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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보증서

이 문서의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tratasys, Inc.는 상업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제
한되지 않고 이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유형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 Stratasys, Inc.는 여기
에 포함된 오류 또는 이 자료의 제공 , 성능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부수적 또는 결과적 오류에 대
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문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 All rights reserved. 제품 사용 , 공개 및 소유는 소프트웨어 저작권별
로 Stratasys와의 계약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 Stratasys, Inc.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문서의 어떠한 부
분도 복사 , 복제 또는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

여기에 나온 모든 도면과 정보는 Stratasys Inc.의 자산입니다 . 허가되지 않은 사용과 복제는 모두 금지됩니다 .

상표권 안내

Stratasys, Insight, FORTUS 및 FDM은 Stratasys,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

FORTUS 380mc 및 450mc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Stratasys Inc.의 등록 상표 및 서비스 마크입니다 .

ULTEM™은 SABIC이나 계열사 또는 자회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

다른 모든 제품 이름 및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자산이며 , Stratasys는 이러한 Stratasys 이외 제품의 선택 , 
성능 또는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품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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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로그

안전

다음과 같은 기본 안전 팁은 Stratasys 장비의 안전한 설치 ,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며 안
전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 Fortus 380mc 및 450mc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프린
터가 되도록 설계되었으며 , 프린터 영역에 접근하면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환경
• 접지 설비 전원에 장비를 연결하십시오 . 접지 리드를 꺾거나 바이패스하지 마십시오 .

• 장비 분기 회로 차단기 또는 회로 차단기 위치 및 비상시 켜고 끄는 방법을 알아두십시오 .

• 소화기 위치 및 사용 방법을 알아두십시오 . 전기 화재에는 ABC 유형 소화기만 사용하십시오 .

• 고객 시설에서 응급 처치 및 긴급 지원을 위한 현지 절차를 알아두십시오 .

• 장비에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십시오 .

• 장비 영역에서 온도와 습도의 권장 범위를 유지하십시오 .

• 휘발성 또는 가연성 화합물이 포함된 환경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개정판 날짜 변경 사항 설명

821465-0001, 개정판 A 2014년 8월 초기 릴리스

821465-0002-KO, 개정판 A 2014년 10월 전체적으로 380mc 정보 추가됨 . 

821465-0003_REV_A 2015년 8월 환경 요구 사항 섹션에 공기의 질 정보 추가됨 . 

821465-0004_REV_A 2015년 11월 전체적으로 ULTEM 1010 정보 추가됨 .
새로운 Stratasys 설계 및 지침마다 문서 브랜딩 업데이
트됨 . 

821465-0005_REV_A 2015년 11월 프린터 이동에 관한 정보 수정됨 . 

821465-0005_REV_A 2016년 1월 배송 자재 제거에 관한 정보를 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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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US 380MC 및 450MC 정보

380mc 및 450mc 프린터는 혁신적인 최신 기술을 결합하여 CAD 설계에서 정밀한 프로토타입을 제공합니
다 . Stratasys의 융용 증착 모델링 (FDM) 기술은 내부 기능을 포함하여 , 필드 테스트 양식 , 맞춤 및 기능에 사
용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부품을 제공합니다 . 직접 디지털 제조 (DDM)를 통해 3D CAD 데이터에서 바로 사용자 
지정된 최종 사용자 부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 380mc/450mc는 여러 고온 모델링 재료 기능과 함께 서보 /벨트 
구동 XY 갠트리를 제공합니다 .

구성 요소 

• 380mc 또는 450mc 프린터 (제조 모델에 따라 )

• 재료 패키지

• 웰컴 키트(사용자 설명서, 소프트웨어 CD, 프린터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 도구 및 다양한 교체 부
품 포함 )

•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Stratasys에서 판매하지 않음 )

380MC 하이라이트

• 14 x 12 x 12인치 (356 x 305 x 305mm)의 최대 빌드 영역

• 재료 캐니스터 베이 : 1 모델 , 1 서포트

• 터치스크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450MC 하이라이트

• 16 x 14 x 16인치 (406 x 356 x 406mm)의 최대 빌드 영역

• 재료 캐니스터 베이 : 2 모델 , 2 서포트

• 터치스크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가이드 사용 방법

이 가이드는 Fortus 380mc/450mc에 대한 적절한 위치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 
지침과 사양은 380mc 및 450mc 모델 모두에 적용됩니다 . 또한 이 가이드는 포장 풀기 및 예비 설정에 대한 지침
을 제공합니다 . 특히 중요한 정보는 세 가지 형식 중 하나로 표시됩니다 .

