을 셸로 분할할 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림 3-1    J750 3D 프린터



Stratasys J750 사용자 가이드 3 J750 3D 프린팅 시스템 소개

DOC-08010KO Rev. C 3-3

작업 구성

J750 3D 프린팅 시스템은 단일 스테이션 시스템 또는 다중 스테이션 시스템
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컬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우, 여러 사용자
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각 사용자 워크스테이
션(클라이언트)이 제작을 위해 파일을 준비합니다. 프린터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제작을 위해 프린터로 제작 작업을 보내는 작업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그림 3-2에서는 다중 클라이언트 구성에서 설정된 프린터를 보여줍니다.

그림 3-2    다중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구성

PolyJet Studio 설치 시, 클라이언트 스테이션으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마
스터 스테이션(서버 또는 독립 실행형 스테이션)으로 설치할 것인지를 선택
합니다.

 PolyJet Studio에서는 전송된 순서대로 작업을 수신합니다. 다중 스테이션 
구성에서, 서버의 운영자(일반적으로 제작 관리자)가 3D 프린터로 전송되는 
작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작업의 우선 순위를 지정하고, 작업을 삭
제하고, 작업 기록을 검토하고, 작업을 다시 조형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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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파일

PolyJet 프린팅 시스템은 대부분의 3D CAD 도구 및 일부 기타 3D 애플리케
이션에서 설계된 3차원 모델을 제작합니다. 지원되는 파일 형식:

• STL

• VRML

J750 시스템은 여러 가지 유형의 모델 파일을 동시에 제작하는 기능을 제공
합니다.

VRML 파일 VRML은 색상과 텍스처 정보를 포함하는 3D 파일 형식입니다. VRML은 
CAD 프로그램에서 모델을 설계하는 중 모델에 다른 색상과 텍스처를 적용하
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PolyJet Studio에서 필요한 추가 색상 할당은 없습니
다.
PolyJet Studio VRML 97과 VRML 2.0 형식을 지원합니다. 
CAD 소프트웨어에서 VRML 파일을 만들 때 텍스처를 포함하여, 모델의 형
상적 정보를 포함하는 wrl 파일과 모델의 색상 정보를 포함하는 그림 파일
(bmp, png, jpg 또는 tiff), 두 가지 파일이 작성됩니다. VRML 파일을 PolyJet 
Studio 빌드 트레이에 삽입하기 전에 VRML 파일과 파일의 해당 그림 파일을 
동일한 디렉터리에 저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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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흐름

PolyJet 프린팅 시스템에서는 매우 유연하게 모델 파일을 준비하고 프린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작업흐름입니다.

나열된 작업을 구현하기 위한 자세한 지침은 5장 ('PolyJet Studio 사용')에 
나와 있습니다.

단계 작업흐름 A 작업흐름 B 작업흐름 C

CAD 프로그램 • 3D 개체를 설계합니

다.

• 이것을 단일 stl 파일로 

저장합니다.

• 3D 개체를 설계합니

다.

• 이것을 stl 파일의 어셈

블리로 저장합니다.

• 3D 개체를 설계합니다.

• 부분에 색상을 적용합

니다(Connex3만 해
당).

• 개체를 VRML/wrl 파일

로 저장합니다.

PolyJet Studio • stl 파일을 엽니다(삽입
합니다).

• 개체를 구성요소('셸')

로 분할합니다.

• 구성요소에 재료를 할

당합니다.

• stl 파일을 어셈블리로 

엽니다(삽입합니다).

• 어셈블리의 구성요소

에 재료를 할당합니다.

• VRML/wrl 파일을 엽니

다(삽입합니다).

(wrl 파일은 모델-재료

와 색상 정보를 포함합

니다.)

l빌드 트레이를 저장합니다. / 빌드를 프린터로 보냅니다.

Stratasys 프린터

모델이  프린터에서  제작됩니다 .

  l모델에서 서포트 재료를 제거합니다.

완성된  모델

완성된  모델 .

설계에서 완성된 모델까지, PolyJet 작업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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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팅 재료

J750 프린터는 전체 모델이 형성될 때까지 빌드 트레이에서 프린팅 재료의 
얇은 레이어를 분사하여 모델을 제작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재료가 이 프로
세스에서 사용됩니다.

• 모델 재료 - 완성된 모델을 형성하는 재료

• 서포트 재료 - 조형 시 모델의 빈틈과 공간을 채우는 재료

PolyJet 프린팅 재료와 해당 속성에 대한 최신 정보는 
http://www.stratasys.com/materials/polyjet을 참조하십시오.

보관
J750 프린터에서 조형 모델에 사용되는 재료는 레진으로 만들어졌으며, 레진
은 반응성 모노머와 올리고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린팅 재료는 밀봉된 
UV 방지 카트리지로 공급되지만, 이러한 재료 보관 및 취급 시 주의를 기울
여야 합니다. 운영자와 환경을 보호하고, 최적의 결과를 얻도록 다음 가이드
라인을 따르십시오.

• 제품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해당 재료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노머 가용성 물질(예: 폴리스티렌 또는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플라스틱
은 PolyJet 프린팅 재료를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재료 카트리지를 단단히 밀봉하여 오염, UV 자외선 
노출로 인한 영향을 방지하고 실수로 흘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 15-25°C(59-77°F) 사이에 환기가 잘 되는 실내의 건조한 장소에 재료 
카트리지를 보관하십시오. 열이나 화염에 노출되는 경우, 카트리지가 터
지거나 점화될 수 있습니다.

• 재료 카트리지의 조기 중합 반응 증상에는 불룩하게 튀어나오거나, 유출
되거나, 열 방출이 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등의 현상이 포함됩니다. 
열에 노출되면 카트리지에서 레진이 겔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현지 규정 및 기타 해당 요구 사항에 따라 재료 카트리지를 보관해야 
합니다.

저장 수명 모델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에는 제한된 저장 수명이 있습니다. 레이블의 만
료 날짜는 손상되지 않고 개봉하지 않은 카트리지에서 적절히 보관한 경우에
만 유효합니다. 오래된 날짜의 카트리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항상 재고 물량
을 순환하도록 하십시오.

빛에 대한 노출 프린팅 재료가 밀봉된 카트리지에 있지 않은 경우, 햇빛과 기타 UV 자외선원
(예: 형광등과 수은등)으로부터 이 재료를 차폐해야 합니다. UV 자외선에 노
출되면 점도를 증가시키고, 결국에는 응고되게 합니다.

http://www.stratasys.com/materials/poly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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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고려 사항 경화되기 전, 레진은 유해한 물질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해, 프린팅 재료에 관한 다음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 화염, 열 또는 불꽃에 노출되지 않게 하십시오.

• 피부와 눈에 접촉되지 않게 하십시오.

• 프린팅 재료 취급 시 환기하도록 하십시오.

• 식음료와 분리하여 프린팅 재료를 보관하십시오.

하지만, 경화된 플라스틱 parts는 안전합니다. 이 parts는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취급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레진에 대한 자세한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 2-4페이지의 '안전 가이드라인'

 l 2-7페이지의 '프린팅 재료 작업 관련 응급 처치'

폐기
모든 해당 법과 규정에 따라 모델과 서포트 재료의 카트리지를 폐기하십시
오. 필요한 경우 재활용을 위해 카트리지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

극단적으로 고온다습한 상태는 J750 3D 프린터 작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범위 내로 작업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
기 또는 에어컨 시스템을 사용하십시오.

• 18°–25°C(64°–77°F)

• 30%–70% 상대 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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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스테이션 요구 사항

아래 표는 PolyJet Studio가 실행되는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의 컴퓨터 
구성요소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여줍니다.

중요:  관리자 권한으로 서버 워크스테이션을 설정해야 합니다.

  요구 사항

컴퓨터 유형 PolyJet Studio 워크스테이션: 표준 데스크톱 PC

프로세서 Intel® Core™ i5 이상 

6 MB L3 

운영 체제 Windows® 7 또는 Windows® 8.1, 64비트1

RAM 8GB 이상2

그래픽 카드2
Open GL® 메모리: Open GL® 3.3

메모리: 1GB 이상

광학 드라이브 CD/DVD ROM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80GB 이상(최소 여유 공간: 40GB)

네트워크 카드 LAN TCP/IP

(PolyJet Studio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용 네트워크 카드 2개, 추가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용 네트워크 카드 1개)

마우스/키보드 연결 PolyJet Studio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 USB1

모니터 케이블 VGA 커넥터1

안티바이러스3 테스트된 프로그램: TrendMicro, Eset NOD32, AVG, Kaspersky

화면 해상도 1366 x 768 ~ 1920 x 1200

 

18 GB 메모리 이용을 위해 64비트 운영 체제가 권장됩니다. 32비트 애플리케이션에서 실행할 PolyJet Studio에서는 4GB 메모리

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다음 그래픽 카드가 Stratasys 연구실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 NVIDIA® Quadro® Family - FX570, FX1700

• NVIDIA® GeForce® Family - 6200 TurboCache™, 7300 GT, GTX 285

• Intel® Express Chipset - 82915G/GV, 82910GL, Q965, Q963, Q35, Q45, Q43, 82852, 82855

• ATI Radeon™ HD 5670, HD 5970

• AMD Radeon™ E6760

3서버 워크스테이션에서 대부분의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열된 공급업체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Stratasys 실험실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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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Jet 3D 프린팅 시스템에서 사용할 파일 준비

Stratasys 3D 프린팅 시스템에서 설계 파일을 사용하기 전에 이들 파일이 지
원되는 파일 형식인지 확인하십시오. (3-4페이지의 '소스 파일'.)

CAD 파일을 
STL 형식으로 
변환

이 절차는 사용되는 CAD 소프트웨어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
으로 다음 지침이 적용됩니다.

파일을 STL 형식으로 변환하려면(CAD 프로그램에서):

1. File(파일) 메뉴에서 Save As(다른 이름으로 저장)를 선택합니다.

2. Save As(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Save As Type(다른 유형으
로 저장) 드롭다운 목록을 열고 *.STL을 선택합니다.

일부 CAD 도구는 모든 어셈블리 셸을 단일 STL에 결합하거나 모든 셸에 
대한 별도의 STL을 만드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옵션을 사용하면 
재료 또는 색상을 개별 셸에 할당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재료 또
는 속성을 개별 셸에 할당할 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므로, 선호됩니
다.

3. Options(옵션)를 클릭하고, 다음 매개 변수를 설정합니다.

❒ Total Quality(전체 품질) - 약 0.01mm(편차 허용 오차/선형 치수 허
용 오차)

❒ Detail Quality(디테일 품질) - 약 5°(각도 허용 오차)

참고: 이러한 값을 낮추면 더 정확한 모델이 제작되지만, 파일 크기가 늘
어나고 로드 시간과 처리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일반적
으로 더 낮은 값을 사용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4. 파일 형식 옵션에서 binary(바이너리) 또는 ASCII를 선택합니다. (바이너
리와 ASCII 형식 모두 PolyJet Studio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
이너리 파일이 더 작으므로, 이 옵션이 권장됩니다.)

5. OK(확인) 또는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모델 파일을 변환한 후, PolyJet Studio에서 이 파일을 열고 모델을 제작하기 
전에 STL-데이터수정 애플리케이션(예: Magics™, Materialise® 제공)에서 
이 파일의 결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stratasys.com에서 'CAD에서 STL로'를 검색하십시
오.

CAD 파일을 
WRL 형식으로 
변환

CAD 설계를 조형하기 위해 VRML 파일(WRL 형식)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CAD 설계의 셸(부분)에 RGB 값을 할당한 다음 PolyJet Studio에서 VRML 
파일을 가져오면 최상의 색상 일치를 제공하는 디지털 재료가 자동으로 셸에 
할당됩니다. 프린터는 프린터에 로드된 기본 재료에서 이러한 디지털 재료를 
조합합니다.

PolyJet Studio에서는 VRML 2 파일(VRML97 파일이라고도 함)을 지원합니
다.

http://www.stratasy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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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Jet Studio 소프트웨어

Objet 3D 프린팅 시스템용 PolyJet Studio 소프트웨어는 다음 두 가지 주 화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Studio

• Manager

Studio

Studio 화면에서 Stratasys 3D 프린터에서 제작하기 위한 소스 파일을 준비
합니다. PolyJet Studio는 광범위한 파일 준비 옵션을 제공하지만, 항상 다음
과 같은 기본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빌드 트레이에서 사용할 재료 정의

2. 빌드 트레이에 하나 이상의 개체 삽입

3. 빌드 트레이에서 개체 위치 지정

4. 개체 및 트레이 매개 변수 구성

5. 트레이 구성을 objtf(Objet 트레이 형식) 파일로 저장

6. 제작을 위해 파일을 Objet 3D 프린터로 보내기

PolyJet Studio를 사용한 작업 수행에 대해서는 5장장, 'PolyJet Studio 사용'
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Manager

Manager 화면은 3D 프린터로 보낸 모든 작업의 대기열과 상태를 표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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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Jet Studio 설치 방법

PolyJet Studio 소프트웨어는 프린터 설치 시 설치됩니다. 이 섹션은 PolyJet 
Studio를 다시 설치하거나 이것을 원격(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설치해야 할 
경우 제공됩니다.

PolyJet Studio 설치 마법사는 이 소프트웨어 설치 안내를 제공합니다. 
PolyJet Studio는 프린터 컴퓨터에 설치되지만, 원격 '클라이언트' 컴퓨터와 
조형 모델용으로 파일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거나 교육과 데모용으로 사용하
는 컴퓨터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 도중 프린터-서버('호스트') 애플리
케이션 또는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선택합니다.

PolyJet Studio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1. 프린터와 함께 제공된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2.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PolyJet Studio 설치 파일을 탐색하고 실행합
니다.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4-1    PolyJet Studio Preparing Setup(설치 준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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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화면이 나타나면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그림 4-2    PolyJet Studio 시작 화면

4. Installation Type(설치 유형) 화면에서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을 포함
한 서버 컴퓨터용 PolyJet Studio를 선택합니다.

그림 4-3    Installation Type(설치 유형) 화면

5.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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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ady to Install PolyJet Studio(PolyJet Studio 설치 준비) 화면이 나타
나면 Install(설치)을 클릭합니다.

 

그림 4-4    Ready to Install PolyJet Studio(PolyJet Studio 설치 준비) 
화면

PolyJet Studio 설치가 시작됩니다.

 

그림 4-5    Setup Status(설치 상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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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치가 완료되면 Finish(마침)를 클릭하여 마법사를 닫습니다.

 

그림 4-6    PolyJet Studio 설치 완료

8.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여 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합니다.

컴퓨터 바탕 화면에 PolyJet Studio 아이콘이 나타나면 설치 프로세스가 끝
납니다.

PolyJet Studio 제거 방법

PolyJet Studio 소프트웨어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 Windows 제어판에서 제
거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일부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대신,

➢ 시작 메뉴에서 모든 프로그램 > PolyJet Studio > PolyJet Studio 제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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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Jet Studio 실행

PolyJet Studio를 설치한 후 실행 아이콘 이 Windows 바탕 화면에 나타
납니다. 이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거나 시작 메뉴에서 PolyJet Studio를 선택
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엽니다.

Windows® 7 
보안 경고

Windows® 7의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에 따라 PolyJet Studio를 열면 다음 
경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림 5-1    보안 경고

Yes(예)를 클릭하면, PolyJet Studio가 열립니다. 하지만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열 때마다 이 메시지가 나타납
니다.

경고 메시지가 다시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1. 보안 경고 대화 상자 하단의 링크를 클릭합니다(해당 알림이 나타나면 변
경).

2. User Account Control Settings(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화면에서 슬라
이더를 Never notify(알리지 않음)로 이동합니다.

그림 5-2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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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K(확인)를 클릭합니다.

4. 다음 대화 상자에서 Yes(예)를 클릭합니다.

그림 5-3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의 변경 사항 확인

PolyJet Studio 
인터페이스

PolyJet Studio 인터페이스는 다음 두 개의 주요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 Studio - 조형을 위해 모델 정렬 및 준비.

• Manager - 조형 작업 모니터링 및 준비.
이 화면은 5-44페이지의 '조형 작업 모니터링 및 관리'에서 설명합니다.

그림 5-4    PolyJet Studio 열기 화면

Studio 화면

Studio 화면은 트레이 탐색기 패널 안에서 리본 아이콘과 옵션으로 제어됩니
다.

PolyJet Studio는 현재 작업 관련 옵션을 표시하고 활성화합니다. 예를 들어, 
리본의 특정 아이콘은 트레이에 모델을 놓을 때까지 비활성화됩니다.



Stratasys J750 사용자 가이드 5 PolyJet Studio 사용

DOC-08010KO Rev. C 5-5

트레이 탐색기 Tray Explorer(트레이 탐색기) 창은 빌드 트레이의 상위-하위 계층에 놓인 
개체를 나열합니다. 를 클릭하여 트레이 탐색기 패널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림 5-5     트레이 탐색기(샘플)

트레이 탐색기 패널은 Model Properties(모델 속성) 패널에서 선택한 속성에 
따라, 트레이의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셈블리

Glossy finish (광택 표면) 마감 처리를 포함한 파트

Matte finish (무광택 표면) 마감 처리를 포함한 파트

코팅이 적용된 파트

VRML 파트

빌드 트레이에 표시되는 부품(5-21페이지의 '숨겨진 개체에 속성 할당' 참조)

빌드 트레이의 보기에서 숨겨진 부품(5-21페이지의 '숨겨진 개체에 속성 할

당' 참조)

예를 들어, 위에 나와 있는 트레이 탐색기 패널은 빌드 트레이가 부품 어셈블
리를 포함함을 나타냅니다.

• 셸 1은 광택 마감 처리가 적용된 분홍색으로 나타냅니다.

• 셸 2는 무광택 마감 처리가 적용된 노란색으로 나타냅니다. 또한 이 파트
는 보기에서 숨겨집니다.

• 셸 3은 검은색 코팅이 적용된 연한 파란색으로 나타냅니다.

트레이 탐색기는 다중 트레이를 포함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추가된 트레
이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 탐색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트레이를 닫고 
목록의 이전 트레이를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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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표시줄 화면의 오른쪽 아래 가장자리에 있는 상태 표시줄은 PolyJet Studio의 연결 
상태 및 연결된 프린터 유형을 표시합니다.

 

그림 5-6    PolyJet Studio 상태 표시줄

상태 표시줄 표시기:

PolyJet Studio가 오프라인 모드에 있습니다(프린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
음).
PolyJet Studio가 프린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PolyJet Studio가 프린터에 연결을 시도했지만 프린터가 꺼져 있거나 서
버가 프린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Stratasys J750 사용자 가이드 5 PolyJet Studio 사용

DOC-08010KO Rev. C 5-7

제작용 모델 준비

모델 준비에는 다음 기본 단계가 포함됩니다.

