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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표시

이 문서의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Stratasys, Inc.는 여기에 포함된 오류 또는 이 
자료의 제공 , 성능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부수적 또는 결과적 오류에 해 책임을 지지 않습
니다 . Stratasys, Inc.는 상업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되 이
에 제한되지 않고 이 자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유형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 Stratasys 재료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안전하고 , 적법하며 , 기술적으로 안정적인지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
역 환경 규정과 일관되게 적절히 폐기 (또는 재활용 )되도록 하는 것은 시스템 소유자 /재료 구매자
의 책임입니다 . Stratasys의 판매 표준 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 Stratasys는 여기에서 설명된 
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에 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저작권 표시

이 문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 모든 권한 보유 . 사용 , 공개 및 소유는 소프트웨어 저작권별로 
Stratasys와 맺은 계약에 의해 제한됩니다 . 이 문서의 어떠한 부분도 Stratasys, Inc.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사 , 복제 또는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

여기에 나오는 모든 그림 및 정보는 Stratasys, Inc.의 자산입니다 . 무단으로 사용 및 복제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됩니다 .

상표 승인

Stratasys, GrabCAD, Insight 및 FDM은 Stratasys Ltd. 및 /또는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상표이며 특정 관할권
에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모든 제품 이름 및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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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23 시리즈 프린터 정보

Stratasys F123 시리즈 3D 프린터는 혁신적인 최신 기술을 결합하여 CAD 설계에서 정밀한 
프로토타입을 제공합니다 . Stratasys의 융용 증착 모델링 (FDM) 기술은 내부 기능을 포함
하여 , 필드 테스트 양식 , 맞춤 및 기능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 부품을 제공합니다 . 직
접 디지털 제조 (DDM)를 통해 3D CAD 데이터에서 바로 사용자 지정된 최종 사용자 부품을 만
들 수 있습니다 . F123 시리즈 프린터에는 다중 모델링 재료 기능과 함께 서보 /벨트 구동 XY 갠트
리가 제공됩니다 .

구성 요소 

• F123 시리즈 프린터

• 재료 패키지

• 웰컴 키트 (프린터 유지 관리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 및 일반 도구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한 설명서 
포함 )

• GrabCAD Print 소프트웨어 패키지

•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Stratasys에서 판매하지 않음 )

F170 주요 특징

• 엔벨로프 크기 : 10 x 10 x 10인치 (254 x 254 x 254mm)

• 재료 베이 : 1 모델 , 1 서포트

• 터치스크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 Wi-Fi 기능

• 3개의 USB 포트 (전면에 2개 , 후면에 1개 )

• 원격 모니터링용 카메라

F270 주요 특징

• 엔벨로프 크기 : 12 x 10 x 12인치 (308 x 254 x 308mm)

• 재료 베이 : 2 모델 , 2 서포트

• 터치스크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 자동 전환 기능

• Wi-Fi 기능

• 3개의 USB 포트 (전면에 2개 , 후면에 1개 )

• 원격 모니터링용 카메라

F370 주요 특징

• 엔벨로프 크기 : 14 x 10 x 14인치 (356 x 254 x 356mm)

• 재료 베이 : 2 모델 , 2 서포트

• Insight 소프트웨어 패키지

• 터치스크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 자동 전환 기능

• Wi-Fi 기능

• 3개의 USB 포트 (전면에 2개 , 후면에 1개 )

• 원격 모니터링용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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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 정보

이 가이드는 고속 프로토타입 시스템인 Stratasys 3D 프로덕션 시스템을 사용하여 프로토타
입과 최종 사용 부품을 빌드하는 내용에 해 소개합니다 . 이해하기 쉬운 단계별 프로세스
로 시스템 작동에 해 설명하는 학습 도구이자 참조 도구로 고안되었습니다 .

이 가이드 사용 방법

이 가이드는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가이드를 장별로 읽거나 특정 
정보를 빠르게 찾아야 할 때 목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가이드를 프린터 근처에 두면 문제 해결 및 프린
터 유지 관리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가이드에 사용되는 규칙

이 가이드에서는 다음 규칙이 사용됩니다 .

• 이 글꼴의 텍스트가 표시되면 , 사용자 인터페이스 터치스크린을 통해 누르는 버튼을 나타냅니다 . 예를 
들어 , 네비게이션 메뉴의 대기열 버튼을 누릅니다 . 

• 파란색의 텍스트가 표시되면 , 이 텍스트는 특정 그림 , 표 , 제목 또는 페이지 번호에 연결된 참조임을 
나타냅니다 .

• 표준 굵은 텍스트는 지침 순서 내 항목을 강조하거나 ,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찾거나 /시작하거나 , 
워크스테이션 PC에서 파일을 열거나 저장하거나 , GrabCAD Print 이용 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따라
야 하는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 > 문자는 탐색 경로에서 항목을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 
예를 들어 , 주 메뉴에서 파일 > 열기로 이동합니다 . 

개정판 로그
0.

개정판 날짜 변경 사항 설명 

A 2017년 1월 이 문서의 최초 발행 

B 2017년 2월 수동 팁 교정 절차 업데이트됨

C 2017년 4월 문제 해결 장 , 경고 및 오류 업데이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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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및 지원

이 장에서는 F123 시리즈에 한 서비스 및 지원에 한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 정보 및 안전 레이블 위치를 제공
합니다 .