경고 : 경고는 따르지 않으면 운영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절차를 나타냅니다 . 

경고는 관련된 지침의 단락 앞에 나옵니다 . 

주의 : 주의는 따르지 않으면 장비가 손상될 수 있는 절차를 나타냅니다 . 

주의는 관련된 지침의 단락 앞에 나옵니다 .

참고 : 참고는 구체적 요점을 강조 표시하고 운영 팁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 참
고는 유용하긴 하지만 , 따르지 않으면 상해를 입거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절차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 

참고는 관련된 지침의 단락 다음에 나옵니다 .



2

사이트 준비 작업

사이트 선택

다음에 따라 프린터를 설치할 위치를 결정하십시오 .

1. 공간 요구 사항

2. 환경 요구 사항

3. 전기 요구 사항

4. LAN 요구 사항

공간 요구 사항

치수 및 무게

설치 사이트 공간이 프린터의 무게와 치수에 맞고 필요한 여유 공간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 프린터는 외부 패널과 커버가 설치된 표준 36인치 (91.44cm) 도어 입구를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후면 서비
스 액세스 패널 및 상단 커버를 제거하면 34인치 (86.36cm)의 절대 최소 깊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지침은
12페이지의 “후면 패널 및 커버 제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 공인 380/450mc 서비스 담당자가 여러 구조 구성 요소를 제거하면 73인치 (185.42cm)의 절대 최소 프린터 
높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분해에 대한 세부 정보는 서비스 공지 SB00254를 참조하십시오 .

참고 : 380mc 및 450mc는 주로 부품 빌드 형상 및 재료 특성에 따라 진동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진동에 민감한 장비 근처에 프린터를 놓는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자 포함 너비 : 60.0인치 (152.40cm) 
깊이 : 45.9인치 (116.59cm) 
높이 : 87.0인치 (220.98cm)

상자 제외 너비 : 51.0인치 (129.5cm)
깊이 : 35.5인치 *(90.2 cm) 
높이 : 78.1인치 **(198.4cm)

화물 무게 1500파운드 (680kg)

프린터 무게 1325파운드 (60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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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여유 공간

그림 1: 최소 여유 공간

측면 여유 공간 각 측면에서 최소 30인치 (76.20cm)

후면 여유 공간 최소 12인치 (30.48cm)

전면 여유 공간 최소 36인치 (91.44cm)

상단 여유 공간 최소 24인치 (60.96cm)

상단 여유 공간을 위한 24인치 (60.96cm)

36인치
(91.44cm)

전면후면

12인치
(30.48cm)

30인치
(76.20cm)

30인치
(76.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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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요구 사항

• 380mc 및 450mc 실내 전용입니다 .

• 과도한 고체 입자 (전도성 또는 비전도성 )가 포함된 공기 질 상태는 시스템 손상을 일으킬 수 있
습니다 .

• 공기로 운반되는 오일이 프린터에 누적될 수 있는 공기 질 상태는 플라스틱 구성 요소를 손상시
킬 수 있습니다 .

• 작동 온도 범위는 65°F ~ 86°F(18°C ~ 30°C)여야 하며 , 상대 습도 범위는 30% ~ 70% 비응축이
어야 합니다 .

• 보관 온도 범위는 -40°F ~ 129.2°F(-40°C ~ 54°C)여야 하며 , 상대 습도 범위는 10% ~ 85% 비응
축이어야 합니다 .

• 높이는 6561.68피트 (2000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 노이즈 방출 (음향 ):

• 유휴 시 <65dBA

• 빌드 시 <66dBA

열 출력

열 방출은 대부분 프린터 상단을 통해 발생합니다 . 열 출력은 빌드 챔버에서 유지 관리되는 다양한 온도로 인해 
재료에 따라 다릅니다 .

전원 소비

전원 소비는 빌드 챔버에서 유지 관리되는 다양한 온도로 인해 재료에 따라 다릅니다 .

전기 요구 사항 

AC 전원 요구 사항

• 50/60Hz 5와이어 (LLL+N+PE) 전용 회로 .

• 전압 : 120/208VAC 3상 공칭 .

• 전류 : 18A.

• 사용량이 많은 경우 : 10밀리초 미만 동안 최대 50Amp, 20초 미만 동안 최대 21Amp.

• 최대 입력 전압 편차 : 공칭의 ±10%. 