1. 빌드 트레이에 개체 또는 어셈블리를 놓습니다.

2. 필요한 경우 개체의 크기, 방향, 위치를 조작합니다.

3. 재료 및 모델 표면 마감 처리를 선택합니다.

J750 프린터가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빌드 트레이에서 다른 모델을 제작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재료로 모델의 구성 요소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모델의 각 부분이 개별 stl 파일이어야 합니다.

빌드 트레이에
서 모델 배치

모델을 조형하려면 PolyJet Studio에서 하나 이상의 모델 파일을 열고 빌드 
트레이에서 모델위치를 지정합니다.

빌드 트레이에서 모델를 배치하려면:

1. Home(홈) 탭을 선택합니다.

2. Insert(삽입)를 클릭하고 Insert Model(모델 삽입), Insert Assembly(어셈
블리 삽입) 또는 Insert VRML(VRML삽입)을 선택합니다.

그림 5-7    Insert(삽입)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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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림 5-8    Open(열기) 대화 상자

3. 파일을 선택하고 Open(열기)을 클릭합니다.

Ctrl 또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출력할 파일을 클릭 여러 파일을 열어 
빌드 트레이에 이 모델들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한 빌드 트레이에 동일한 이름을 가지는 두 모델을 둘 수 없습니다.

• Insert Model(모델 삽입)을 클릭한 다음 다중 stl 파일을 선택한 경우 stl 
파일이 빌드 트레이에 별도의 개별 모델로 배치됩니다.

 

그림 5-9    stl 파일이 부품으로 놓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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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rt Assembly(어셈블리 삽입)를 클릭한 다음 다중 stl 파일을 선택한 경
우 stl 파일이 빌드 트레이에 단일 통합 모델로 배치됩니다. 여전히 통합 
모델의 개별 부품에 다른 속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5-10    어셈블리로 배치된 STL파일

개체 복제 빌드 트레이에서 개체를 복제해야 하는 경우 두 번 이상 해당 파일에서 같은 
개체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olyJet Studio에서 이미 수정한 개체를 
복제해야 할 경우 이 방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중복 기능을 사용합니다.

모델 또는 어셈블리를 복제하려면:

1. 빌드 트레이 또는 트레이 탐색기에서 모델 또는 어셈블리를 선택합니다.

2. Home(홈) 탭의 Edit(편집) 그룹에서 빌드 트레이 에 추가할 복사
본 수를 선택합니다.

3. 을 클릭합니다.

개체 속성 복사 한 개체에 할당된 속성을 복사하여 빌드 트레이의 다른 개체에 적용할 수 있
습니다. 복사할 수 있는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면 마감 처리(matte or glossy)

• 모델 재료 또는 색상

• 코팅 두께, 모델 재료 또는 색상

• Hollow 설정

치수 설정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개체 속성을 복사하고 다른 개체에 적용하려면:

1. 빌드 트레이 또는 트레이 탐색기에서 복사할 설정을 가진 개체(소스)를 
선택합니다.

2. Home(홈) 탭의 Edit(편집) 그룹에서 Copy Settings(설정 복사)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3. 빌드 트레이 또는 트레이 탐색기에서 설정을 적용할 개체(대상)를 선택합
니다.

 l 한 번에 한 개체에만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l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트레이에 두 개 이상의 개체가 있어야 합니다.

 l VRML 파일에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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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선택 빌드 트레이에서 개체를 조작하거나 이 개체에 속성을 할당하려면(모델 재
료, 빌딩 스타일 등) 먼저 개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빌드 트레이 또는 트레이 
탐색기에서 개체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선택한 개체 둘레에 노란색 프레임
이 나타나고 개체의 이름은 트레이 탐색기에서 강조 표시됩니다.

다중 개체를 선택하여 선택한 모든 개체에 속성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 탐색기에서 다중 개체를 선택하려면:

➢ Shift 키 또는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목록에서 추가 개체를 클릭합니
다.

➢ 전체 어셈블리를 선택하려면 트레이 탐색기에서 어셈블리 항목을 클릭합
니다.

그림 5-11    어셈블리 선택됨(노란색 윤곽선)



Stratasys J750 사용자 가이드 5 PolyJet Studio 사용

DOC-08010KO Rev. C 5-11

그림 5-12    개별 부품 선택됨(노란색 윤곽선)

빌드 트레이에서 다중 개체를 선택하려면:

➢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추가 개체를 클릭합니다.

➢ 마우스 커서로 개체를 둘러싸는 상자를 그립니다(선택 상자로 완전히 둘
러싸인 개체만 선택에 포함됨).

 

그림 5-13    다중 개체 선택

선택할 수 있는 부품 수 또는 유형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선택한 개체 
모음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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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 트레이의 모든 개체를 선택하려면:

➢ Home(홈) 탭의 Selection(선택) 그룹에서 Select All(모두 선택)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빌드 트레이에서 현재 선택된 개체 선택을 반전시키려면:

➢ View(보기) 탭의 Selection(선택) 그룹에서 Invert Selection(선택 개체 

반전)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개체에 모델 재
료 할당

개체에 모델 재료를 할당하려면:

1. 빌드 트레이에서 개체를 선택합니다.

개체를 선택하면 개체의 속성이 Model Properties(모델 속성) 패널에 표
시됩니다. 모델 재료 색상은 트레이 탐색기에도 표시됩니다.

2. 원하는 재료를 선택합니다(5-12페이지의 '모델 재료 변경' 참조).

모델 재료 변경 PolyJet Studio가 프린터에 연결된 경우 현재 프린터에 로드된 모델 재료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PolyJet Studio를 오프라인으로 사용 중인 경우 기본 
재료가 로드됩니다. 기본 재료를 사용자 정의할 수 없습니다.

트레이를 설계할 때 현재 프린터에 로드되지 않은 모델재료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PolyJet Studio에서 재료 선택을 변경(또는 추가)해야 
합니다.

재료 선택을 보고 변경하려면:

1. Home(홈) 탭에서 을 클릭합니다.

2. Tray Materials(트레이 재료) 선택 창의 Material selection(재료 선택) 분
할창에서 최대 6개의 기본 재료를 선택합니다.

 l 일부 또는 모든 재료를 제거하여 기타 재료를 위한 공간을 마련합니다.

 l Shift 또는 Ctrl을 누른 상태에서 여러 재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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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d selected(선택항목 추가)를 클릭하여 선택한 재료를 Selected 
materials(선택한 재료)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그림 5-14    Tray Materials(트레이 재료) 선택 창

4.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모델을 선택할 때 선택한 재료는 Model Properties(모델 속성) 패널의 
Base Materials(기본 재료) 섹션에 나타납니다.

 

그림 5-15    사용 가능한 기본 재료

디지털 재료 재료 조합에서 모델을 제작하여 다른 음영의 색상과 기계적 속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료 조합을 모델에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사전 설정된 디지털 재료 목록에서 선택

• (사용 가능한 기본 재료에서 동적으로 작성된) 사용자 정의 색상 적용

사전 설정된 디지털 재료를 선택하려면:

1. 빌드 트레이 또는 트레이 탐색기에서 모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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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del Properties(모델 속성) 패널의 Filter by(필터 기준) 드롭다운 목록
에서 디지털 재료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림 5-16    사전 설정된 디지털 재료 선택

디지털 재료 팔레트가 나타납니다.

그림 5-17    디지털 재료 팔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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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팔레트에서 디지털 재료를 선택합니다.

Selected(선택됨)와 Actual(실제) 색상 스위치가 선택한 색상으로 변경됩
니다.

사전 설정된 디지털 재료를 선택하면 '실제' 색상이 '선택됨' 색상과 동일
합니다.

(사용 가능한 기본 재료에서) 사용자 정의 색상을 적용하려면:

1. 빌드 트레이 또는 트레이 탐색기에서 개체를 선택합니다.

2. Tray Materials(트레이 재료) 화면에서 선택한 재료는 적어도 다음 재료
를 모두 포함합니다.

❒ VeroBlack

❒ VeroCyan

❒ VeroMgnt

❒ VeroPureWht

❒ VeroYellow

이러한 기본 재료를 모두 선택하지 않으면 색상 선택기를 사용할 수 없습
니다.

그림 5-18    Tray Materials(트레이 재료) 선택 창

이러한 재료 외에도, VeroClear를 추가하여 조형된 모델의 색상 불투명도
(반투명)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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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del Properties(모델 속성) 패널의 Filter by(필터 기준) 드롭다운 목록
에서 색상 선택기를 선택합니다.

그림 5-19    Filter By(필터 기준) 드롭다운 목록

색상 선택기가 나타납니다.

그림 5-20    색상 선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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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색상 선택기를 클릭하고 마우스를 사용하여 색상을 선택합니다.

❒ 빌드 트레이에서 선택된 개체의 색상이 변경됩니다.

❒ 빨간색, 녹색, 파란색 필드가 업데이트되어 새 RGB 값을 표시합니다.

❒ 필요한 경우, 정확한 RGB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VeroClear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모델에 적용된 색상의 불투명
도(반투명)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Selected(선택됨) 및 Actual(실제) 색상 스위치가 선택한 색상과 조형
된 모델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실제 색상'은 조형할 수 있는 색 중 선택한 색상에 가장 가까운 색상입니
다.

그림 5-21 색상 선택기 결과

새 사용자 정의 색상(재료 조합)과 자주 사용된 기본 재료와 디지털 재료
를 사용자 정의 팔레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조).

사용자 정의 재
료 팔레트

자주 사용하는 기본 재료, 디지털 재료, 사용자 정의 색상 모음(재료 조합)을 
사용자 정의 팔레트에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형할 모델을 준비
할 때 이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재료 팔레트를 만들거나 편집하려면:

1. 빌드 트레이에서 개체를 선택합니다.

2. Model Properties(모델 속성) 패널에서 재료(기본 재료 또는 디지털 재
료)를 선택하거나 사용자 정의 색상을 설정합니다.

색상 선택기 또는 빨간색/녹색/파란색 제어로 사용자 정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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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재료 또는 색상 선택

3. Add to palette(팔레트에 추가)를 클릭합니다.

Custom Palette(사용자 정의 팔레트)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그림 5-23    Custom Palette(사용자 정의 팔레트) 대화 상자

4. 팔레트를 만들 때 Enter new palette(새 팔레트 입력)를 클릭하고 이름을 
입력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히고 선택한 재료/색상을 포함한 새 팔레트가 Filter by(필
터 기준) 목록에 추가됩니다.

5. 선택한 재료를 기존 팔레트에 추가할 때 팔레트 이름을 클릭하고 OK(확
인)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닫히고 선택한 재료가 팔레트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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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마감 모델을 무광택 또는 광택 표면 마감으로 조형할 수 있습니다. 무광택 마감을 
만들기 위해 프린터는 서포트 재료의 얇은 레이어로 모델을 둘러쌉니다.

모델 표면 마감을 설정하려면:

1. 모델을 선택합니다.

2. Model Properties(모델 속성) 분할창에서 Matte(무광택) 또는 Glossy(광
택)를 선택합니다.

그림 5-24    무광택 및 광택 모델 표면 마감 선택

Glossy(광택) 아이콘을 선택하면 트레이 탐색기에서 해당 개체 옆에 '광택' 

기호를 포함한 아이콘이 지정된 색상 으로 나타납니다.

Matte(무광택)를 선택하면 트레이 탐색기에서 해당 개체 옆에 무광택 아이콘

(광택 기호 없음)이 지정된 색상 으로 나타납니다.

개체 코팅 표면 레이어가 내부와 다른 재료인 복합 모델을 조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유한 기계적 특성과 텍스처 특성을 얻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코팅'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ABS 재료는 코팅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대상에는 코팅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l VRML 파일

 l Hollow 모델

 l Digital ABS재료로 선택된 개체

개체를 모델 재료로 코팅하려면:

1. 빌드 트레이에서 개체를 선택합니다.

2. Model Properties(모델 속성) 분할창에서 Coated model(코팅된 모델) 확
인란을 선택합니다.

 

그림 5-25    코팅된 모델 확인란

3. Thickness(두께) 필드에 0.1~1mm 범위의 코팅 두께를 입력합니다.

참고:  코팅 두께는 개체의 외부 치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외부 치수
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코팅 레이어는 기본 모델 재료의 부
품을 바꿉니다.

4. Coating(코팅)을 클릭합니다.

 

그림 5-26    코팅을 위한 재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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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팅 재료를 선택합니다.

중요: 
• 코팅된 모델의 셸이 두 개 있는 경우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Coating(코팅)이 선택되면 Model Properties(모델 속성) 분할창에서 선
택한 재료는 모델이 아닌, 코팅에 적용됩니다. 모델 재료와 색상을 설정하
려면 Model(모델)을 클릭합니다.

• 색상 선택기를 사용하거나 코팅 재료에 대한 RGB 값을 설정할 수 없습니
다.

빌드 트레이의 개체에 코팅 재료를 적용할 때 트레이 탐색기에서 아이콘이 

코팅 색상 을 나타냅니다.

'Hollow(비어 
있음)' - 서포
트 재료로 모델 
채우기

빌드 트레이에 놓인 많은 개체는 '고체'입니다. 즉, 조형할 때 모델이 모델 재
료로 완전히 채워지게 됩니다. 종종, 특히 대형 개체의 경우 이것이 불필요합
니다. 대신, 서포트 재료로 모델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듭
니다. 또한 주조를 만드는 프로세스 중에 더 빠르게 이 재료가 소진되므로, 정
밀 주조 공법을 위해 모델을 준비할 때 서포트 재료로 모델을 채우는 것이 좋
습니다.

PolyJet Studio에서는 모델 재료의 외부 셸과 서포트 재료로 채워진 가운데
로 빌드 트레이의 개체를 조형할 수 있습니다.

중요:  이 기능 사용 시, 'Hollow(비어 있음)'라는 셸의 두께는 0.28mm보다 
얇아야 합니다.

Hollow(비어 있음) 기능을 사용하려면:

1. 빌드 트레이에서 모델을 선택합니다.

2. Model Properties(모델 속성) 패널의 Advanced Properties(고급 속성) 
섹션에서 Hollow(비어 있음)를 선택합니다.

그림 5-27    Hollow 선택

3. 셸 두께(mm 단위)를 설정합니다.

참고:  Hollow (비어 있음)가 선택된 경우 PolyJet Studio의 개체 표시에 변
화가 없습니다.

모델은 Hollow기능과 Coating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5-19페
이지의 '개체 코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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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개체에 
속성 할당

빌드 트레이의 보기에서 숨겨진 개체의 부품에 재료와 기타 속성을 할당할 
수 있게 하려면 일시적으로 일부 개체의 표시를 끌 수 있습니다.

• 개체가 표시될 때 트레이 탐색기에서 해당 개체의 이름 옆에는 가 나타
납니다.

• 개체가 표시될 때 트레이 탐색기에서 해당 개체의 이름 옆에는 가 나타
납니다.

개체 트레이에 개체를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 트레이 탐색기에서  또는 을 클릭하여 개체 트레이의 개체를 표시하거
나 숨깁니다.

그림 5-28 빌드 트레이의 숨겨진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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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을 위한 
VRML 파일 준
비

VRML 파일은 색상 정보를 포함합니다. VRML 파일을 빌드 트레이에 삽입하
면 PolyJet Studio가 각 셸에 최상의 색상 일치를 제공하는 디지털 재료를 할
당합니다. 따라서, Model Properties(모델 속성) 창의 색상 선택 옵션이 비활
성화됩니다.

무광택 또는 광택 표면 마감 처리를 VRML 모델에 적용하고 모델 크기를 조
절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재료가 모두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VeroCyan

❒ VeroMagenta

❒ VeroYellow

❒ VeroBlack

❒ VeroPureWhite

최대 6개 재료를 선택할 수 있지만, VRML 파일을 인쇄할 때 위에서 언급
된 재료만 사용됩니다.

2. 트레이에 모델 배치를 최적화하려면 Placement (배치)를 클릭합니다(5-
27페이지의 '자동 위치 지정' 참조).

3. 트레이가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Validate(검증)를 클
릭합니다(5-36페이지의 'Tray Validation' 참조).

4. 이 조형 작업의 조형 시간과 재료 양을 예측하려면 Estimate(예측)를 클
릭합니다(5-37페이지의 '제작 예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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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 파일 열
기

objtf 파일로 저장된 트레이를 열 수 있습니다(5-40페이지의 '트레이 저장' 
참조).

 

objtf 파일은 조형을 위한 지침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형 파일과 빌드 트레
이에서 파일의 위치를 포함합니다. objtf 파일은 사용된 stl과 vrml 파일을 
참조하기 때문에, objtf 파일이 저장되었던 때와 동일한 파일 위치에 stl 파
일이 있어야 합니다.

빌드 트레이에서 트레이 파일(objtf)로 저장된 개체를 배치하려면:

1. File(파일) 탭에서 Open(열기)을 클릭하고 Open Tray(트레이 열기)를 선
택합니다.

Open(열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림 5-29    Open(열기) 대화 상자

2.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File name(파일 이름) 필드에 이 파일이 나타나
는지 확인합니다.

3. Open(열기)을 클릭합니다.

Select Printer(프린터 선택)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PolyJet Studio에서 트레이 파일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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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TF 파일 OBJZF 파일 압축 트레이 파
일(objzf) 열기

모든 objzf 파일은 objtf 트레이 파일과 참조
된 모델 파일을 포함하는 압축 파일입니다
(5-40페이지의 '트레이 저장'참조).

objzf 파일로 저장된 트레이를 사용하려면 먼저 파일을 PolyJet Studio에서 
압축 해제하고 해당 구성 요소 파일을 저장해야 합니다.

참고:  원래 읽기 전용으로 저장된 stl 파일이 포함된 objzf 파일을 압축하는 
경우, 이 objzf 파일을 읽기 전용 stl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에서 압축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objzf 파일을 압축 해제하면 새 빌드 트레이가 작성됩니다.

objzf 파일의 압축을 풀고 열려면:

1. File(파일) 탭에서 Open > Unpack Tray(열기 > 트레이 압축 해제)를 클릭
합니다.

그림 5-30    트레이 압축 해제를 수행하면 objzf 파일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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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pen(열기) 대화 상자에서 해당 폴더를 표시하고 파일을 선택합니다.

3. OK(확인)를 클릭합니다.

4. Browse For Folder(폴더 찾아보기) 창에서 objzf 파일 압축을 해제할 위
치로 이동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그림 5-31    Browse for Folder(폴더 찾아보기)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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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lect Printer(프린터 선택) 대화 상자에서 (아래 참조) 프린터에 연결하
거나 Work Offline(오프라인으로 작업)을 선택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
다.

그림 5-32    Select Printer(프린터 선택) 대화 상자(샘플)

• Connect to Printer(프린터에 연결)

프린터는 프린터 이름 또는 컴퓨터의 IP 주소별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프
린터를 추가하려면 표시된 자리를 클릭하고 해당 ID를 입력하십시오.

• Work Offline(오프라인으로 작업)

관련 트레이 크기와 프린터 기능에 적합한 트레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프
린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PolyJet Studio에서 파일이 열립니다.

빌드 트레이에서 개체 위치 지정

필요한 표면 마감으로 모델을 효율적으로 제작하려면, 주의하여 트레이에 개
체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5-28페이지의 '수동 위치 지정'에 설명된 고려 
사항에 따라, 필요에 맞게 최적으로 개체 방향이 지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
니다.

트레이의 개체 위치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사항은 방향과 배치입니
다. PolyJet Studio가 최적의 방향과 위치를 결정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직
접 방향과 위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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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위치 지정 빌드 트레이에서 여러 개체를 배치한 후, PolyJet Studio가 개체를 조형하기 
전에 배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체가 제대로 배치되고, 최단 시간
에 조형되도록 보장됩니다.

회전 값이 잠긴 경우에는 자동 위치 지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5-30페이
지의 '모델 치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자동으로 빌드 트레이에 개체를 정렬하려면:

➢ Home (홈) 패널의 Job(작업) 그룹에서 을 클릭합니다.

그림 5-33    Placement(배치)를 클릭하기 전 빌드 트레이

 

그림 5-34    Placement(배치)를 클릭한 후 빌드 트레이

 l 사용하는 각 모델 재료 유형의 물리적 특성이 빌드 트레이에서 개체 위치 지정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lacement(배치)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재료를 선택합니다.

 l 자동 배치에 사용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조형 품질입니다. 따라서, 품질을 최

적화하기 위해 일부 부품을 대각선으로 배치할 수 있으며, 이것은 조형하는 데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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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위치 지정 Placement(배치) 옵션을 사용하여 개체를 배열했더라도 빌드 트레이에서 개
체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빌드 트레이의 모델 방향은 프린터가 모델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작
하는지, 서포트 재료가 사용되는 위치와 얼마나 사용되는지, 모델 부품에 광
택 표면 마감이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다음 위치 지정 규칙
을 사용하여, 빌드 트레이에 모델을 배치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
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X-Y-Z 규칙

이 규칙은 모델의 외부 치수를 고려합니다.

➢ 프린트 헤드가 X 축을 따라 앞뒤로 이동하므로, Y 축과 Z 축에 따른 조형 
시간과 비교하여 이 축에 따른 조형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X 축을 따라 개체의 최대 치수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포트 재료와 접촉하게 되는 모든 표면은 무광택이 됩니다.

➢ Z 축에서 (조형 모드에 따라) 16 또는 30미크론 레이어로 모델이 쌓여가
면서 빌드되므로, 높이가 높은 개체를 조형하는 데에는 시간 소모가 매우 
많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Z 축을 따라 개체의 최소 치수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프린트 헤드는 Y 축에서 2인치(5cm) 정도 측정하므로, 이보다 적게 측정
하는 모델은(Y 축에서) 하나의 패스로 조형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Y 축
을 따라 개체의 중간 치수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Tall-Left(톨-왼쪽) 규칙

이 규칙은 다른 고려 사항에 따라 빌드 트레이에서 방향이 지정된 후 모델 위
치를 고려하며, 측면 하나가 다른 측면보다 높습니다.

➢ 프린트 헤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X 축을 따라 이동하므로, 오른쪽에 
더 높은 섹션에는 이 섹션에 닿을 때까지 불필요한 일이지만 왼쪽에서 스
캔하기 위한 프린트 헤드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더 높은 섹션이 빌드 트레
이 왼쪽에 있는 경우, 프린터 헤드는 더 낮은 부품이 완료된 후 해당 섹션
을 조형할 때까지 모델을 스캔하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 왼
쪽에 있는 모델에 더 높은 측면 위치를 지정해야 합니다.

다음 규칙은 서포트 재료가 조형된 모델 상단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
을 기반으로 합니다.

Recess-Up(홈) 규칙

이 규칙은 표면 홈이 있는 모델을 고려합니다.

➢ 가능한 경우 표면의 홈(예: 비어 있는 곳, 드릴 구멍 등)은 위를 향하고 있
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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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e-Surface(미세 표면) 규칙

이 규칙은 미세 디테일이 있는 한 측면(예: 전화기의 키패드 측면)을 가진 모
델을 고려합니다.

➢ 가능한 경우 미세 디테일이 있는 모델 측면은 위를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감이 매끄럽게 됩니다.

Avoid Support-Material(서포트 재료 방지) 규칙

이 규칙은 큰 구멍이나 비어 있는 곳이 있거나 하나 이상의 측면이 개방된 모
델(예: 파이프 또는 컨테이너)을 고려합니다.

➢ 모델을 눕혀서 조형하는게 빠르더라도, 비어있는 부분을 위로 세워서 조
형하는 것이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Stratasys J750 사용자 가이드 5 PolyJet Studio 사용

DOC-08010KO Rev. C 5-30

트레이에서 개체 조작

모델 치수 설정 Model Properties(모델 속성) 패널의 Dimensions(치수) 섹션을 사용하여 X, 
Y, Z 축을 따라서 빌드 트레이의 개체를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값을 변경
한 후, Dimensions(치수) 그룹의 다른 필드를 클릭하여 새 설정을 적용합니
다.

Rotate(회전) - Rotate(회전) 필드에 필수 값을 입력하여 개체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Rotate(회전) 필드를 잠그려면 잠금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
면 자동 배치로 빌드 트레이에서 개체 회전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X, Y, Z 치수는 원래 부품 설계에서 그대로 유지되어 모델 방향을 변경할 
때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Move(이동) - Move(이동) 필드의 값을 조절하여 빌드 트레이의 특정 위치
로 개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Resize(크기 조정) - Dimensions(치수) 필드의 값을 조절하여 개체의 치수
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Scale(배율) - Scale(배율) 필드의 값을 조절하여 개체의 배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Uniform Scale(균일한 배율)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하나의 축에
서 개체의 치수를 변경하면 비례적으로 다른 치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림 5-35    Model Properties(모델 속성) 패널의 치수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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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 개체 
위치 다시 지정

빌드 트레이에 놓인 개체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체 위치 지정에 대
한 고려 사항이 5-28페이지의 '수동 위치 지정'에 나와 있습니다.

수동으로 개체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1. 빌드 트레이에서 개체를 클릭하거나 트레이 탐색기에서 개체를 선택하여 
개체를 선택합니다.

개체 둘레에 프레임이 나타납니다.

2. 개체를 클릭하고 끌어서 빌드 트레이에서 개체를 이동합니다.

 

그림 5-36    빌드 트레이에서 개체 이동

개체 다시 정렬
개체를 다시 정렬하려면:

1. 빌드 트레이에서 개체를 선택합니다.

2. Home(홈) 리본을 표시하고 Align to Plane(평면에 정렬) 을 클릭합
니다.

3. 다시 정렬할 개체의 평면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평면에 대한 평면 정렬 도구 모음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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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7    Align to Plane(평면에 정렬)

4. 아이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개체의 해당 평면을 다시 정렬합니다.

표시 옵션

개체 보기 View(보기) 탭에서 개체가 표시되는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빌드 트레
이에서 모델을 표시하는 기본 방법은 단색 개체입니다.

그림 5-38    Shaded(음영) 보기에 표시된 빌드 트레이 및 모델

기타 표시 옵션은 Wireframe(와이어프레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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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frame(와이어프레임) 보기에서 빌드 트레이의 모델을 표시하려면:

➢ View(보기) 탭의 Model Display(모델 표시) 그룹에서 Geometry(형상)를 
클릭하고 Wireframe(와이어프레임)을 선택합니다.

그림 5-39    WireFrame(와이어프레임) 보기에 표시된 빌드 트레이 및 
모델

Solid 보기로 전환하려면:

➢ View(보기) 탭의 Model Display(모델 표시) 그룹에서 Geometry(형상)를 
클릭하고 Solid 선택합니다.

최대 빌드 높이를 표시하려면:

➢ View(보기) 탭의 Tray Display(트레이 표시) 그룹에서 Display 3D Box
(3D 박스 표시)를 선택합니다.

 

그림 5-40    3D 박스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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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 원근감 빌드 트레이의 기본 원근감은 'Left Front'입니다. 10개의 옵션 중 하나로 활
성 창의 원근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빌드 트레이의 원근감을 변경하려면:

1. Home (홈) 탭의 Tray View(트레이 보기) 섹션에서 Isometric(등각)을 클
릭합니다.

그림 5-41    Isometric(등각) 메뉴

2. 원하는 원근감을 나타내는 옵션을 클릭합니다.

트레이 위치 지
정 화면에서 빌드 트레이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합
니다.

 

그림 5-42    빌드 트레이를 이동한 이후의 빌드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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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 트레이를 수동으로 회전하려면: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그림 5-43    빌드 트레이를 회전한 이후의 빌드 트레이

빌드 트레이 위치를 다시 설정하려면 Isometric(등각) 메뉴에서 옵션 중 하나
를 선택합니다.

확대/축소 개체를 조작하는 동안, 여러 가지 확대/축소 수준에서 개체를 보아야 하는 경
우가 있습니다.

확대/축소 수준을 변경하려면:

➢ 마우스 휠을 앞으로(확대) 또는 뒤로(축소)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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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 처리

빌드 트레이에서 모델을 준비한 후,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모델의 조형 가능여부를 테스트합니다('validation').

• 모델을 조형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재료 리소스를 계산합니다.

• 제작을 위해 모델을 프린터로 보냅니다.

• 나중에 완료하거나 조형하기 위해 저장합니다.

• 편리한 보관과 전송을 위해 모델을 압축 파일로 저장합니다.

 

Tray 
Validation

제작을 위해 프린터로 작업을 전송하기 전에, 트레이가 'Valid' 조형할 수 있
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각 모델 재료 유형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트레이 검증을 수행하기 전에 
올바른 재료를 선택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트레이를 조형할 수 있는지 검증하려면:

➢ Home (홈) 탭(Job(작업) 그룹)에서 을 클릭합니다.

트레이가 조형에 유효하지 않으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고 문제가 있는 
모델 둘레에 빨간색 상자가 그려집니다.

그림 5-44    잘못된 빌드 트레이

잘못된 트레이의 원인이 두 개 이상의 모델이더라도, 한 번에 한 모델에만 
빨간색 상자가 그려집니다. 표시된 모델 위치를 수정하면 트레이를 다시 
검증하여 트레이가 조형에 이제 적합함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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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예측 PolyJet Studio에서는 프린터에 트레이를 보내기 전에 트레이 제작에 필요한 
시간과 재료 리소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PolyJet Studio가 이 계산을 수행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트레이의 개체 수와 복잡성에 따라 다릅니다. 전체 트
레이에 대한 제작 예측 계산에는 컴퓨터 사양에 따라 최대 15분이 걸릴 수 있
습니다.

현재 트레이 제작에 필요한 시간과 재료를 계산하려면:

➢ Home (홈) 탭의 Job(작업) 그룹에서 을 클릭합니다.

PolyJet Studio가 제작 리소스 계산을 마치면 결과가 대화 상자에 표시됩니
다.

그림 5-45    Production Estimate(제작 예상) 화면

 및 를 클릭하여 조형 모드를 펼치거나 접어 트레이를 조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모델 및 서포트 재료의 예상 소비량을 나타냅니다.

예상 재료 소비량은 그램(g) 단위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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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 조형 트레이를 프린트하려면:

1. Home (홈) 탭(Job(작업) 그룹)에서 을 클릭합니다.

Build (빌드)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그림 5-46    Build(빌드) 대화 상자

2. 조형 모드를 선택하고 Build(빌드)를 클릭합니다.

조형 모드에 대한 설명은 5-39페이지의 '조형 모드'을 참조하십시오.

Save As(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그림 5-47    Save As(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

3. Save As(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트레이를 저장합니다.

Manager 화면이 열리고 모델이 작업 대기열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트레이를 조형할 준비가 되면 Printing Queue(조형 대기열)에 놓입니다. 작
업이 대기열 상부에 도달하면, PolyJet Studio가 트레이 파일을 사전 처리하
여 슬라이스를 만들고, 프린터로 해당 슬라이스를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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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 모드 트레이 파일을 조형할 때 적절한 조형 모드를 선택해야 하는 Build(빌드) 대
화 상자가 열립니다. (1-1페이지의 5-38페이지의 '트레이 조형'을 참조하십
시오.)

High-Speed 모드

모델은 최대 3개의 모델 재료를 사용하여 27미크론 레이어로 제작됩니다. 이 
모드는 큰 모델을 제작하기에 적합합니다.

고품질 설정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트레이를 조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훨
씬 적습니다.

High-Mix 모드

모델은 최대 6개의 모델 재료를 사용하여 27미크론 레이어로 조형됩니다. 이 
모드는 큰 모델을 제작하기에 적합합니다.

이 모드에서 모델을 조형하는 것은 High Quality(고품질) 모드에서 조형하는 
것보다 빠르지만, High Speed(고속) 모드에서만큼 빠르지는 않습니다.

High-Quality 모드

모델은 최대 6개의 모델 재료를 사용하여 14미크론 레이어로 조형됩니다. 이 
모드는 표면을 매끄럽고 미세하고 정교한 항목을 제작하기에 적합합니다.

High Speed 모드 비교할 때, 대부분의 트레이를 조형하는 데 최대 2배의 시
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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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 저장 PolyJet Studio에서 빌드 트레이를 준비한 후, 이것을 트레이 파일(*.objt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조형할 모델 파일, 파일의 속성 및 빌드 트레
이에서 파일의 위치 등 빌드 트레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트레이
를 나중에 완료하거나 조형할 경우 트레이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유용합니
다.

objtf 파일은 트레이에서 사용된 stl과 vrml 파일을 참조하므로, 이동하지 
마십시오. 이들 파일은 objtf 파일이 저장되었을 때 있었던 파일 위치에 그
대로 있어야 합니다.

또한 트레이를 트레이 파일과 모든 모델 파일을 하나의 압축된 파일에 포함
하는 '압축된' 파일(*.objz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트레이 파일을 백
업, 저장, 전송하기에 편리합니다.

트레이 파일(*.objtf)을 저장하려면:

➢ File(파일) 탭을 표시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그림 5-48    Save(저장) 버튼

• 이전에 트레이를 저장하지 않은 경우 Save As(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 이전에 트레이를 저장한 경우 현재 트레이가 이전 트레이를 덮어씁니다.

저장한 트레이를 다른 파일 이름(*.objtf)으로 저장하려면:

1. File(파일) 탭을 표시하고 Save(저장) 아이콘 아래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2. 드롭다운 메뉴에서 Save Tray As(트레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를 클릭합
니다.

 

그림 5-49    Save(저장) 메뉴

Save As(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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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와 연결된 모든 파일을 압축된 파일(*.objzf)로 저장하려면:

1. File(파일) 탭을 표시하고 Save(저장) 버튼 아래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2. 드롭다운 메뉴에서 Pack Tray(트레이 압축)를 클릭합니다.

그림 5-50    트레이 파일 내용 압축

Save As(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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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빌드 트레이 
열기

현재 표시된 빌드 트레이를 닫지 않고 빌드 트레이의 새 인스턴스를 열 수 있
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후 이전 빌드 트레이로 돌아갈면 새 인스턴스를 닫
아야 합니다.

새 빌드 트레이를 표시하려면:

1. File(파일) 탭에서 New(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Select Printer(프린터 선택)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2. 프린터를 선택하거나 Work Offline(오프라인으로 작업)을 선택하고 OK
(확인)를 클릭합니다.

그림 5-51    Select Printer(프린터 선택) 대화 상자(샘플)

• Connect to Printer(프린터에 연결)

프린터는 프린터 이름 또는 컴퓨터의 IP 주소별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프
린터를 추가하려면 표시된 자리를 클릭하고 해당 ID를 입력하십시오.

• Work Offline(오프라인으로 작업)

관련 트레이 크기와 프린터 기능에 적합한 트레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프
린터 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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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빌드 트레이가 나타납니다.

그림 5-52    새 빌드 트레이

3. 빌드 트레이에 개체를 놓습니다(5-7페이지의 '빌드 트레이에서 모델 배
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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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 작업 모니터링 및 관리

Manager 화면에서 프린터로 보낸 조형 작업을 관리합니다. PolyJet Studio 

창 의 맨 위에 있는 Manager  탭을 클릭하여 이 화면을 표시
합니다.

Manager 화면 

그림 5-53 Manager 화면

Manager 화면에는 조형 작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다음 섹션이 있습니다.

• Printing Queue(조형 대기열)

• Print Progress(조형 진행률)

• Recent Jobs(최근 작업)

• Materials(재료)

• Tray Preview(트레이 미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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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ing Queue
(조형 대기열)

Printing Queue(조형 대기열)는 대기열에 있는 각 작업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
니다.

• Tray Name(트레이이름) - 조형을 위해 보낸 트레이(objtf 파일)

• Owner(소유자) - 작업을 보낸 컴퓨터

• Mode(모드) - 작업에 사용된 조형 모드

• Status(상태) - 작업 상태(Ready(준비), Completed(완료됨)...)

그림 5-54    조형 대기열의 작업

추가 작업 세부 정보를 보려면 '+' 확장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그림 5-55    조형 대기열의 작업 세부 정보

작업 진행률 Print Progress(조형 진행률) 섹션은 다음 정보를 표시합니다.

• 조형 완료까지 남은 시간

• 조형 종료 예상시간

• 조형된 슬라이스 수 및 총 슬라이스 수

• 진행률 표시줄

• 작업 시작 시간

그림 5-56    Print Progress (조형 진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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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업 Recent Jobs(최근 작업) 섹션은 이전 작업과 작업의 최종 상태에 대한 정보
를 표시합니다.

그림 5-57    최근 작업

추가 작업 세부 정보를 보려면 '+' 확장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재
료

Materials(재료) 섹션은 프린터에 남은 사용 가능한 조형 재료의 양과 폐기물 
용기에 있는 폐기물 양을 표시합니다.

Job Requirement(작업 요구 사항) 값은 현재 작업에 필요한 조형 재료의 양
을 나타냅니다.

그림 5-58    Manager 화면의 Materials(재료) 패널

트레이 미리 보
기

Tray Preview(트레이 미리 보기)는 Printing Queue(조형 대기열) 또는 
Recent Jobs(최근 작업) 섹션에서 선택된 작업의 트레이 보기를 표시합니다.

 

그림 5-59 Tray Preview(트레이 미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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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연결 설
정

클라이언트 PC와 PolyJet Studio 서버 간 또는 PolyJet Studio 서버와 프린터 
제어 프로그램 간의 연결을 설정(또는 재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연결을 설정하려면:

1. 을 클릭합니다.