• 누설 (터치 ) 전류 : <1.0mA(모든 조건에서 ), 0.0mA(꺼져 있는 경우 ).

재료 유형 열 출력 (빌드 시 ) 열 출력 (유휴 시 )

ABS ~8,000BTU/시간 ~7,000BTU/시간

PC ~12,500BTU/시간 ~11,500BTU/시간

ULTEM 9085(레진 ) ~15,500BTU/시간 ~14,500BTU/시간

ULTEM 1010(레진 ) ~19,900BTU/시간 ~18,550BTU/시간

재료 유형 전원 소비 (빌드 시 ) 전원 소비 (유휴 시 )

ABS 2250W 2050W 

PC 3550W 3000W 

ULTEM 9085(레진 ) 4500W 4200W 

ULTEM 1010(레진 ) 5850W 545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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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위를 벗어나서 프린터를 작동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성능 저하 및 구성 요소 기대 수명 단축이 발생
하게 됩니다 . 프린터는 IEEE 표준 
*141-1976에서 지정된 전원 품질을 충족하는 3상 서비스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 전원 품질을 확실히 알지 못하
는 시설에서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

* IEEE 표준 라이선싱 규칙에서는 Stratasys가 표준을 배포하지 못하게 합니다 . 표준을 검토하려는 최종 사용자는 개별 구매를 해야 합니다 . 

UPS 연결

• 외부 UPS에 대한 건조한 접점 인터페이스 .

• UPS 인터페이스 핀 7 및 9(DSub9 수 커넥터 ).

• 핀 7 소스 , 1mA 미만 (최대 5VDC).

• 연결이 <400옴 (닫힘 )인 경우 프린터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 연결이 >5000옴 (열림 )인 경우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

AC 변압기 (옵션 )

208VAC 사양 외 AC 전기 서비스를 사용하는 시설을 위해 Stratasys에서 두 개의 AC 변압기 (옵션 )가 제공됩니
다 . 변압기는 해당되는 전기 및 안전 표준을 충족하며 CE 마크 및 북미의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 
Laboratory) 마크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자격을 갖춘 전기 담당자가 사용하도록 , 변압기 전기 배선 다이어그램이 변압기 내에 있습니다 .

그림 2: 변압기 치수 및 마운팅 사양 (두 변압기 모두에 해당됨 )

여러 입력 전압에 대한 변압기 구성 시 , 내부 탭 1 연결 와이어 (일반적으로 노란색 , 빨간색 및 주황색 )는 변압기 
내부 커버에 부착된 연결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해당 탭 위치 (터미널 블록 번호 )로 이동해야 합니다 . 연결 다이어
그램과 같이 , 3상 입력은 탭 1 연결 와이어와 같은 터미널 블록 위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는 그림 3 참조 ). 

변압기 PN 사양 무게

155-01200 8.0KVA 200-240VAC 50/60Hz Delta-Wye 195파운드 (88kg)

155-01400 8.0KVA 380-480VAC 50/60Hz Delta-Wye 200파운드 (90kg)

22”(56c
m)

17”(43cm) 17”(43cm)

15”(38cm) 13”(33cm)
0.562”(1.43cm)DIA

마운팅 센터마운팅 센터 마운팅 구멍 (4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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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내부 점퍼 구성

LAN 요구 사항

통신 및 파일 전송 기능에 LAN 연결이 필요합니다 .

LAN 연결은 100 base T, 이더넷 프로토콜 , RJ45 커넥터입니다 . 25피트 (7.62m) CAT5, 10/100 base T 케이블 
하나가 프린터에서 제공되며 , Startup 키트에 있습니다 .

프린터는 DHCP 또는 고정 IP 구성에서 작동합니다 .

프린터 수령

상자의 손상 검사

화물 상자를 열기 전에 , 외부 손상 징후가 있는지 상자를 검사하십시오 .

Stratasys 및 배송 회사에 과도한 손상의 증거를 보고하십시오 .

참고 : UPnP=ON의 네트워크 옵션으로 구성된 프린터는 Insight FDM Control 

Center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도록 네트워크에서 고유한 시스템 식별

자를 때때로 브로드캐스트합니다 .

워크스테이션 요구 사항은 Insight의 사용자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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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를 위한 준비

필요한 도구 및 요구 사항

• 기본 공구 (전동 드라이버 또는 십자 비트 사용 드릴 ).