2. Select Printer(프린터 선택) 대화 상자에서 Connect to Printer(프린터에 
연결)가 선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3. 목록에서 프린터를 선택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그림 5-60    Select Printer(프린터 선택) 대화 상자(샘플)

참고: 프린터는 프린터 이름 또는 컴퓨터의 IP 주소별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추가하려면:

➢ 표시된 자리를 클릭하고 해당 ID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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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Commands
(작업 명령)

다음 옵션을 Manager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용도

• Printing Queue(조형 대기열)에서 선택한 작업 - (처음부터) 다시 이 작

업을 조형합니다.

• Recent Jobs(최근 작업) 목록의 작업 - 선택한 작업과 동일한 새 작업

이 작성됩니다.

진행 중인 작업을 중지합니다.

현재 작업 조형을 계속합니다. (조형을 재개할 슬라이스를 입력합니다.)

Printing Queue(조형 대기열)에서 선택한 작업을 Recent Jobs(최근 작

업)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이 목록에서 작업의 상태는 'Aborted(중단됨)'

입니다.

Job Queue(작
업 대기열)에서 
조형 작업

Printing Queue(조형 대기열)에 작업이 있는 경우, 프린터가 켜져 있고 이 프
린터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프린터가 온라인 상태인 경우 자동으로 해당 프
린터로 전송됩니다.
6장에서는 프린터 시작과 작동에 대해 설명합니다.

작업 재개 조형 프로세스가 중지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작업 작업을 계속 조형할 수 있
습니다. 조형을 재개할 슬라이스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의:

슬라이스 0에서 작업을 재개해야 할 경우 프린터는 빌드 트레이를 올립니
다. 빌드 트레이에 부분적으로 조형된 모델이 있는 경우, 이 때문에 프린
터가 프린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슬라이스 0에서 조형하려면 작업을 재개하지 않고, 대신 작업을 다시 시작
하십시오. 5-49페이지의 '작업 다시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작업을 재개하려면:

1. 작업을 선택합니다.

2.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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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린트 작업을 중지한 다음 재개한 경우, 다음 슬라이스가 Resume From 
Slice(재개할 슬라이스) 대화 상자에 나타납니다. OK(확인)를 클릭합니
다.

4. 실패 후 프린트 작업을 재개하면 조형을 재개할 슬라이스를 입력하고 OK
(확인)를 클릭합니다.

 

그림 5-61    Resume From Slice(재개할 슬라이스) 대화 상자

작업 다시 시작

작업 다시 시작 프린트 작업을 다시 시작할 때 PolyJet Studio에서는 프린터 트레이가 비워
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프린터는 빌드 트레이를 시작 위치로 올리고 PolyJet 
Studio는 슬라이스 1에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Recent Jobs(최근 작업) 목록 또는 Printing Queue(조형 대기열)에서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다시 시작하려면:

1. 작업을 선택합니다.

2.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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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J750 3D 프린터

프린터 시작

주의

 l Stratasys 고객 지원 담당자로부터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프린터 작동을 시도

하지 마십시오.

 l 모든 안전 경고를 준수하고 2장에 나오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따르십시오.

1. 프린터 후면에 있는 주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그림 6-2     주 전원 스위치  및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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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린터 제어 컴퓨터가 부팅된 후, Windows에 로그인하고 프린터 제어 프
로그램을 실행하십시오.

유효한 제품 활성화 키가 포함된 HASP 플러그가 프린터 컴퓨터에 필요하
며, 공장에서 또는 프린터 업그레이드 중에 설치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열리지 않고 HASP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판매점이나 Stratasys 
고객 지원부에 문의하십시오.

프린터의 모든 모니터링 및 제어는 이 인터페이스에서 수행합니다.    

그림 6-3    J750 인터페이스

한 모니터가 PolyJet Studio를 실행하는 컴퓨터와 프린터 서버 컴퓨터를 
모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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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및 서포트 로드

J750 프린터는 최대 12개의 모델 재료 카트리지와 4개의 서포트 재료 카트
리지를 사용하며, 가득 찼을 때 각각의 무게는 3.6kg입니다. 로드된 카트리지
의 그래픽 표시 및 현재 무게가 프린터 인터페이스에 나타납니다(그림 6-3 
이전 페이지에 참조).

재료 캐비닛에 조형 재료의 카트리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용도를 위
해 RFID 모듈이 캐비닛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모듈을 변조하면 프린터
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며, Stratasys 보증 및 서비스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중요:  다른 유형과 함께 현재 설치된 모델 재료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6-12
페이지의 '조형 재료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델 카트리지를 
같은 유형의 재료가 포함된 카트리지로 교체하십시오.

모델 및 서포트 카트리지를 로드하려면:

1. 재료 캐비닛 도어를 엽니다.

2. 모델 및 서포트 카트리지를 해당 격실에 로드합니다.

바늘이 카트리지를 뚫을 때 약간의 저항이 느껴질 것입니다.

3. 프린터 인터페이스에서 새 카트리지가 검색되고, 해당 무게가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그림 6-3 이전 페이지에 참조).

4. 재료 캐비닛을 닫습니다.

재료 카트리지 로드 및 교체에 대한 팁:

 l 일부 사용된 카트리지에 100g이 넘는 재료가 포함된 경우, 이 카트리지를 삽

입할 수 있습니다.

 l 조형 전 또는 조형 중 재료 카트리지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l 재료 카트리지를 교체하기 전에 연장된 시간 동안 조형이 중지되면 프린터가 

Standby(대기) 또는 Idle(유휴)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6-

10페이지의 '조형이 멈춘 후 다시 제작 시작'을 참조하십시오.

 l 조형 중 교체할 필요가 없도록 일부 사용된 카트리지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l 카트리지 유형은 자동으로 프린터에서 탐지됩니다. 다른 모델 재료를 포함하

는 카트리지를 교체할 경우 Material Replacement(재료 교체) 마법사를 실행

하여 이전 재료를 씻어낼 것을 권장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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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제작

J750 프린터는 PolyJet Studio 애플리케이션의 가상 빌드 트레이에서 준비되
고, 여기에서 프린터로 전송된 모델을 제작합니다. 조형을 위한 모델 파일 준
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용자 가이드 또는 PolyJet Studio 도움말의 
'PolyJet Studio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프린터 준비  

 

모델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패턴 테스트를 수행하여 프린트 헤드의 현재 
조형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6-30페이지의 '패턴 테스트' 참조).

모델 제작을 위해 프린터를 준비하려면:

1. 프린터의 빌드 트레이가 비어 있고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
우 칼날로 경화 재료를 제거하고, 물에 적신 청소용 천으로 트레이를 깨끗
하게 청소합니다.

주의

빌드 트레이 청소 시 보호 장갑을 사용하고, 칼날의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주의하십시오.

2. 프린터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대로 충분한 모델과 서포트 재료가 로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그림 6-3 페이지에 6-4 참조). 조형 중에 카트리지를 
교체해야 하지 않도록 프린터에 현재 로드된 모델과 서포트 재료의 카트
리지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재료 카트리지 설치 및 빈 카트리지 교체에 대해서는 6-5페이지의 '모델 
및 서포트 로드'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로드된 모델 유형 변경에 대해서는 6-12페이지의 '조형 재료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3. 프린터 인터페이스에서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여 프린터를 온라인 모드로 
전환합니다.

버튼의 색상이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뀝니다(그림 6-4 다음 페이지에 
참조). Manager(작업 관리자) 대기열에 작업이 있는 경우, 프린터로 이 작
업이 전송됩니다.

프린터를 온라인 모드로 전환할 때 최적의 조형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유
지 보수 활동이 필요하다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6-27페이지의 '일상적
인 유지 관리 일정'을 참조하십시오.) Options(옵션) 메뉴에서 유지 보수 
알림을 비활성화/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의 구성 요소가 제작을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프린터 인터페이스에
서 프린터 모드가 Idle(정지)에서 Pre-print(사전 조형)로 바뀝니다.

• 프린트 블록이 가열됩니다.

• UV 램프에 전원이 들어오고 예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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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이 시작되면 PolyJet Studio가 7개의 슬라이스를 프린터 제어 애플리케
이션에 보냅니다. 이는 PolyJet Studio와 프린터 간 표준 버퍼입니다. 각 슬라
이스가 조형되면, 다른 슬라이스가 프린터로 보내집니다.

제작할 모델 크기에 따라 조형에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급 
카트리지에 모델과 서포트 재료가 충분히 있는 경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조형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J750 프린터는 최대 6개의 모델 재료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모델을 제작합니
다. 뿐만 아니라, 서포트 재료 카트리지 2개가 필요합니다. 추가 카트리지가 
설치되었지만 현재 조형 작업에는 필요 없는 경우, 프린터 인터페이스가 무
엇을 사용 중인지 나타냅니다.

• 파란색카트리지 - 조형 작업에 사용됨

• 회색카트리지 - 조형 작업에 사용되지 않음

프린터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를 전환하여 프린터 상태 표시기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프린터 인터페이스 화면의 디스플레이 토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림 6-4    프린터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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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인터페
이스 컬러 키

프린터 표시기 필드의 배경 컬러를 통해 값이나 항목이 조형에 적합한지 또
는 조형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 녹색 - 조형에 적합/준비 완료

예를 들어, 그림 6-4 이전 페이지에에서:

❒ Heads (°C) - 헤드가 프린팅에 필요한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 Ambient - 프린팅챔버의 내부 온도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 Heads Liquid - 프린트 블록 저장 용기 내의 모델 및 서포트 재료가 적
정한 레벨로 채워져 있습니다.

❒ Heads Vacuum - 시스템의 진공 수준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습니
다.

❒ Pre-Heater - 모델과 서포트 레진은 프린트 블록에 공급되기 전에 가
열해야 합니다. 온도가 허용 가능한 범위에 도달했습니다.

• 빨간색 - 조형하기에 적합하지 않음(또는 경고 표시)

예를 들어, 그림 6-4 이전 페이지에에서:

❒ Waste(폐기물) - 폐기물 컨테이너의 무게가 9000g으로, 조형 작업 시
작 시 허용되는 무게를 넘습니다. (6-83페이지의 '폐기물 컨테이너 교
체')

• 파란색 - 준비 안 됨

예를 들어, 그림 6-4 이전 페이지에에서:

❒ UV lamps(UV 램프) - UV 램프가 켜져 있지 않습니다.

프린터 인터페이스에 표시된 재료 카트리지의 컬러는 현재(또는 다음) 조형 
작업에 대해 어느 카트리지가 활성화되었는지 나타냅니다.

• 파란색 - 활성 카트리지

• 회색 - 예비 카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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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 표시기 프린터가 온라인 상태인 경우, 프린터 인터페이스 화면은 조형 작업을 프린
터로 보낼 때(PolyJet Studio에서) 바뀝니다.

• 해당 모드가 Pre-print(사전 조형)에서 Printing(조형)으로 바뀝니다.

• 수행 중인 특정 활동이 '현재 활동' 필드에 표시됩니다.

• 현재 작업 조형 정보가 표시됩니다.

• 조형 진행률 표시줄이 표시됩니다.

• Stop(중지) 및 Pause(일시 중지)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카트리지 무게가 100g 미만으로 떨어지면 프린터 인터페이스에 재료 수준 
표시는 빨간색입니다.

그림 6-5     조형 중 프린터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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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이 멈춘 후 다시 제작 시작

조형 프로세스가 중단되는 경우, Job Manager는 프린터로 슬라이스를 보내
는 것을 중지합니다. 예를 들어 조형 재료가 조형 작업 중에 소진되고 즉시 빈 
카트리지를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프린터가 Standby
(대기) 또는 Idle(유후) 모드로 바뀐 후, PolyJet Studio의 Manager 화면에서 
조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조형이 중지된 후, 프린트 헤드 가열이 줄어드는 경우, 프린터가 Standby
(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약 10시간 후, 프린트 헤드 가열이 중지되는 경
우, 프린터가 Idle(정지) 모드로 들어갑니다.

모델 조형을 계속하려면:

1. 프린터가 오프라인 모드에 있는 경우,  프린터 인터페이스 하단의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모드로 전환합니다(그림 6-3 페이지에 6-4 참
조).

버튼의 색상이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뀝니다(그림 6-3 페이지에 6-4 참
조).

2. 조형이 중지되는 이유를 모르는 경우, 프린터와 서버 컴퓨터 간의 연결이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PolyJet Studio의 Manager 화면에서 Resume(다시 시작)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4. 나타나는 Resume from Slice(재개할 슬라이스) 대화 상자에서 올바른 슬
라이스 번호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올바른 슬라이스 번호는 프린터 
인터페이스의 Previous job last slice box(이전 작업 마지막 슬라이스 상
자) 해당 필드의 값에 +1값입니다.

 

그림 6-6    조형이 중단된 후 프린터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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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PolyJet Studio의  재개할 슬라이스      

5. 어떠한 이유에서든 올바른 번호가 대화 상자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해당 
번호를 입력하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모델 조형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 서버 컴퓨터가 Resume from Slice(재개할 슬라이스) 확인 대화 상자를 표
시하는 경우에도 조형한 마지막 슬라이스 번호가 프린터 인터페이스에 나
타나지 않습니다.

• 'last slice(마지막 슬라이스)'와 'resume from slice(재개할 슬라이스)' 표
시기가 올바르더라도 비교적 오랜 시간 조형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미 조
형된 모델 부품이 변형되거나 수축될 수 있으며, 이 부품과 새로 조형한 부
품 간에 시각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델의 조형 중지 효과는 모델 
크기와 구조, 사용된 모델 재료, 주위 온도, 중지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조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1. Manager(작업 관리자) 화면에서 조형 작업을 취소합니다.

2. 빌드 트레이에서 부분적으로 조형된 모델을 제거합니다.

3. PolyJet Studio의 Manager(작업 관리자) 화면에서 해당 작업을 다시 시
작합니다.

프린터 인터페이스에서 또는 PolyJet Studio의 Manager(작업 관리자) 화
면에서 조형을 중지하고 나중에 재개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인터페이스
에서 Stop(중지) 버튼을 클릭한 후에는 Manager(작업 관리자) 화면에서만 
조형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린터 인터페이스에서 Pause(일시 
중지) 버튼을 클릭하면 프린터 인터페이스에서만 조형을 재개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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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 재료 변경

현재 로드된 프린팅 재료와 다른 유형의 프린팅 재료를 사용하려면 제작하기 
전에 Material Replacement(재료 교체) 마법사를 실행하여 프린트 블록 및 
피드 튜브를 플러시하십시오.

현재 로드된 재료의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모델 재
료를 사용한 모델 조형 계획을 주의하여 세워야 합니다. 플러시되는 재료 
양은 선택한 플러시 주기와 모델 카트리지 하나를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둘 다를 교체할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Material Replacement(재료 교체) 마법사는 현재 시스템에 있는 재료에 따
라, 다른 재료 카트리지를 배치하기에 가장 적합한 슬롯 위치를 제안합니
다. 이것은 현재 로드된 재료의 최소 플러시를 보장합니다.

마법사로 조형 재료를 교체하려면:

1. Options(옵션) 메뉴에서 Material Replacement(재료 교체) 마법사를 시
작합니다.

그림 6-8    Material Replacement(재료 교체) 마법사 시작

2. 시작 화면에서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3. 프린터 커버가 닫히지 않은 경우, 커버를 닫으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커버가 닫혔는지 확인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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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델 제작을 위한 구성을 선택합니다.

❒ 6가지 재료

❒ 3가지 재료

 

그림 6-9    재료 교체 옵션

6가지 재료

세 개의 모델 프린트 헤드에서 각 헤드별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재료가 
함께 로드됩니다.

 

그림 6-10    프린트 헤드에 로드된 6가지 재료

❒ 재료가 로드되었으면 단일 재료 또는 재료의 조합으로 조형할 수 있습
니다. High Speed(고속 조형)은 사용할 수 없지만, High Quality(고품
질) 모델을 조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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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재료

각 모델 프린트 헤드의 두 섹션 모두에 동일한 재료가 로드됩니다.

그림 6-11    프린트 헤드에 로드된 3가지 재료

❒ 고속 조형에는 최대 3개의 모델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마법사의 Required materials(필수 재료) 섹션에서 하나 이상의 교체 재료 
카트리지를 선택합니다.

6. 모델 재료로, 교체 카트리지 두 개를 로드해야 할 경우 둘 다를 선택합니
다.

교체 카트리지 하나를 로드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시스템에 현재 있는 재
료 플러싱을 덜 요구하므로 더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카트리지 하나가 충
분하지 않을 때는 카트리지 두 개를 로드하여 조형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조형할 수 있습니다. 카트리지 하나가 비고 다른 하나가 사용될 때 
빈 카트리지를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7. 서포트 재료의 경우, 교체할 카트리지 개수(2, 3 또는 4)를 선택합니다.

참고:  두 개 이상의 서포트 재료 카트리지가 필요합니다.

8. 첫 번째 조형된 모델의 색상 또는 기계적 속성이 중요하지 않으면 현재 재
료를 플러싱하지 않고 모델 재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6-
17페이지의 '플러싱하지 않고 모델 재료 변경'으로 진행하십시오.

9. 현재 시스템에 있는 재료를 플러싱하려면 필요에 맞는 플러싱 주기를 선
택합니다.

기본 플러싱 주기는 마지막 재료 교체에 사용되는 주기입니다.

특수 용도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설정이 있습니다(' 고급 설정' 참조). 필
요한 경우, Next(다음)를 클릭하기 전에 Advanced Settings(고급 설정)를 
클릭합니다.

❒ Economy(경제). 해당 주기는 더 어두운 재료(예: TangoBlack™ 또는 
VeroBlack™)로 밝은 색상의 모델 재료를 교체할 때 또는 조형된 모델
의 정확한 색상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법사는 모델이 새 재료의 기계적 속성을 가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최소 양의 재료로 시스템을 플러시합니다.

❒ Full(전체).  조형된 모델이 새 재료의 정확한 색상을 가져야 할 때 이 
주기를 사용합니다.  

마법사는 이전 화면에서 선택한 항목에 따라, 조형에 필요한   피드 튜
브와 프린트 헤드를 철저히 플러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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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Next(다음)를 클릭하여 프린터에서 재료 교체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Cartridge positioning(카트리지 위치 지정) 화면이 나타나, 재료 캐비닛
에 있는 모든 카트리지의 새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림 6-12    카트리지 배치

기호:

 올바른 카트리지가 이 슬롯에 있습니다.

 이 슬롯에는 카트리지가 없습니다(또는 잘못된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이 슬롯의 카트리지는 재료 교체 프로세스를 완료하기에 무게가 충분하
지 않습니다.

 이 슬롯에 있는 카트리지의 만료일이 지났습니다.

11. 이 마법사 화면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료 카트리지를 교체하십시
오.

12. Start(시작)를 클릭합니다.

13. 경고 메시지를 읽고 OK(확인)를 클릭합니다.

계속할 경우, 모델을 제작하려면 먼저 재료 교체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합
니다. 나중에 재료 카트리지를 교체하려면 Cancel(취소)을 클릭합니다. 
OK(확인)를 클릭하여 계속하되, 프로세스를 완료하지 않으면 모델을 제작
하기 전에 마법사를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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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    마지막 마법사 화면

14. Done(완료)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닫습니다.

프린터 제어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인터페이스에 새 재
료가 표시됩니다. 또한 서버 컴퓨터의 PolyJet Studio가 업데이트되고 새 
재료를 표시합니다.

15. 필요한 경우 퍼지 유닛 주변 영역을 점검하고 청소합니다.

주의

모든 해당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재료 카트리지를 폐기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재활용을 위해 카트리지를 분해할 수 있습니다. 분해한 경우 미경화 
레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카트리지를 처리하는 사람을 보호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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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하지 않고 모델 재료 변경

플러싱하지 않고 모델 재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형된 모델의 색상 또는 
기계적 속성이 중요하지 않을 때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플러싱하지 않고 모델 재료를 변경하려면:

1. Material Replacement Options(재료 교체 옵션) 화면에서 Advanced 
Settings(고급 설정)를 클릭합니다.

2. Advanced Settings(고급 설정) 화면에서 Manual slot selection(수동 슬
롯 선택)을 선택하고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그림 6-14    수동 슬롯 선택

3. Material Replacement Options(재료 교체 옵션) 화면이 열리면 Replace 
materials without flushing(플러싱하지 않고 재료 교체) 확인란을 선택하
고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그림 6-15    플러싱하지 않고 재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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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면 Yes(예)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그림 6-16    플러싱하지 않고 교체 확인 메시지

5. Cartridge Positioning and Process Progression(카트리지 위치 지정 및 
프로세스 진행) 화면에서 Start(시작)를 클릭합니다.

 

그림 6-17    Cartridge Positioning and Process Progression(카트리
지 위치 지정 및 프로세스 진행) 화면

6.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면 읽고 OK(확인)를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그림 6-18    경고 메시지

재료 교체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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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설정 Advanced Settings(고급 설정)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특수 목적에 대한 
Material Replacement(재료 교체) 마법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
우, Next(다음)를 클릭하기 전에 Material Replacement Options(재료 교체 
옵션) 화면에서 Advanced Settings(고급 설정)를 클릭하십시오.

위치 지정 기본적으로 Automatic slot selection(자동 슬롯 선택)이 현재 시스템에 있는 
재료에 따라, 재료 캐비닛의 카트리지에 대한 최상의 슬롯 위치를 결정합니
다. 이것은 현재 로드된 재료의 최소 플러시를 보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Manual slot selection(수동 슬롯 선택)을 선택합니다.

• 특별히 특정 슬롯 위치에 카트리지를 로드해야 하는 경우.

• 특정 슬롯 위치에서 카트리지 중 하나만 변경하려는 경우.

일부 재료는 특정 기타 재료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도할 경우 마법
사에서 알려줍니다.

카트리지에 대한 슬롯을 수동으로 선택하려면:

1. Material Replacement Options(재료 교체 옵션) 화면에서 Advanced 
Settings(고급 설정)를 클릭합니다.

2. Advanced Settings(고급 설정) 화면에서 Manual slot selection(수동 슬
롯 선택)을 선택하고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그림 6-19    수동 슬롯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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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terial Replacement Options(재료 교체 옵션) 화면에서 필요에 따라, 
각 슬롯에 대해 Both cartridges(두 카트리지 모두)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선택을 취소합니다.

참고:  서포트 재료를 변경할 때 A에서 하나(L 또는 R), B에서 하나(L 또는 
R)로, 적어도 두 개의 서포트 재료 카트리지 슬롯을 선택하십시오.

그림 6-20    재료 교체 옵션(고급)

4. 확인란 선택을 취소하면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납니다. L(왼쪽) 또는 R(오
른쪽)을 선택하여 왼쪽  또는 오른쪽의 카트리지만 해당 위치에서 변경합
니다.

Apply(적용)를 클릭하면 Material Replacement Options(재료 교체 옵션) 화
면이 나타나지만, 지금은 각 재료 선택 상자가 재료 캐비닛의 카트리지 수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림 6-21    수동 카트리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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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플러시 주
기

Material Replacement Options(재료 교체 옵션) 화면에서 선택하는 플러시 
주기에 따라 시스템에서 현재 재료를 플러시하는 정도가 결정됩니다. 
Economy(경제) 주기를 선택하고 마법사를 완료하면 정확한 모델 색상을 보
장하기 위해 더 많은 플러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조형된 
모델에 이전 재료의 흔적이 있어서 만족스럽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재료를 더 많이 플러시하여, 다음 모델이 순수 재료로 조형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플러시 주기를 수행하려면:

➢ Advanced Settings(고급 설정) 화면에서 'flush again(다시 플러시)' 옵션 
활성화를 선택하고 Apply(적용)를 클릭합니다.

 

그림 6-22    Enable flush again options(다시 플러시 옵션 활성화) 선
택됨

Material Replacement Options(재료 교체 옵션) 화면이 나타나, 다시 플러시
해야 하는 재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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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를 Idle 모드로 유지

조형 작업 간에 J750 프린터는 최대 일주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프린터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프린터를 끄기 
전에 "shutdown wizard"를 사용하여 절차를 수행하십시오.(아래 6-23페이
지의 '프린터 종료' 참조).

프린터가 모델 제작을 중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프린터 소프트웨어가 자동
으로 프린트 헤드 온도를 낮춥니다.

조형 중지 후 모드 프린트 헤드 가열의 변화

처음 15분 Standby 1(대기 1) 변화 없음

다음  1분 Standby 2(대기 2)

대기 2 이후 Idle(유휴) 가열 멈춤

참고:  프린터 모드가 인터페이스의 왼쪽에 있는 녹색 필드에 나타납니다(6-
4과(와) 6-9페이지의 그림 6-3과(와) 그림 6-5 참조).

작업 조형 후 프린터를 16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면 프린터를 
Idle(유휴) 모드로 전환하여 프린트 헤드 가열을 즉시 끌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Idle(유휴) 모드로 전환하려면:

➢ 프린터 인터페이스의 File(파일) 메뉴에서 Exit(끝내기)를 클릭합니다.

참고:  J750 프린터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조형을 다시 시작할 때까지 프린터
는 유휴 모드로 유지됩니다.

프린터가 Idle(유휴) 모드에 있는 경우, 프린터를 끄지 마십시오. 최대 일
주일까지 커버가 닫힌 상태로 이 모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더 긴 기간 
동안에는 Shutdown(종료) 마법사를 실행하여 프린터를 종료하십시오(아
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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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종료

프린터를 일주일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J750 프린터를 종료해야 합니
다. 그렇지 않으면 프린터를 Idle(정지) 모드로 켜둘 수 있습니다.

종료 프로세스는 프린터 구성 요소에서 조형 재료를 플러시합니다. 중요
한 재료가 플러시되지 않게 방지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델을 조형
하십시오. 많은 프린터 운영자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고객 샘플이나 테
스트 모델을 조형합니다.

제대로 종료하기 위해 프린터는 몇 가지 프로세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들 
프로세스는 Shutdown(종료) 마법사로 제어됩니다. 인터페이스를 닫아서 프
린터를 종료하지 말고 이 마법사를 완료하기 전에 프린터의 전원을 끄지 마
십시오. 

주의

마법사를 먼지 실행하지 않고 연장된 기간 동안 프린터를 사용하지 않으
면 프린트 헤드 및 기타 값비싼 프린터 부품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
다.

 

프린터가 사용되지 않을 기간에 따라, 짧은 종료 절차 또는 더 긴 절차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0일: 마법사는 모델과 서포트 재료의 프린트 블록을 비워 누출을 방
지합니다. 이것은 10분 정도 걸립니다.

• 30일 이상: 마법사는 프린트 블록을 비운 다음 세척액으로 시스템을 플러
시합니다. 이것은 최대 75분이 걸리며, 지시가 있을 경우 세척액 카트리지
를 로드해야 합니다. 



Stratasys J750 사용자 가이드 6 J750 3D 프린터 작동 및 유지 관리

DOC-08010KO Rev. C 6-24

Shutdown 
Wizard(종료 
마법사)

Shutdown(종료) 마법사를 실행하려면 :

1. Options(옵션) 메뉴에서 Shutdown(종료)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그림 6-23    Shutdown(종료) 마법사, 시작 화면

2.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3. 프린터가 사용되지 않을 기간(30일 미만)에 해당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참고:  30일 이상을  선택하기 전에 세척액 카트리지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그림 6-24    종료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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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화면에서 트레이가 비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Next(다음)를 클릭
합니다.

그림 6-25    트레이 상태 화면

5. 다음 화면에서 트레이가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
다.

종료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림 6-26    종료 진행률 화면

6. 청소가 완료될 때까지 지침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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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지막 마법사 화면이 나타나면 프린터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닫고 프린터 
컴퓨터를 종료합니다.

그림 6-27    마지막 종료 마법사 화면

8. 프린터 컴퓨터가 종료된 후, 프린터 후면의 주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그림 
6-2 페이지에 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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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유지 관리

J750 3D 프린터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적의 성능을 위해 지정된 간격으로 해
당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일상적인 유지 
관리 일정

 

빈도 작업 자세한 정보

조형 전/후 UV 램프 과열 표시기를 

확인합니다.

6-30페이지의 'UV 램프 

확인'을 참조하십시오.

조형 전/후 프린트 헤드와 롤러 표면

을 청소합니다.

1페이지의 프린트 헤드 

및 롤러 청소를 참조하십

시오.

매일 와이퍼를 청소하고 점검합

니다.

1페이지의 와이퍼 청소 

및 교체를 참조하십시오.

매주 패턴 테스트를 수행합니

다.

6-30페이지의 '패턴 테스

트'를 참조하십시오.

매주 프린터 컴퓨터와 서버 컴

퓨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프린터 컴퓨터를 다시 시

작합니다.

 

매주 롤러 폐기물 수집기를 청

소합니다.

1페이지의 '롤러 폐기물 

수집기 청소 및 롤러 칼날 

점검'을 참조하십시오.

조형 300시간마다(알림 메시지

가 나타남)

UV 강도를 보정합니다. 6-58페이지의 'UV 램프 

테스트 및 보정'을 참조하

십시오.

조형 300시간마다(알림 메시지

가 나타남)

프린트 헤드를 최적화합니

다.

6-41페이지의 '프린트 헤

드 최적화(교정)'을 참조

하십시오.

매월 그리고 프린트 헤드 교체 

후

프린트 헤드 정렬을 확인

합니다.

6-38페이지의 '프린트 헤

드 정렬'을 참조하십시오.

매월 배기 시스템(덕트, 팬, 연

결)을 점검합니다.

 

매월   로드 셀을 보정합니다. 6-65페이지의 '로드 셀 

보정'을 참조하십시오.

1500시간 조형마다 폐기물 펌프 튜브를 교체합

니다.

6-66페이지의 '폐기물 펌

프 튜브 교체'를 참조하십

시오.

2년마다 또는 3500시간 조형

마다

공인된 서비스 엔지니어를 

통해 정기 예방점검을 실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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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카운
터

프린터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은 각 유지 관리 작업에 대한 날짜와 빈도를 기
록합니다. Options(옵션) 메뉴에서 Maintenance Counters(유지 관리 카운
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림 6-28    유지 관리 카운터 선택

유지 관리 작업 일정이 있는 경우 기본 인터페이스 화면에 이것을 나타냅니
다.

 

그림 6-29    Maintenance Required(유지 관리 필수) 표시기

이 표시기가 나타나는 경우 이것을 클릭하여 Maintenance Counters(유지 관
리 카운터) 화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Maintenance Required(유지 관리 필수) 표시기는 운영자가 수행하는 대
부분의 유지 관리 작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User Warning(사
용자 경고)' 아래 확인란은 특정 작업이 예정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지 여부
를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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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0    Maintenance Counters(유지 관리 카운터) 화면

마법사로 제어되는 유지 관리 작업의 경우, 관련 마법사가 실행되고 성공적
으로 완료되면 날짜와 조형 시간이 자동으로 재설정됩니다. 롤러 점검 및 와
이퍼 교체와 같은 수동 유지 관리 작업은 화면의 Reset(재설정) 버튼을 클릭
하면 재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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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램프 확인 과열 경고로 UV 램프 커버에 감열성 레이블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커버의 온
도가 65°C(150°F)에 도달하면 레이블의 중심이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뀝
니다. 이런 경우에는 프린터를 사용하지 말고 서비스 공급자에게 문의하십시
오. 예방조치로, 조형 전과 후 레이블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 6-31    UV 램프 커버의 감열성 레이블

UV 램프가 계속 과열되고 램프 주변 온도가 90°C(194°F)에 도달하면 열 퓨
즈가 UV 램프 및 X, Y, Z 축용 모션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를 차단합
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매우 드문 경우에는 인증된 서비스 엔지니어가 
프린터를 정비할 때까지 프린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패턴 테스트 패턴 테스트는 프린트 헤드의 노즐 상태를 나타내므로, 뛰어난 품질의 모델
을 제작하기 위한 프린터의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입니다. 따라서 이 테
스트를 매주 수행하고, 조형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항상 수행하십시오.

패턴 테스트를 수행하려면:

1. 빌드 트레이가 비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A-4 또는 편지지 크기의 절반 정도 크기인  정도의 핑크 용지 시트를 준비
합니다.

3. 프린터에서 빌드 트레이의 왼쪽 표면에 핑크 용지를 붙입니다.

4. F3 키를 누르거나 Options(옵션) 메뉴를 열고 Pattern Test(패턴 테스트)
를 선택합니다.

그림 6-32    패턴 테스트 확인

5. 빌드 트레이가 깨끗하지 않으면 다음 대화 상자에서 No(아니요)를 클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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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 트레이가 내려가서 트레이의 모델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림 6-33    빌드 트레이(Z) 수평 조절

프린터가 테스트 용지에 일련의 선을 조형합니다(다음 그림 참조).

그림 6-34    샘플 패턴 테스트

6. 주의를 기울여 테스트 용지를 검사하여 누락된 선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누락된 선이 너무 많으면, 특히 동일한 영역에서 그러한 경우, 모델 제작 
시 조형 품질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경우, 6-32페이지의 '조형 품질 개선'
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허용되는 모델 품질은 주관적이며, 제작하는 모델의 유형 및 치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열의 한 영역에서 10개 이상
의 선 누락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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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 품질 개선 조형 품질이 낮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패턴 테스트를 수행하십시오( 6-30
페이지의  '패턴 테스트' 참조). 결과가 괜찮지 않은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조형 품질을 개선하십시오.

마지막 패턴 테스트 결과가 괜찮지 않은 경우:

1. Options(옵션) 메뉴에서 Purge Sequence(퍼지 시퀀스)를 선택하거나 F4 
키를 누릅니다.

2. 확인 대화 상자에서 Yes(예)를 클릭합니다.

프린트 헤드에서 모델과 서포트 재료를 퍼지하고 와이퍼가 이 헤드에 남
아있는 재료를 제거합니다.

3. 퍼지 시퀀스를 반복합니다.

4. 패턴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그래도 패턴 테스트 결과가 괜찮지 않은 경우:

1. 프린트 헤드를 수동으로 청소합니다(1페이지의 프린트 헤드 및 롤러 청소 
참조). 

2. 퍼지 시퀀스를 수행합니다.

3. 패턴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그래도 패턴 테스트 결과가 괜찮지 않은 경우:

1. 주의하여 프린트 헤드를 다시 청소하여 이 헤드에 남은 잔여물이 없도록 
합니다.

2. 퍼지 시퀀스를 수행합니다.

3. 패턴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그래도 패턴 테스트 결과가 괜찮지 않은 경우:

➢ 프린트 헤드를 최적화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가 있는 프린트 헤드를 교체
합니다.('프린트 헤드 최적화(교정)' 참조).

프린트 헤드, 
롤러, 와이퍼 
청소

프린트 헤드 하단에 있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의 정기적 점검과 청소를 통해 
프린트 노즐이 막히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롤러와 와이퍼 청소도 조형 품질
을 유지 관리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법사는 프린터 구성요소를 조정하여 이
러한 주요 영역에 대한 액세스를 활성화하고 청소 절차로 안내합니다. 프린
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려면 각 조형 작업 후 빌드 트레이에서 모델
을 제거할 때 항상 "Cleaning" 마법사를 실행하십시오. 이 절차에는 20분 정
도 걸립니다.

프린트 헤드, 롤러, 와이퍼를 청소하려면:

1. 준비 -

❒ 이소프로판올(IPA - 이소프로필 알코올) 또는 에탄올(에틸 알코올)

❒ 일회용 청소 장갑

❒ 제공된 청소용 천 또는 유사 품목

❒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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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ptions (옵션) 메뉴에서 Cleaning(청소)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그림 6-35    Options(옵션) > Wizards(마법사) 메뉴

3. 빌드 트레이가 프린터에 있는지 확인하고 프린터 도어를 닫습니다. 마법
사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그림 6-36    준비 확인

프린터는 구성요소를 청소 위치로 이동합니다.

4. 다음 화면이 나타나면 프린터를 엽니다.

그림 6-37    청소 작업 중 마법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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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뜨거운 표면

프린트 헤드 플레이트(하단 표면)가 뜨거울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 이 플
레이트를 만지지 말고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5. 빌드 트레이에 거울을 놓습니다.

6. 장갑을 낍니다.

주의

프린트 헤드의 미경화 조형 재료는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회
용 청소 장갑을 사용하여 손을 보호하십시오.

7. 알코올로 청소용 천을 적십니다.

8. 앞뒤로 움직이면서 입구 플레이트를 청소합니다. 거울을 사용하여 잔여물
을 모두 제거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6-38    헤드 청소

9. 프린트 헤드를 청소한 후, 롤러를 돌려가면서 청소하여 전체 롤러 표면을 
깨끗히 하십시오.

10. UV 램프의 유리 렌즈를 청소하십시오.

11. 청소용 천에 충분한 양의 알코올을 사용하여 와이퍼와 주변 영역에 남은 
모든 물질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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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퍼지 유닛에 수집된 폐기 재료의 조각을 제거합니다. 필요한 경우, 폐기물 
수집기를 제거하여 청소하십시오. 고무 씰을 닦습니다.

 

그림 6-39    퍼지 유닛 폐기물 수집기

참고:  폐기물 수집기를 퍼지 유닛에 다시 끼울 때 그림과 같이 삽입하십시오.

13. 와이퍼를 검사합니다.