프린터 포장 풀기

화물 자재 제거

1. 段ボ?ル箱の外部に固定されているチップ インジケ?タ (2) および ShockWatch インジケ?タを ?査
します。可能であればこれらのインジケ?タの??を撮り、設置??者と情報を共有します。設置時に
損傷が見つかった場合には、設置 ??者が損傷の原因を特定するのにこの ??が役立ちます。

2.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상자 베이스에서 커버 마운트 나사를 제거합니다 (그림 4).

그림 4: 화물 상자 세부 정보

참고 : 램프를 통해 화물 베이스에서 프린터를 꺼내려는 경우 , 프린터 포장을 푸는 과

정을 시작하기 전에 램프를 낮추기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프

린트의 화물 베이스는 램프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 

화물 밴드 (5)

커버 마운트 나사 

Tip 표시기 ShockWatch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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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하여 화물 밴드를 자릅니다 (그림 4).

4. 상자 상단에서 카드보드 커버를 제거한 다음 폼 고정 삽입물을 제거합니다 (그림 5).

5. 2개의 보호 카드보드 컨테이너 패널을 제거합니다 (그림 5).

6. 주의하여 모든 투명 비닐 랩을 벗깁니다 . 

그림 5: 프린터 포장 풀기 (커버 제거됨 )

7. 화물 베이스에서 프린터를 꺼냅니다. 포크리프트를 사용하거나(9페이지의 “화물 베이스에서 프린터 
꺼내기 - 포크리프트 지침 ” 참조 ) 램프를 사용하여 수동으로 (10페이지의 “화물 베이스에서 프린터 
꺼내기 - 램프 지침 ” 참조 )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경고 : 화물 밴드는 매우 타이트하므로 , 화물 밴드를 자를 때 세게 튈 수 있습니다 . 화
물 밴드 제거 시 보호 안경을 쓰십시오 .

보호 카드보
드 컨테이너 
패널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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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베이스에서 프린터 꺼내기 - 포크리프트 지침

1. 모든 테이프를 제거하고 주의하여 프린터를 싸고 있는 비닐 봉지를 자릅니다 . 비닐 봉지를 아래로 당
겨 프린터에서 벗깁니다 . 

2. 포크리프트 입구나 프린터 상자를 이 비닐 봉지가 막지 않도록 합니다 . 필요한 경우 , 해당 위치에서 
비닐 봉지를 떼어 냅니다 . 

3. 포크리프트를 사용하여 프린터를 세로로 주의하여 들어올리고 화물 상자를 제거합니다 .

그림 6: 포크용 입구

4. 상자에 놓일 때까지 프린터를 부드럽게 내려놓습니다 .

5. 흠집과 스크래치가 있는지 프린터의 외관을 검사합니다 . 손상이 있으면 즉시 Stratasys 및 배송 회
사에 보고합니다 .

6. 대략적인 작동 위치에 프린터를 굴려서 놓습니다 .

주의 : 프린터의 표면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 봉지를 자를 때 주의를 기
울이십시오 .

주의 : 프린터 후면에서 포크리프트 입구에 접근하십시오 (그림 6).

참고 : 설치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측면에서 3피트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

도록 프린터를 배치하십시오 . 2페이지의 “공간 요구 사항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최종 설치 및 설정은 자격을 갖춘 서비스 담당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

포크용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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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베이스에서 프린터 꺼내기 - 램프 지침

1. 세로 위치에서 램프를 고정하는 두 개의 링크 락을 풀고 (그림 7) 평면에 램프를 부드럽게 내려놓습니
다 (그림 8).

그림 7: 램프 하드웨어 (측면 보기 )

경고 : 프린터가 무거우므로 , 램프를 통해 프린터를 꺼내기 전에 , 화물 베이스에서
프린터를 꺼낼 인력이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2페이지의 “치수 및 무게 ” 참조 ). 화
물 베이스에서 프린터를 꺼내는 데 가능한 성인이 3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

링크 락 (측면
당 1개 )

램프 (세로 배송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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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램프 하단 세부 정보

2. 램프와 프린터 사이에 있는 폼 고정 삽입물을 제거합니다 (그림 8).

3. 모든 테이프를 제거하고 주의하여 프린터를 싸고 있는 비닐 봉지를 자릅니다 . 비닐 봉지를 아래로 
당겨 프린터에서 벗깁니다 . 