와이퍼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찢어지거나 마모된 경우 또는 와이퍼를 완전
히 깨끗하게 청소할 수 없는 경우 교체하십시오.

a. 와이퍼를 잡고 위로 당겨 브래킷 밖으로 빼냅니다. 

b. 새 와이퍼 날을 끼워, 양 측면에 곧고 단단히 끼워졌음을 확인하십시
오.

14. 청소를 마치면 마법사 화면의 확인 확인란을 선택하고(그림 6-37 참조)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15. 프린터에서 청소용품을 제거하고 프린터 커버를 닫습니다.

16. 마법사 화면의 확인 확인란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헤드-퍼지 작업이 시작됩니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면 마지막 마법사 화면
이 나타납니다.

그림 6-40    청소 마법사 - 마지막 화면

17. Done(완료)을 클릭하여 마법사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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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 칼날 교체 다음과 같은 경우 롤러 칼날을 교체해야 합니다.

• 조형 1,000시간 후

• 롤러가 효과적으로 깨끗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롤러 폐기물 수집기를 청소할 때 롤러 칼날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테스
트해야 합니다. 1-1페이지의 '롤러 폐기물 수집기 청소 및 롤러 칼날 점검'
을 참조하십시오.

롤러 칼날을 교체하려면:

1. 준비 -

❒ 새 롤러 칼날(KIT-01026-S)

❒ Phillips 1x75 mm 십자 드라이버

❒ M2.5 및 M2 육각(Allen) 렌치

2. 오른쪽 UV 램프와 롤러 폐기물 수집기 덮개를 제거합니다(1-1페이지의 
3~6단계 참조 ).

3. 롤러 폐기물 수집기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 2개를 풀어서 빼냅니다.

그림 6-41    롤러 폐기물 수집기 제거

4. 롤러 칼날 어셈블리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제거합니다.

그림 6-42    롤러 칼날 나사 제거

5. 칼날을 제거하고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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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3    이전 롤러 칼날 제거

6. 그림과 같이, 새 칼날을 홀더의 핀에 놓습니다.

그림 6-44    새 롤러 칼날 삽입

7. 롤러 칼날 나사를 삽입하고 조입니다.

중요:

 l 그림 6-45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나사를 조입니다.

 l 교체 키트에 공급된 새 나사를 사용합니다.

그림 6-45    롤러 칼날 나사 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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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나사를 조인 후, 날을 점검하고 곧게 되어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나사를 풀고 다시 균일하게 조입니다.

9. 롤러 폐기물 수집기 어셈블리와 오른쪽 UV 램프를 프린트 블록에 돌려놓
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롤러 폐기물 수집기 청소 및 롤러 칼날 점검'
의 4~6단계를 참조하십시오. )

프린트 헤드 정
렬

프린트 헤드 정렬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한 달에 한 번

• 하나 이상의 헤드를 교체한 후

• 조형 블록 맨 아래 구멍 판을 청소한 후에도 모델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1
페이지의 '프린트 헤드 및 롤러 표면 청소' 참조).

이 절차에는 20분 정도 걸립니다.

프린트 헤드 정렬을 확인하려면:

1. 준비—

❒ 투명 시트 

❒ 모든 유형의 접착 테이프, 빌드 트레이에 투명 시트 고정용

2. Options(옵션) 메뉴에서 Head Alignment(헤드 정렬) 마법사를 시작합니
다.

3. Next(다음)를 클릭하여 시작하고 커버를 닫습니다.

4. 마법사 화면에서 해당 확인란을 선택하여 커버가 닫혔는지 확인하고 Next
(다음)를 클릭합니다.

5. 빌드 트레이 위에 투명 시트지를 붙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표시되는 
것과 같이 트레이의 왼쪽과 후면 가장자리 옆에 있는 빌드 트레이에 투명 
시트를 놓습니다.

그림 6-46    빌드 트레이에 투명 시트 놓기

6. 투명 시트가 평평하게 놓여 있는지 확인하고, 트레이에 테이프로 고정합
니다.

7. 마법사 화면에서 해당 확인란을 선택하여 투명 시트가 빌드 트레이 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프린터가 투명 시트에서 헤드 정렬 테스트 분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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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화면이 나타나면 투명 시트를 제거합니다.

그림 6-47     Head Alignment(헤드 정렬) 마법사 - 8–10단계

투명 시트에 7개 열로 나열된 수직선 세트가 조형되며, 각각은 다른 프린
트 헤드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림 6-48    헤드 정렬 테스트 샘플

참고:  헤드 H7에 대한 열의 정렬은 기타 모든 헤드를 정렬하기 위한 기준
으로 사용되므로 이 열은 없습니다.

9. 선의 각 행에 대해 돋보기 또는 루페를 사용하여 투명 시트에 조형된 연속 
행 쌍을 점검하여 수직선이 배열되는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그림 6-49    정렬 선 행 비교

참고:  선 쌍은 모두 같은 헤드에서 조형되었으므로, 어떤 선 쌍을 점검하
든 상관 없습니다. 점검하기 위해 선명하게 조형된 선 쌍을 선택합니다. 
(일부 노즐은 선명하게 조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정렬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선 쌍을 점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림 6-49  에서처럼 상단 행과 하단 행의 네 번째 선이 정렬되면 최적의 
레드 정렬이 표시됩니다. 위의 그림에 나와 있는 헤드 정렬 테스트 샘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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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헤드 정렬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세트의 다른 선이 정렬되
는 경우 다음 마법사 화면에서 해당 헤드의 정렬을 변경해야 합니다.

10. 그림 6-47에 나와 있는 마법사 화면에서 Transparency removed(투명 
시트 제거됨) 확인란을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일련의 정렬 화면 중 첫 번째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6-50    헤드 정렬 화면

11. 헤드 정렬 화면에서 이 프린트 헤드에 대한 투명 시트에서 상단과 하단 행 
쌍에서 어느 선이 정렬 상태인지(왼쪽에서부터 계산) 나타내는 숫자를 선
택합니다.

참고:  네 번째 선의 정렬이 최적이기 때문에 마법사 화면에서 숫자 '4'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헤드 정렬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른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 마법사가 헤드 정렬을 이에 따라 조정합니다.

12. Next(다음)를 클릭하여 다음 헤드 정렬 화면을 표시하고, 해당 프린트 헤
드에 대한 투명 시트에 가장 근접하게 정렬된 수직선을 나타내는 숫자를 
선택합니다.

모든 헤드 정렬을 마쳤을 때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

그림 6-51    매개 변수 업데이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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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과 같이 계속 진행합니다.

❒ 프린터에서 정렬 변경을 하려면 Update system with new parameters
(시스템을 새 매개 변수로 업데이트)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 프린터에서 정렬 변경을 하기 전에 정렬 테스트 결과를 다시 확인하려
면 Previous(이전)를 클릭합니다.

❒ 지금 프린터에서 정렬 변경을 하지 않으려면 Keep previous 
parameters(이전 매개 변수 유지)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
다.

14. 다음 화면에서 헤드 정렬 절차를 반복하거나 마법사를 닫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명 시트 테스트는 헤드가 지금 제대로 정렬되었는지 보여 주며, 그
렇지 않은 경우 마법사에서 정렬 '미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프린트 헤드의 세로 선이 양쪽 끝 중 한 곳에 정렬되지 않은 경우 End 
the wizard(마법사 종료)를 선택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그림 6-52    헤드 정렬 반복 옵션

프린트 헤드 최
적화(교정)

프린트 헤드의 상태는 조형된 모델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
적의 조형을 유지 관리하려면 정기적으로 프린트 헤드를 테스트하고  조형 
300시간마다 Head Optimization(헤드 최적화) 마법사를 실행하여 최상의 작
업 구성으로 프린트 헤드를 보정해야 합니다.     

이 절차 중에 빌드 트레이에 저울을 놓고 프린터에 연결합니다. 조형 재료(레
진)가 각 헤드에서 분사되고 이것의 무게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마법사가 프
린트 헤드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최적화 프로세스 중에 마법사가 프린트 헤드에 문제가 있거나 현재 헤드 구
성에서 레이어 균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프린
트 헤드를 교체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경우 마법사를 계속 진
행하여 프린트 헤드를 교체하거나 나중에 교체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헤드 상태가 조형된 모델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마다, 아
니면 프린트 헤드 하나 이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Head 
Optimization(헤드 최적화) 마법사를 실행하십시오.

참고: 정확하게 프린트 헤드를 테스트하고 보정하려면 프린터가 깨끗해야 합
니다. 필요한 경우,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Head Cleaning(헤드 청소) 마법
사마법사를 실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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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헤드를 테스트하고 보정하려면:

1. 다음 항목을 준비합니다.

❒ 일회용 청소 장갑(깨끗한 파우더 프리 보호 장갑)

❒ 핑크 페이퍼

❒ Missing Nozzles Ruler

❒ Head Optimization(헤드 최적화) 마법사에서 사용하도록 제공된 저울

중요: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저울이 교정되고 충전되었는지 확인하십
시오. 이 마법사를 실행할 때 벽면 전원 콘센트에 저울을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Options(옵션) 메뉴에서 Head Optimization(헤드 최적화) 마법사를 시작
합니다.

그림 6-53     Head Optimization(헤드 최적화) 마법사 시작

3. 시작 마법사 화면에서 Next(다음)를 클릭하여 시작합니다.

Wizard Conditions(마법사 조건) 화면이 나타납니다.

4. 조건을 읽고 I Agree(동의)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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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화면에서 최근에 프린트 헤드를 청소했으면 Continue with Head 
optimization(헤드 최적화로 계속)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법사
를 취소하고 Head Cleaning(헤드 청소)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그림 6-54    Clean print heads(프린트 헤드 청소) 화면

6. 다음 화면에서 Optimize all print heads(모든 프린트 헤드 최적화)가 선택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그림 6-55    절차 선택 화면

7. 프린트 헤드를 최적화할 조형 모드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그림 6-56    조형 모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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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화면이 나타나면 핑크 페이퍼를 한 장 빌드 트레이의 왼쪽 표면에 붙
이고 커버를 닫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그림 6-57    준비 확인

프린터가 빌드 트레이에 프레임을 조형한 다음 패턴 테스트를 조형합니
다.

9. 패턴 테스트가 조형되었을 때 Missing Nozzles(누락 노즐) 측정자를 사용
하여 주의 깊게 점검하여 누락된 행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림 6-58    패턴 테스트 점검

각 누락 행은 프린트 헤드의 결함 노즐을 나타냅니다.

10. 다음 마법사 화면에서 각 프린트 헤드의 누락 노즐 수를 입력하고 Next(다
음)를 클릭합니다.

그림 6-59    Enter Missing Nozzles(누락 노즐 입력)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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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법사는 사용자가 입력한 누락 노즐 수를 참고로 하여 계속 진행됩니다. 

❒ 누락 노즐 수가 조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면 마법사에 결함이 있는 
프린트 헤드를 교체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거나 
마법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프린트 헤드를 교체할 준비가 된 경우 Next(다음)를 클릭하면 마
법사가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교체 헤드와 필수 도구를 가지고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6-48페이지의 '프린트 헤드 교체'   참조). 6-50페
이지의 '프린트 블록 준비'페이지의 프린트 블록 준비로 계속 진행하
십시오.

그림 6-60    누락 노즐로 인한 헤드 교체

❒ 모든 프린트 헤드의 누락 노즐 수가 허용 범위 이내이면 마법사는 (아
래의) 헤드 최적화 프로세스로 계속합니다.

12. 마법사 화면에 나와 있는 단계를 수행하여 프린터에 저울을 설정합니다.

그림 6-61    헤드 최적화 저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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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마법사 화면에 나와 있는 항목을 모두 확인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
다.

조형 재료(레진)가 각 헤드에서 분사되고 이것의 무게가 자동으로 기록됩
니다. 이 프로세스는 각 조형 모드에 대해 반복되고, 이후 다음 화면이 나
타납니다

그림 6-62    레진 컨테이너 비우기

14. 저울에서 레진 컨테이너를 조심스럽게 꺼내고 프린터의 퍼지 유닛에 비웁
니다. 그런 다음 컨테이너를 다시 저울 위에 올려 놓습니다.

주의: 컨테이너의 레진은 경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l 피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네오프렌 또는 니트릴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l 경화되지 않은 레진은 해당 규정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컨테이너를 퍼지 유닛

에 비워 레진을 프린터의 밀폐된 폐기함에 보관합니다.

15. 프린터를 닫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프린터는 컨테이너에 남은 레진을 경화합니다.

16. 다음 화면이 나타나면 저울을 제거하고 빌드 트레이를 청소하십시오.

그림 6-63    Remove the scale(저울 제거) 확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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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사는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프린트 헤드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화
하여 균일한 레이어로 모델을 조형하도록 합니다. 

❒ 헤드 상태가 만족스러운 경우 다음 마법사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6-64    프린트 헤드 최적화 후 마지막 마법사 화면

❒ 마법사가 프린트 헤드에 문제가 있거나 현재 헤드 구성에서 모델 품질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경우, 프린트 헤드를 교체
해야 합니다.  지금 프린트 헤드를 교체할 지 또는 안 할지를 나타냅니
다.

그림 6-65    결함이 있는 프린트 헤드 발견됨

❒ 지금 프린트 헤드를 교체할 준비가 된 경우(아래 참조) Replace 
defective head(s)(결함이 있는 헤드 교체)를 선택합니다.

또는 - 

❒ 나중에 프린트 헤드를 교체하려는 경우 Abort wizard(중단 마법사)를 
선택합니다.

Stratasys 공인 고객 지원 엔지니어와 상담한 후에만 프린트 헤드를 교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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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헤드를 교체하려면 다음 도구와 물품이 필요합니다.

❒ 교체 프린트 헤드

❒ 이소프로판올(IPA - 이소프로필 알코올) 또는 에탄올(에틸 알코올)

❒ 일회용 청소 장갑(프린트 헤드와 함께 제공된 장갑 또는 깨끗한 파우
더 프리 보호 장갑 사용)

❒ 제공된 청소용 천 또는 유사 품목

❒ 거울

❒ 3mm 육각형(알렌) 키(프린트 블록 유형에 따라 달라짐)

❒ Head Optimization(헤드 최적화) 마법사에서 사용하도록 제공된 저울
(무게 테스트)

❒ Missing Nozzles(누락 노즐) 측정자

지금 프린트 헤드를 교체하려는 경우 Next(다음)를 클릭하면 마법사가 절차
를 안내해 줍니다. 아래 '프린트 헤드 교체'로 진행합니다.

프린트 헤드 교
체

프린트 헤드의 상태는 조형된 모델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
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프린트 헤드를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
다.

• Head Optimization(헤드 최적화) 마법사가 프린트 헤드에 결함이 있다고 
나타낼 때 (6-41페이지의 '프린트 헤드 최적화(교정)'을 참조하십시오.)

• 조형된 모델의 표면에 눈에 띄는 홈이 있을 때

• 헤드를 눈으로 검사할 때 노즐 영역이 벗겨지거나 기포가 있는 등 표면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날 때

• 프린터 인터페이스에서 프린트 헤드 관련 경고 또는 오작동 메시지를 나
타낼 때

❒ 헤드 히터 온도 시간 초과

❒ 헤드 히터 서미스터 열림

❒ 헤드 히터 서미스터 단락

Stratasys 공인 고객 지원 엔지니어와 상담한 후에만 프린트 헤드를 교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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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Optimization(헤드 최적화) 마법사가 프린트 헤드 교체 과정을 안내해 
주고, 교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프린터 구성 요소를 조정합니다.

마법사의 도움을 받아 프린트 헤드만 교체하십시오. 전체 절차에는 약 45분
이 걸리며 다음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교체가 필요한 헤드 확인.

일반적으로 Head Optimization(헤드 최적화) 마법사가 이 작업을 수행합
니다.  그렇지 않으면, 헤드 표면의 물리적 손상에 대한 증거나 오작동 메
시지가 어느 헤드를 교체해야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B. 헤드 교체를 위한 프린트 블록 준비.

마법사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이 작업이 수행됩니다.

C. 결함이 있는 프린트 헤드 제거.

D. 새 프린트 헤드 설치.

E. 프린트 헤드 최적화(마법사가 자동으로 수행).

F. 헤드 정렬 수행.

 

프린트 헤드를 교체하려면:

1. 준비—

❒ 교체 프린트 헤드

❒ 이소프로판올(IPA - 이소프로필 알코올) 또는 에탄올(에틸 알코올)

❒ 일회용 청소 장갑(프린트 헤드와 함께 제공된 장갑 또는 깨끗한 파우
더 프리 보호 장갑 사용)

❒ 제공된 청소용 천 또는 유사 품목

❒ 거울

❒ 3mm 육각(알렌)렌치(프린트 블록 유형에 따라 달라짐)

❒ Head Optimization(헤드 최적화) 마법사에서 사용하도록 제공된 저울
(무게 테스트)

❒ Missing Nozzles(누락 노즐) 측정자

중요:  계속하기 전에 이러한 항목을 가지고 있고 저울이 보정되고 완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마법사를 실행할 때 벽면 전원 콘센트에 
저울을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Options(옵션) 메뉴에서 Head Optimization(헤드 최적화) 마법사를 시작
합니다(그림 6-53 페이지에 6-42 참조).

3. 시작 마법사 화면에서 Next(다음)를 클릭하여 시작합니다.

Wizard Conditions(마법사 조건) 화면이 나타납니다.

4. 조건을 읽고 I Agree(동의)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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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화면에서 최근에 프린트 헤드를 청소했으면 Continue with Head 
optimization(헤드 최적화로 계속)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법사
를 취소하고 Head Cleaning(헤드 청소)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그림 6-66    Clean print heads(프린트 헤드 청소) 화면

6. 다음 화면에서 Replace faulty heads(문제가 있는 헤드 교체)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그림 6-67    절차 선택 화면

프린트 블록 준
비

7. 교체가 필요한 프린트 헤드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그림 6-68    헤드 선택 화면

 프린터가 프린트 블록을 가열하고 비운 다음 프린터를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는 최대 15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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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자가 프린트 헤드를 교체할 수 있게 프린터가 준비를 마치면 다음 화
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6-69    프린터의 헤드 교체 준비 완료

9. 보호 장갑을 끼고 프린터 커버를 엽니다.

참고: 프린터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헤드의 전원을 끕니다.

   결함이 있는 
헤드 제거

10. 프린트 블록에서 프린트 헤드를 블록에 고정하는 상단과 하단 나사를 풉
니다. (필요한 경우, 육각형(알렌) 키를 사용하여 나사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림 6-70    잠금 나사 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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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단 및 하단 잠금 나사를 눌러 프린트 헤드를 풉니다.

그림 6-71    프린트 헤드 풀기

12. 프린트 헤드 드라이버 카드(A)를 보호하는 격실 도어의 나사를 푼 다음, 
도어(B)를 당겨 들어올립니다.

그림 6-72    프린트 헤드 격실 열기

13. 클립을 풀고 프린트 헤드 드라이버 카드를 소켓에서 당겨 헤드를 풀고
(A), 프린트 블록(B) 바닥에서 분리합니다.

그림 6-73    프린트 헤드 드라이버 카드를 풀어 헤드 제거



Stratasys J750 사용자 가이드 6 J750 3D 프린터 작동 및 유지 관리

DOC-08010KO Rev. C 6-53

14. 헤드를 따라서, 두 개의 고무 O-ring 씰을 제거하십시오.

그림 6-74       프린트 헤드의 O 링 씰

중요

헤드와 함께 씰을 제거하지 않으면 프린트 블록 하우징에 씰이 들러붙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씰을 제거하십시오.

그림 6-75    O 링이 프린트 블록에 들러붙지 않았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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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헤드 설치 15. 교체 헤드를 점검하고 O 링 씰이 제위치에 있음을 확인하십시오(그림 6-
74 이전 페이지에 참조).

16. 교체 헤드를 프린트 블록의 빈 슬롯에 살짝 끼우고 프린트 헤드 드라이버 
카드를 소켓에 밀어 넣습니다.

참고: 프린트 블록 뒷면에 드라이버 카드가 소켓을 향하도록 하여 헤드를 
삽입하십시오.

그림 6-76    프린트 헤드 드라이버 카드를 해당 소켓에 삽입

17. 헤드를 밀어 올립니다. 거울을 사용하여 위치 핀이 제위치에 있음을 확인
하십시오.

그림 6-77    프린트 블록의 제위치에 헤드 밀어넣기

18. 프린트 헤드 격실 도어를 내리고 나사를 조여 제위치에 고정합니다.

19. 프린트 블록에 프린트 헤드를 고정하는 상단과 하단 나사를 조입니다 (그
림 6-70 페이지에 6-51 참조) .

참고: 이러한 나사를 손으로 조이십시오.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마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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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Replace print heads(프린트 헤드 교체) 화면에서 해당 확인란을 선택하
여 헤드를 교체했음을 확인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그림 6-78    헤드 교체 확인

21. 손가락으로, 새 헤드가 수평이고 다른 헤드와도 같은 높이인지 확인하십
시오.

그림 6-79    새 헤드 높이 확인

22. 다음 마법사 화면에서 확인란을 선택하여 헤드가 수평 높이임을 확인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그림 6-80    설치 확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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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음 마법사 화면에서 모든 도구 및 물건을 프린터에서 제거했는지 확인
하고.

그림 6-81    준비된 트레이 확인 화면

24. 프린터 커버를 닫습니다.

마법사가 헤드를 가열한 후 헤드를 채우고 청소하면서 계속 진행합니다. 
설치 문제가 없는 경우 최적화 절차가 시작되어 프린트 헤드를 최상의 작
업 구성으로 보정합니다. 6-41페이지의 '프린트 헤드 최적화(교정)'.

설치 문제가 탐지되면 마법사가 알려주고 진행 방법을 알려줍니다('설치 
문제', 다음 참조).

25. 프린트 헤드를 교체한 후, 프린터를 사용하여 모델을 생산하기 전에 헤드 
정렬을 확인하십시오. 마지막 마법사 화면에서:

❒ Optimize all print heads(모든 프린트 헤드 최적화)를 선택하고 Next
(다음)를 클릭합니다. 헤드 정렬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그림 6-82    마지막 마법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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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문제 프린트 헤드를 설치한 후 프린터에서 문제가 있음을 감지하는 경우, 관련 경
고 화면이 나타납니다.

• 프린터 소프트웨어가 교체된 헤드를 검색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경고 화
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6-83    잘못된 설치 화면

이러한 경우:

a. 프린트 헤드 격실을 엽니다 (그림 6-72 페이지에 6-52 참조) .

b. 프린트 헤드 드라이버 카드를 해당 소켓에 다시 삽입합니다 (그림 6-
76 페이지에 6-54 참조).

c. 마법사 화면에서 해당 확인란을 선택하여 카드를 다시 삽입했음을 확
인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 교체 헤드가 출하 시 보정되지 않았으면 다음 마법사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6-84    잘못된 데이터 경고 화면

이러한 경우: 

a. 헤드를 제거하고 다른 헤드로 교체합니다 (6-51페이지의 10단계부터 
시작 ) .

b. 마법사 화면에서 해당 확인란을 선택하여 다른 프린트 헤드를 설치했
음을 확인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c. 포맷되지 않은 헤드에 대해서는 인증된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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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 테스트가 실패할 경우 설치 중 교체 헤드가 적절하게 밀폐되지 않았
으며 다음 경고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림 6-85    진공 누출 경고 화면

이러한 경우: 

a.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b. 마법사 화면의 지침에 따라 헤드를 다시 설치합니다.

UV 램프 테스
트 및 보정

모델 경화에 사용되는 램프의 UV 자외선 조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형 중 최적의 모델 경화를 보장하기 위해 300시간 조형마다 램
프를 테스트하고 UV 자외선 수준을 교정해야 함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가 나
타납니다. UV Calibration(UV 보정) 마법사를 실행하여 보정 작업을 할 수 있
습니다.

UV 자외선을 측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구가 필요합니다.

• Stratasys TOL-03005-S(UV 센서 및 케이블)

또는 -

• 프린터와 함께 사용하도록 승인된 독립 실형형 UV 자외선 측정기

마법사는 각 조형 모드(고속, 고품질, 디지털 재료)에서 각 램프에 대해 측정
된 자외선과 권장된 자외선을 비교합니다.  

램프를 보정할 때 필요한 경우 마법사는 자외선 수준을 조정하려고 시도합니
다.

• 판독값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마법사는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
다.

• 추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현재 단계를 반복합니다.

• UV 조도가 너무 낮아 제대로 교정할 수 없는 경우 마법사는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만, 마법사의 마지막 화면을 통해 현재의 유브이 램프의 교체 필
요 유무를 진단해 표시해 줍니다.

UV 램프를 테스트하고 보정하기 전에:

 l 각 UV 램프의 유리 렌즈가 깨끗한지 확인하십시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Head Cleaning(헤드 청소) 마법사를 실행하고 제공된 특수 청소 패드를 사용

하십시오.

 l UV 센서 위의 유리가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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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램프 조도를 테스트하고 보정하려면:

1. Options(옵션) 메뉴에서 UV Calibration(UV 보정)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2. 다음 화면에서 Calibrate UV Intensity(UV 강도 보정)를 선택하여 램프의 
자외선 수준을 허용되는 범위로 조정합니다.

그림 6-86    UV 테스트/보정 선택

3. 다음 화면에서 사용될 UV 센서와 측정 장치를 선택합니다.

그림 6-87    UV 장치 선택

UV 측정 장치 

Stratasys UV 센서 상자(TOL-03005-S)를 사용하면 이것을 프린터에 연
결합니다. 마법사가 자동으로 UV 자외선을 측정하고 보정합니다.

독립 실행형 UV 자외선 측정기를 사용할 경우 마법사 화면에 측정기에서 
판독한 값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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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빌드 트레이가 비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법사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하
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그림 6-88    프린터 준비

➢ 프린터에 연결하는 Stratasys UV 센서 상자(TOL-03005-S)를 사용할 
때는 6-60페이지의 '프린터에 연결된 UV 센서'로 진행합니다.

➢ 독립 실행형 UV 자외선 측정기를 사용할 때는 6-62페이지의 '외부 UV 
측정기'로 진행합니다.

프린터에 연결
된 UV 센서

다음 단계는 프린터에 연결된 Stratasys UV 센서 상자를 사용할 때 적용됩니
다. 하지만, UV 외부 자외선 측정 장치를 사용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마법사와 UV 센서를 동기화하려면 UV 센서 상자 뒷면에 있는 레이블에
서 CF 번호를 입력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그림 6-89    UV 센서 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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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0    UV 센서 상자 바닥에 있는 레이블

UV 센서 상자를 연결할 수 있도록 빌드 트레이가 내려갑니다.

그림 6-91    UV 센서 커넥터  

2. 프린터의 커넥터에 UV 센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빌드 트레이가 올라갈 때 센서 케이블이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하려면 센
서의 뒷면으로 케이블을 배치합니다.

그림 6-92    센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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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법사 화면에 나와 있는 항목을 확인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6-63페이지의 'UV 측정'으로 진행합니다.

외부 UV 측정기 다음 단계는 독립 실행형 UV 측정기를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프린
터에 연결된 Stratasys UV 센서 상자를 사용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다음 화면이 나타나면 프린터를 열고 UV 센서를 트레이의 후면 가장자리 
중심에 놓습니다.

그림 6-93    센서 배치 화면

2. 프린터를 닫을 수 있도록 프린터에서 케이블을 빼내고 이동 프린트 블록
과 충돌하지 않도록 테이프로 붙입니다.

케이블을 빌드 트레이에 테이프로 붙여 제위치에 고정합니다.

 

그림 6-94    올바른 UV 센서 배치

3. 센서가 위치를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프린터를 닫습니다.

4. UV 측정기가 mJ/cm2를 측정하도록 설정합니다.

5. 측정기의 범위를 2,000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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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센서에서 UV 측정기로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7. UV 측정기를 켜고 '0 0 0.0'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8. 마법사 화면에서 센서의 위치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
니다.

6-63페이지의 'UV 측정'으로 진행합니다.

UV 측정 UV 램프의 전원이 켜지고 안정화됩니다. (여기에는 몇 분 정도 걸립니다.) 그
런 다음 프린트 블록이 센서를 지나가고 마법사가 각 UV 램프와 조형 모드에 
대해 측정된 자외선과 권장 수준을 비교합니다. 20–40분이 걸리는 이 프로세
스 도중 마법사 화면에 표시된 대로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그림 6-95    UV 측정 진행률

독립 실행형 자외선 측정기를 사용할 때 화면의 지시에 따라 측정기를 재설
정하고 판독값(측정)을 입력합니다.

 

그림 6-96    UV 측정 대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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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UV 수준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마법사는 UV 램프에 공급된 전류를 
조정하여 UV 램프를 보정하고, 다시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모든 UV 테스트가 마쳤으면 결과가 표시되어, 보정 후 램프의 조건을 나타냅
니다(그림 6-97 아래 참조).

그림 6-97    보정 후 UV 램프의 결과 및 조건

UV 보정 결과를 조사한 후:

1.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2. UV 센서를 제거하고 프린터 커버를 닫습니다. 마법사 화면에 나와 있는 
항목을 확인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그림 6-98    마지막 UV Calibration(UV 보정) 마법사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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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셀 보정
로드 셀은 프린터의 재료 카트리지와 폐기물 컨테이너 무게를 측정하는 센서
입니다. 조형 재료의 불필요한 폐기물 낭비를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무게 
측정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로드 셀을 보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드 셀을 교정하려면:

1. Options(옵션) 메뉴에서 Load Cell Calibration(로드 셀 보정)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2. 다음 화면에서 보정하려는 로드 셀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그림 6-99    로드 셀 선택

3. 재료 카트에서 선택한 각 카트리지를 제거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4. 다음 마법사 화면에서 숫자를 확인하고 표시된 현재 수치보다 2단위 높거
나 낮은 정도로 해당 수준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림 6-100    수준 안정화

5. 확인란을 선택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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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지막 마법사 화면에서 Done(완료)을 클릭합니다.

그림 6-101    마지막 마법사 화면

폐기물 펌프 튜브 교체

롤러 폐기물 수집기와 퍼지 유닛에서 폐기물 재료를 펌핑하는 튜브는 1500
시간 조형 후 교체해야 합니다. 이 때 카운터가 프린터 인터페이스 화면에 유
지 관리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그림 6-102    유지 관리 메시지

폐기물 펌프 유지 관리 카운터를 살펴보고 펌프 튜브를 교체해야 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Maintenance Counters(유지 관리 카운터) 화면을 열려면:

➢ 'Maintenance Required(유지 관리 필수)' 표시기를 클릭합니다.

또는 -

➢ Options(옵션) 메뉴에서 Maintenance Counters(유지 관리 카운터)를 선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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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3    Options(옵션) 메뉴에서 Maintenance Counters(유지 관리 
카운터) 선택

Maintenance Counters(유지 관리 카운터) 화면이 열리면 General Pumps(일
반 펌프)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그림 6-104    펌프 유지 관리 카운터

교체해야 할 폐기물 펌프 튜브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참고:  오른쪽에 있는 확인란을 선택하면 해당 작업이 예정되면 
'Maintenance Required(유지 관리 필수)' 표시기가 나타납니다.

펌프 튜브를 교체하려면 프린터의 펌프에 연결하는 '카세트' 어셈블리를 교
체합니다. 교체 카세트는 프린트 Start-up 키트에서 제공됩니다. Stratasys 
서비스 공급자에게서 추가 카세트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펌프 튜브를 교체하려면:

1. 프린터가 Idle(유휴) 모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그림 6-3 페이지에 6-4 
참조).

참고: 조형이 멈추고 약 16분 후 프린터는 Idle(유휴) 모드로 들어갑니다. 
프린터를 Idle(유휴) 모드로 강제 설정하려면 프린터 애플리케이션을 닫습
니다. File(파일) 메뉴에서 Exit(종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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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mm 육각(알렌) 렌치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프린터를 마주볼 때) 왼쪽 
프린터 패널을 고정하고 있는 두 래치를 엽니다.

그림 6-105    패널 래치 열기

3. 패널을 열고 접지(어스)선을 분리합니다.

그림 6-106    패널에 연결된 접지선

4. 패널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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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튜브 교체가 필요한 폐기물 펌프를 식별합니다.

그림 6-107 폐기물 펌프

6. 펌프에 폐기물 튜브를 연결하는 피팅 나사를 풉니다.

그림 6-108    펌프 튜브 분리

7. 펌프 튜브에 남은 피팅의 부분을 제거하고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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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펌프 양쪽에 있는 튜브가 분리되면 펌프 '카세트' 어셈블리를 시계반대방
향으로 돌리고 제거합니다.

그림 6-109    펌프 카세트 회전

9. 새 펌프 카세트를 설치합니다.

새 카세트에 새 펌핑 튜브가 들어 있습니다.

10. 폐기물 튜브를 새 펌프 카세트에 연결합니다.

11. 필요한 경우, 기타 폐기물 펌프의 펌프 카세트를 교체합니다.

12. Maintenance Counters(유지 관리 카운터) 화면을 열고, General Pumps
(일반 펌프) 섹션으로 이동하고, 관련 카운터에 대해 Reset(리셋)을 클릭
합니다(그림 6-104 페이지에 6-67 참조).

13. 접지선을 프린터 패널에 연결하고 패널을 프린터에 장착합니다.
  

냄새 필터 교체 프린터 배기관이 외부 환기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내장 활성탄 필터
가 조형 재료의 냄새를 제거합니다. 작업 환경이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이 필
터를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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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램프 교체 경화 모델에 사용되는 UV 램프의 작동 수명이 길기는 하지만 제한적입니다. 
UV Calibration(UV 보정) 마법사를 사용하여 UV 램프의 유효 전력을 테스트
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6-58페이지의 'UV 램프 테스트 및 보정' 참조). UV 
램프를 교체해야 할 경우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1. 프린터가 오프라인 모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림 6-110    오프라인 모드 표시기(빨간색)

프린터 인터페이스의 하단에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버튼이 빨간색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버튼을 클릭하여 프린터를 오프라인 모드로 전
환합니다.

경고

계속 진행하기 전에 안전 인터락이 물러나 있지 않고 UV 램프가 뜨겁지 않
은지 확인하십시오.

2. Options(옵션) 메뉴에서 UV Lamp Replacement(UV 램프 교체) 마법사
를 시작합니다(1페이지의 '와이퍼 청소 마법사 시작' 참조) . 

3. 빌드 트레이가 비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 마법사 화면에서 이를 확인합니
다. 그런 다음, 프린터 커버를 닫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그림 6-111    '빈 트레이' 확인 화면

축이 '홈' 위치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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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체할 UV 램프를 선택하고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그림 6-112    UV 램프 선택 화면

5. UV 램프 전원 커넥터와 UV 열 퓨즈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그림 6-113     UV 램프 

참고: 냉각 팬에 전원 연결은 끊지 마십시오.

6. UV 램프 커버를 고정하는 나사를 풀고 (A) 커버를 위로 당긴 다음(B), 빼
냅니다(C).

그림 6-114    UV 램프 커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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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UV 하우징에서 UV 램프 반사기를 빼냅니다.

그림 6-115    UV 램프 반사기 제거

8. 새 UV 램프 반사기를 점검하고 검은색 띠가 내부에 부착되었는지 확인하
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 블록 (옆이 아닌) 반대쪽 반사기 측면에 검
은색 띠를 설치합니다.

참고:  추가 검은색 띠는 프린터 Start-Up 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
요한 경우 이전 반사기에서 검은색 띠를 제거하고 새 반사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검은색 페인트가 바래지 않은 경우).

9. 이전 UV 반사기와 램프를 폐기합니다.

환경 및 안전 요구 사항에 따라 사용한 UV 램프를 폐기하십시오.

경고: UV 램프 파손 위험

UV 램프에는 수은이 들어 있습니다. 파손된 램프는 주의해서 다루십시오.

 l 방을 철저히 환기합니다.

 l 수은 및 램프 구성품을 수거할 때는 보호 장갑을 사용하십시오.

 l 주사기, 패킹 테이프 또는 종이와 같은 수은 증기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흘린 수은을 제거하십시오.

 l 파손된 램프, 수은 및 오염된 재료를 밀폐된 비금속성 용기에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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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새 UV 램프/반사기 유닛을 프린트 블록 옆에 있는 고정대에 삽입합니다.

그림 6-116    검은색 띠의 올바른 배치를 보여주는 프린트 블록과 UV 
램프 어셈블리

11. UV 램프 커버를 고정대 바닥에 있는 슬롯에 삽입하여 다시 씌우고 상단에 
고정 나사를 조입니다.

그림 6-117    UV 램프 커버 다시 씌우기

12. 전원과 열 퓨즈 커넥터를 다시 연결합니다.

그림 6-118    UV 램프 연결



Stratasys J750 사용자 가이드 6 J750 3D 프린터 작동 및 유지 관리

DOC-08010KO Rev. C 6-75

13. 마법사 화면에서 UV 램프를 교체했는지 확인하고(s) 검은색 띠가 부착되
었음을 확인한 후,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그림 6-119    UV 설치 확인 화면

마법사가 UV 램프를 작동시키고 전원이 각 조형 모드에 대한 허용 가능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현재 확인 중인 모드는 프린터 인터페이스의 왼쪽 하단에 나타납니
다.

그림 6-120    UV 램프 확인 중 상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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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램프를 교체한 후, 다양한 조형 모드에 대해 전원을 보정하는 것이 좋
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UV Calibration(UV 보정) 마법사로 진행할 수 있
습니다 (6-58페이지의 'UV 램프 테스트 및 보정'참조).