4. 램프나 프린터 상자를 이 비닐 봉지가 막지 않도록 합니다 . 필요한 경우 , 램프의 출구 측면에서 비
닐 봉지 자재를 떼어내어 프린터가 램프 아래로 원활히 굴러갈 수 있게 합니다 . 

5. 램프를 사용하여 화물 베이스에서 프린터를 주의하여 굴립니다 . 

6. 흠집과 스크래치가 있는지 프린터의 외관을 검사합니다 . 손상이 있으면 즉시 Stratasys 및 배송 회
사에 보고합니다 .

7. 대략적인 작동 위치에 프린터를 굴려서 놓습니다 .

주의 : 프린터의 표면에 스크래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닐 봉지를 자를 때 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참고 : 프린터를 꺼낼 때 측면마다 한 사람이 안내하고 세 번째 사람은 프린터 전면을 

받쳐주어 오븐 도어 및 캐니스터 베이 도어가 열리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 설치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측면에서 3피트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

도록 프린터를 배치하십시오 . 2페이지의 “공간 요구 사항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최종 설치 및 설정은 자격을 갖춘 서비스 담당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

폼 삽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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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패널 및 커버 제거

프린터 깊이를 34인치 (86.36cm)의 절대 최소 깊이로 줄이기 위해 후면 서비스 액세스 패널 및 상단 커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절대 최소 프린터 깊이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 15페이지의 “서비스 연결 ”

후면 서비스 액세스 패널을 제거하려면 :

1. 5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상단 후면 패널을 고정하는 4개의 고정 장치를 풀기는 하되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림 9 참조 ).

2. 패널을 따로 둡니다 .

3. 5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하단 후면 패널을 고정하는 4개의 고정 장치를 풀기는 하되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림 9 참조 ).

4. 패널을 따로 둡니다 .

그림 9: 후면 패널 제거

상단 패널 하단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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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상단 커버를 제거하려면 : 

1. 후면 상단 커버를 엽니다 . 커넥터를 당겨서 분리하여 후면 상단 커버 냉각 팬의 전선을 분리합니다
(그림 10). 

2. 4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상단 p 클램프에서 p 클램프 마운팅 나사 (2)를 제거합니다 (그림 10).

3. 5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하단 p 클램프에서 p 클램프 마운팅 나사 (2)를 제거합니다 (그림 10).

그림 10: 팬 전선과 P 클램프 분리

4. 4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후면 상단 커버 슬라이더 스톱 볼트 (1)(그림 11)를 제거합니다 .

그림 11: 스톱 볼트 분리

팬 케이블
(2) 분리

4 mm 육각렌치 (2)를 
사용하여 제거

5mm 육각렌치 (2)
를 사용하여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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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면 상단 커버를 닫습니다 . 5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크로스바에서 힌지 마운팅 나사 (4)를 제거
합니다 (그림 12). 

그림 12: 힌지 마운팅 나사 위치

6. 상단 커버를 위로 올리고 프린터에서 빼내 제거하고 따로 둡니다 (그림 13). 

그림 13: 후면 상단 커버 제거

참고 : 프린터에 상단 커버를 고정하는 힌지 나사를 크로스바에서만 제거하십시오 . 

상단 커버 자체 내에서는 힌지 나사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 

참고 : 설치 서비스 담당자가 다시 설치하도록 후면 상단 커버 및 후면 서비스 액세스 

패널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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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연결

하단 후면 패널을 제거한 후 (그림 9 참조 ), 다음과 같이 프린터를 전기 서비스 터미널 블록에 연결하십시오
(그림 14).

• 라인 1은 터미널 블록 L1(블랙 아웃 )에 연결됩니다 .

• 라인 2는 터미널 블록 L2(레드 아웃 )에 연결됩니다 .

• 라인 3은 터미널 블록 L3(블루 아웃 )에 연결됩니다 .

• N은 중성 (화이트 아웃 )입니다 .

• 접지 전선은 접지 러그 (보호 접지 )에 연결됩니다 .

그림 14: 라인 연결

경고: 자격을 갖춘 전기 기술자가 프린터에 대한 모든 AC 전기 서비스 연결을 수행해
야 합니다 . 

자격을 갖춘 전기 기술자와 상담하여 모든 해당 지역 및 국내 전기 규정을 준수하도

록 십시오 .

설치 서비스 담당자가 AC 서비스 연결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할 때까지 프린

터에 전원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

전기 서비
스 터미널

블록

접지 러그 (보
호 접기 )

전원 케
이블

*후면에서 보이는 프린터 오른쪽 하단 모서리의 라인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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