그림 6-121    마법사 계속 화면



Stratasys J750 사용자 가이드 6 J750 3D 프린터 작동 및 유지 관리

DOC-08010KO Rev. C 6-77

Built-in Tests 
(기본 제공 테
스트)

프린터 애플리케이션에는 정기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확인하고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테스트 세트가 들어 있습니다.  J750 소프트웨어를 열 때 
자동으로 실행할 기본 통신과 환경 테스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형 
작업을 처리하기 전에 더 포괄적인 일련의 테스트를 시스템 검사로 실행하여 
최적의 조형 결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 실행은 프린터 작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시스템이 조형 중이지 않
을 때에만 Built-in Tests 인터페이스를 열 수 있습니다.

테스트 세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카테고리에 조형 관련 작업 구성:

❒ 통신

❒ 데이터 카드

❒ 온도

❒ 전압

❒ 엔코더 반복성

❒ 프린트 헤드 가열

❒ 프린트 헤드 채움

• 테스트 결과와 실패 근원의 명확한 표시. 이를 통해 조형이 가능한지 또는 
가치가 있는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구성 요소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기능.

• 문제 해결 팁.

이러한 테스트 실행은 프린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문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하드웨어 결함(또는 유사 결함)은 현재 또는 미
래 작업에 대한 가능한 조형 문제를 알려줍니다.

Stratasys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본 제공 테스트를 실행할 것을 권장
합니다.

 l 2주마다 한 번씩, 일상적인 테스트로

 l 큰(긴) 작업 전 시스템 검사로

 l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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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제공 테스
트 액세스 Built-in Tests(기본 제공 테스트) 화면을 열려면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

십시오.

• Options(옵션) 메뉴에서 Built-In Tests(기본 제공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 Ctrl+Alt+B를 누릅니다.

그림 6-122    Options(옵션) 메뉴에서 Built-In Tests(기본 제공 테스트) 
선택

Built In Tests(기본 제공 테스트) 화면에 구성 요소 카테고리별로 그룹화된 
미리 구성된 테스트가 나열됩니다. 이 화면에서 테스트를 선택하고 실행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그림 6-123    Built In Tests(기본 제공 테스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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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목록
Test Name(테스트 이름)

이 열은 선택 확인란과 함께 모든 테스트를 나열합니다.

확인란을 클릭하여 실행할 테스트를 선택합니다. 선택을 취소하려면 다시 확
인란을 클릭합니다. 구성 요소 카테고리의 테스트를 모두 빨리 선택하려면 
화면 맨 아래에 있는 Group(그룹)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합니다.

Group(그룹)

이 열은 각 테스트에 대한 구성 요소 카테고리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화면 맨 아래에 있는 Group(그룹) 드롭다운 목록에서 카테고리를 선
택할 때 실행되는 테스트를 알려줍니다.

Status(상태)

이 열은 각 테스트 실행 후 결과를 나타냅니다.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테스트가 실패했습니다. 

알 수 없는 결과입니다. (테스트가 아직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선택 영역

화면 맨 아래의 Test Selection(테스트 선택) 영역에서 특성으로 테스트를 빨
리 선택하거나 선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All(모두) 목록의 모든 테스트를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None(없음) 목록의 모든 테스트 선택을 취소하려면 클릭합니다.

Unknown(알 

수 없음)

아직 실행되지 않은(상태 = ?) 모든 테스트를 선택하려면 클릭합니

다.

Group(그룹) 구성 요소 카테고리별로 테스트를 선택하려면 이 메뉴를 사용합니

다.

Selection Set

(선택 세트)

지정된 시간에(컴퓨터 시작 시, 조형 전 등) 실행할 일련의 미리 구성

된 테스트를 선택하려면 이 메뉴를 사용합니다.

 기본 제공 테스
트 실행

선택한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 을 클릭합니다.

테스트를 실행한 후 Save(저장)와 View(보기) 명령 버튼이 Built In Tests
(기본 제공 테스트) 화면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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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결과 모든 테스트 보고서를 저장하고 보려면:

➢ Save(저장)와 View(보기) 명령 버튼을 사용합니다.

 명령 버튼 

  

화면 오른쪽에 있는 명령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Run(실행) 

선택한 테스트를 실행하려면 클릭합니다.

Reset(리셋) 

이전에 실행한 테스트를 지우려면 클릭합니다. 이것은 각 테스트의 상태를 
Unknown(알 수 없음)(?)으로 되돌립니다.

Save(저장) 

테스트 실행을 요약하는 보고서를 저장하려면 클릭합니다. 보고서는 HTML 
파일로 저장됩니다. 실행한 테스트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를 저장할 수 있으
며, 저장되는 파일 이름은 BITReport [날짜][시간].htm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파일은 J750 설치 폴더에 저장되지만, 다른 폴더에 저장할 수 있습니
다.

View(보기) 

저장한 테스트 보고서 중 가장 최신 보고서를 표시하려면 클릭합니다. (웹 브
라우저에서 관련 파일을 열어 기타 테스트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Windows 탐색기를 열고 BITReport 파일을 클릭하십시오.)

Close(닫기) 

Built-in Tests(기본 제공 테스트) 화면을 닫으려면 클릭합니다.

요약
화면 오른쪽에서 기호가 Status(상태) 열의 기호를 사용하여 실행된 모든 테
스트의 조합 결과를 나타냅니다.

모든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하나 이상의 테스트가 실패했습니다.

일부 테스트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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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설명 및 
문제 해결

다음 표는 기본 제공 테스트 세트에 있는 각 테스트의 이름과 함께 테스트에 
대한 설명과 가능한 실패 이유를 나열합니다. 지원이 필요하면 Stratasys 서
비스 공급자에게 전화하십시오.

 

테스트 이름 설명 가능한 실패 이유

Sub-System 

Communication(하

위 시스템 통신)

구성 요소 간 통신을 테스트합니다. • 통신 케이블 연결이 분리됨.

• 케이블 결함.

FIFO Non-Interrupt

(FIFO 무중단)/

FIFO Interrupt

(FIFO 중단)

• DATA PCI 카드에서 데이터 대기

열을 테스트합니다.

• Windows 중단을 테스트합니다.

• 두 FIFO 테스트가 모두 실패할 경우:

DATA_PCI 카드 결함.

• FIFO 중단 테스트만 실패할 경우:

Windows 중단 장애.

Encoder(인코더) X 축을 따라서 다중 실행의 기록을 

비교하여 인코더의 안정성을 테스트

합니다.

엔코더 결함.

System Info(시스템 

정보)

다음 매개 변수 값을 최소 요구 사항

과 비교합니다.

• 실제 메모리

• 사용 가능한 메모리

• 디스크의 사용 가능한 공간

• 모니터 해상도

프린터 컴퓨터에서 RAM 메모리 할당 

실패.

RFID 로드된 모든 재료 카트리지에서 

RFID 태그의 존재를 확인하고 각 카

트리지에 쓰고 읽기를 수행하여 태그

를 테스트합니다.

• RFID 판독기 고장.

• RFID 판독기 전원 공급장치 고장.

• RFID 태그 결함 또는 잘못된 배열.

• RFID 태그 주변의 높은 전자기 노이

즈 수준.

System Voltages(시

스템 전압)

다음 전압이 필수 전압의 5% 이내인

지 확인하십시오.

• VPP 전원 공급장치를 사용하는 경

우 프린트 헤드에 40V

• VDD 전원 공급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높이 서미스터에 12V

• VPP 전원 공급장치:

헤드 드라이브 고장.

• VDD 전원 공급장치:

높이 서미스터 고장.

Block Filling(블록 

채움)

블록이 꽉 찼을 때와 비었을 때 서미

스터 기록을 분석합니다.

서미스터 고장.

Interlock(인터락) 프린터 커버의 인터락을 테스트합니

다.
• 인터락 장치 실패.

• 래치 고장.

• 케이블 연결이 분리됨.

Cabin Temperature

(캐빈 온도)

빌드 트레이 영역의 온도 수준을 테

스트합니다.

온도 센서(OHDB) 고장.

Head EEPROM(헤드 

EEPROM)

프린트-헤드 드라이버 카드의 읽기/

쓰기 기능을 테스트합니다.

프린트 헤드 드라이브 카드 고장.

Head Voltage(헤드 

전압)

프린트 헤드에 공급되는 전압에 대한 

제어를 테스트합니다.

프린트 헤드 드라이브 카드 고장.

Head/Block 

Heaters(헤드/블록 

프린트 헤드와 프린트 블록 바디에서 

히터를 테스트합니다.

히터 또는 서미스터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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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이름 설명 가능한 실패 이유

히터)

UV Lamps(UV 램프) 고품질 전원 수준에서 각 UV 램프를 

테스트합니다.

UV 램프 고장.

UV 전원 공급장치 고장.

UV 케이블 연결이 분리됨.

Axes Limit (축 제

한)

모든 축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

한을 테스트합니다.

하드웨어 센서 고장. 

Max Position(최대 위치) 매개 변수가 

잘못됨.

Parameter Sanity 

Check(매개 변수 무

결성 검사)

모든 프린터 매개 변수의 값(cfg 파

일에 있음)을 필수 값과 비교합니다.

하나 이상의 프린터 매개 변수가 필수 

범위 내에 있지 않습니다.

세부 정보가 BIT 보고서에 나타납니

다.

Vacuum(진공) 프린트 블록의 진공 수준을 테스트합

니다.
• 진공 센서 고장.

• 진공 누출.

• 잘못된 매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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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컨테이
너 교체

프린터 폐기물 컨테이너에는 프린터의 일반 작업 및 유지 관리 중에 수집된 
부분적으로 경화된 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 및 환경상의 이유로 이 
재료는 특수 누수 방지 일회용 컨테이너에 보관됩니다. 

이 컨테이너의 용량은 폐기물 재료 10kg으로, 일반적으로 몇 개월 동안 프린
터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프린터 애플리케이션은 9kg의 재료가 컨테
이너에 있는 경우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고, 총 중량이 9.5 kg에 달하는 경우 
조형을 중지합니다. 9kg을 넘으면 소프트웨어는 폐기물 컨테이너를 교체할 
때까지 조형 작업 또는 활동을 시작할 수 없게 합니다. 프린터 인터페이스의 
Maintenance(유지 관리) 화면에서 폐기물 컨테이너 무게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의 폐기물 수준을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컨
테이너에 액세스하려면 6-8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프린터의 폐기물 무게(및 기타 표시기)를 모니터링하려면:

➢ 주 프린터 인터페이스 화면에서 디스플레이 토글을 클릭하여 프린터 표시
기를 봅니다.

그림 6-124    프린터 인터페이스, 폐기물 무게 표시(빨간색 배경은 운영자 
경고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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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컨테이너는 종이 상자 내의 플라스틱 컨테이너로 구성됩니다. 일반적
으로 이 상자를 포함하여 전체 폐기물 컨테이너를 폐기합니다. 따라서 새 상
자를 조립하고 새 플라스틱 컨테이너를 삽입한 후 이 상자를 프린터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교체 상자, 플라스틱 컨테이너, 밀폐 캡이 J750 프린터 시작 키트 및 예방
적 유지 관리 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 폐기물 컨테이너를 준비하려면:

1. 종이 상자를 조립하고, 구멍이 뚫린 부분을 떼어내야 합니다.

2.  새 플라스틱 컨테이너를 상자에 넣습니다.

참고:  프린터에서 폐기물 배출 튜브를 연결할 때까지 상자를 닫지 마십시
오.

폐기물 컨테이너를 교체하려면:

1. 프린터 왼쪽 아래면에 있는 도어를 찾습니다.

2. 도어의 상단 중앙을 눌러 래치를 풀고 도어를 엽니다.

그림 6-125    폐기물 컨테이너 액세스

3. 주의하여 폐기물 컨테이너를 밖으로 밀어 프린터에서 제거합니다.

4. 새 폐기물 컨테이너와 함께 제공되는 캡으로 전체 컨테이너를 닫습니다.

5. 새 폐기물 컨테이너 상자를 닫고 테이프를 사용하여 닫힘 상태를 고정합
니다.

6. 폐기물 격실 도어를 닫습니다.

환경 및 안전 요구 사항에 따라 전체 폐기물 컨테이너를 폐기하십시오.



Stratasys J750 사용자 가이드 6 J750 3D 프린터 작동 및 유지 관리

DOC-08010KO Rev. C 6-85

외부 패널 청소 J750 3D 프린터의 도색된 외부 플라스틱 패널은 내구성이 우수한 표면 마감
이 되어 있고, 일반 청소용품에 탁월한 내화학성을 제공합니다.  프린터의 이
러한 영역을 청소할 때 아래의 권장사항을 따르십시오.  

수용 가능한 세정제

• 중성 세제 용액

• 일반 가정용 세정제 및 유리창 세정제

• 일반 상업용 및 공업용 세제, 물에 5% 혼합

• 알코올(에탄올, 이소프로판올), 물에 10%~40% 혼합

세정액에 적신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프린터 외부를 닦습니다.

수용 불가능한 재료

• 공업용 용제

• 탄화수소, 케톤, 에스테르, 래커 희석액이 포함된 세정제

• 스프레이 살균제

• 패널 표면 마감 처리를 벗길 수 있는 마모제 및 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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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 후 모델 제거

모델 조형 후, 이를 취급하기 전에 최대한 냉각해야 합니다. 추가 모델을 프린
터에서 제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커버가 닫힌 상태로 가능한 오래 프린터
에서 조형된 모델이 냉각되도록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한 빨리 추가 모델 제작을 위해 프린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1. 조형된 모델을 10분 이상 빌드 트레이에 냉각되도록 둡니다.

2.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칼날이나 주걱(도구 키트에서 제공됨)으로 트레이
에서 모델을 제거하면서, 모델을 파거나 구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경고:

조형된 모델 취급 시 세척하기 전에 보호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3. 평평한 표면에 모델을 놓고, 골판지 상자나 종이 후드로 덮습니다.

그러면 모델이 천천히 고르게 냉각될 수 있습니다.

4. 여러 시간 동안 모델을 냉각합니다.

서포트 재료 제거

조형된 모델이 냉각된 후, 서포트 재료를 제거해야 합니다. 모델 크기, 모델의 
미세한 정도, 서포트 재료의 양과 위치 및 기타 요소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
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을 가이드로 이용하고, 취급할 모델을 마무
리하는 데 이를 활용하십시오(또는 이러한 방법을 결합하여 활용).

SUP705(FullCure705)은(는) 이 순서대로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조형된 모
델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1. by hand

2. 수압(적합한 워터젯에서)

3. 1% 가성소다 용액(부드러운 표면 마감 처리에 권장됨)

손으로 남아있
는 서포트 재료 

제거

보호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모델 외부에 남아있는 서포트 재료를 떼어냅니
다. 미세한 모델의 경우 물에 모델을 담근 후 이쑤시개, 핀 또는 작은 브러시
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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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압력으로 
서포트 재료 제

거

대부분의 모델의 경우 서포트 재료를 제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고압 
워터젯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적합한 시스템 하나는 Balco WaterJet 클리닝 
유닛입니다. 이 장치는 Stratasys에서 제공합니다.

그림 7-1     Balco WaterJet 클리닝 유닛

이 장치를 사용하여 모델을 청소하려면 챔버에 모델을 놓고, 내장된 방수 슬
리브를 사용하여 모델과 고압 제트를 조작합니다. 펌프가 고압 제트로 일반 
수돗물을 틀고, 와이퍼가 창을 청소합니다.

고압 세척기로 미세한 모델 청소 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가성소다로 
SUP705 제거

모델을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1% 용액에 담가서 닿기 어려운 부분에서 서
포트 재료를 제거하고, 모델을 매끄럽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십시오. 용액에 
모델을 담그는 시간은 모델의 미세한 정도와 제거해야 하는 서포트 재료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분에서 몇 시간 사이입니다. 어떠한 경우
든, 가성소다 처리 전에 최대한 서포트 재료를 제거하고, 이후에 완전히 (워터 
제트로) 모델을 헹궈야 합니다.

경고

가성소다는 화학적 화상, 흉터 및 실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에 가성
소다를 혼합하면 다른 물질을 태울 수 있는 열이 발생합니다. 절대로 가성
소다에 물을 붓지 마십시오. 용액 희석 시, 항상 물에 가성소다를 추가하
십시오. 적절한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십시오. 가성소다와 가성소다에 담
근 모델 취급 시 항상 니트릴 장갑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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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oClear로 만든 모델에 대한 사후 조형 처리

VeroClear(RGD810)로 만든 모델에는 프린터에서 제거 시 노란색 색조가 약
간 있습니다. 특히 광택 표면 마감으로 조형한 모델의 경우에 그러합니다. 시
간이 지나면서 노란색 색조는 자연스럽게 희미해지지만, 적절한 광표백 처리
를 이용하여 이 처리과정을 상당히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품을 무광택 표면 마감으로 조형하고 아래에 설명된 대로 처
리하면 최고의 선명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델 광표백 처리에는 모델을 조명에 노출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상당히 
원활히 제어되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 조명 챔버가 권장
됩니다. 하지만, 적합한 형광 요소를 갖춘 일반 데스크 램프를 사용하여 적절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 7-2    왼쪽: 조명 챔버, 오른쪽: 데스크 램프

 

 광표백 지침 광표백 조형 모델에 대한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형광 램프는 45W, 6500K여야 합니다.

• 데스크 램프 사용 시, 알루미늄 호일로 안을 댄 컨테이너에 모델을 놓으십
시오. 대형 컨테이너에서 모델 취급 시, 두 개 이상의 램프를 사용하십시
오.

• 각 모델의 모든 측면에 조명을 비출 수 있도록 모델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십시오.

• 모델 주위 온도가 40°C(104°F) 정도인지 확인하십시오. 온도가 더 높으
면 모델이 왜곡될 수 있으며, 온도가 더 낮으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데스크 램프 사용 시, 모델 위 10cm(4인치) 정도에 램
프를 배치하여 필요한 온도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6시간 동안 처리한 후 모델을 검사하십시오. 

❒ 무광택 표면 마감 처리된 부품에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품을 다듬
고 래커칠을 합니다.

❒ 광택 마감 처리된 부품의 경우 최대 18시간 동안 광표백 처리를 계속
하십시오.

Stratasys 실험실에서는 6시간 내 70% 정도의 색조 감소가 있었습니다. 
24시간 후에는 90% 정도 색조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노트 VeroClear RGD810 
Model Material(VeroClear RGD810 모델 재료)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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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보관

모델은 조형되면 경화되므로, 장시간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하
지만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관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 실내 온도에서 습도가 낮은 환경에 조형된 모델을 보관하십시오.

• 직사광선과 기타 열원에 모델이 노출되지 않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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