서비스

이 가이드에 나오지 않는 프린터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Stratasys 고객 지원부에 문의하십시오 . 연락처 정보는 
Stratasys 웹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 http://www.stratasys.com/customer-support/contact-customer-support.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하는 경우 , 제공된 프린터의 소프트웨어 버전 ( 137페이지의 “소프트웨어 버전 ” 참조 ) 
및 하드웨어 일련 번호 ( 12페이지의 “프린터 확인 ” 참조 )를 항상 준비하십시오 . 또한 GrabCAD Print에 액세
스하여 하드웨어의 구성 파일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 158페이지의 “시스템 구성 (.CFG) 파일 내보내기 ” 
참조 ).

소프트웨어 지원

이 가이드로 해결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는 경우 Stratasys 고객 지원부에 문의하십시오 . 연락처 정보는 
Stratasys 웹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 http://www.stratasys.com/customer-support/contact-customer-support.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하는 경우 , 제공된 프린터의 소프트웨어 버전 ( 137페이지의 “소프트웨어 버전 ” 참조 ) 
및 프린터 일련 번호 ( 12페이지의 “프린터 확인 ” 참조 )를 항상 준비하십시오 . 또한 GrabCAD Print에 액세스
하여 하드웨어의 구성 파일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 158페이지의 “시스템 구성 (.CFG) 파일 내보내기 ” 참
조 ).

http://www.stratasys.com/customer-support/contact-customer-support
http://www.stratasys.com/customer-support/contact-customer-support
http://www.stratasys.com/customer-support/contact-customer-support
http://www.stratasys.com/customer-support/contact-customer-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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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지침

다음 기본 안전 팁은 Stratasys 장비의 안전한 설치 , 작동 및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며 안전 문제를 포괄적
으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 F123 시리즈 프린터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신속한 프로토타이핑 프린터로 설계되
었습니다 . 프린터 영역에 접근하면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위험 유형

Stratasys는 자격을 갖춘 담당자가 모든 서비스를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 프린터에서 또는 그 주변에서 일하
는 모든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위험 분류가 이 가이드에서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 경고 및 주의는 관련된 단락 앞에 나옵니다 .

• 참고는 관련 단락 뒤에 나옵니다 .

제품 안전 기호

Stratasys는 항상 프린터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 하지만 , 잠재적으로 
높은 전압 , 고온의 프린터 영역 및 /또는 기계 구성 요소 이동 시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프린터 영역에 접근
해야 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

경고 : 방지하지 않을 경우 상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 

주의 : 방지하지 않을 경우 장비가 손상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

참고 : 현재 항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나타냅니다 .

참고 : 항상 안전 정보를 읽고 준수하고 , 프린터에 다음 안전 기호가 표시된 경우
이러한 기호에 해 알아두십시오 .

높은 전압 : 고전압 기호는 고전압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 노출된 전기 회로에서
항상 멀리 떨어져 있으십시오 . 모든 귀금속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뜨거운 표면: 뜨거운 표면 기호는 고온의 장치가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 가열된 구
성 요소 주위에서 작업 시 항상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항상 웰컴 키트에서
제공된 안전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

장갑 : 장갑 기호는 이 기호가 지정된 영역에 들어가는 경우 고온용으로 승인된 안
전 장갑 (웰컴 키트에서 제공됨 )을 착용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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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 레이블 위치

그림 1-1: 오븐 안전 레이블 위치

짓눌린 손 : 짓눌린 손 기호는 두 물체 간에 손이 짓눌릴 수 있는 위험이 있음을 나
타냅니다 . 작업하는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물체가 움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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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후면 패널 안전 레이블 위치

그림 1-3: 전기 패널 안전 레이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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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인 안전 위험 영역

프린터의 다음 구성 요소 및 영역은 적절한 안전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시스템 장애 또는 안정성 문제를 일으
킬 수 있는 잠재적 안전 위험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

오븐

갠트리

Z 스테이지

경고 : 오븐 내에서 작업 시 항상 안전 장갑을 착용하고 긴 소매의 옷을 입으십시
오 . 구성 요소는 뜨겁습니다 .

참고 : 오븐 도어를 열면 오븐 히터가 꺼집니다 .

경고 : 프린터의 움직이는 구성 요소 주변에서 작업 시 넥타이 , 헐거운 옷 또는 늘
어진 귀금속을 착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프린터의 상단 커버 아래에 갠트리가 있습니다 . 이 영역에는 X 및 Y 축의 기계 드
라이브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 이 프린터 영역에 접근 시에는 항상 각별한 주의
를 기울이십시오 .

참고 : 오븐 도어 및 /또는 상단 커버가 열려 있는 경우 프린터의 서보 모터가 비
활성화됩니다 . 빌드하는 동안 오븐 도어 및 상단 커버를 잠그고 오븐 도어 및 상
단 커버가 열려 있는 경우 모터를 비활성화하여 타이밍 벨트와 풀리 사이에 XY
가 끼이는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오븐 도어 및 상단 커버는 프린터가 빌드 중인
동안 자동으로 잠기며 프린터가 빌드 중인 동안 열 수 없습니다 . 오븐 도어 또는
상단 커버가 열려 있는 경우 빌드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 

경고 : 프린터의 움직이는 구성 요소 주변에서 작업 시 넥타이 , 헐거운 옷 또는 늘
어진 귀금속을 착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드라이브 벨트 , 풀리 및 Z 스테이지 서보 모터는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 
Z 스테이지가 이동하는 동안 오븐 도어를 잠그고 오븐 도어가 열려 있는 경우 Z 
모터를 비활성화하여 Z 스테이지 압착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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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 잠금

오븐 도어 및 상단 커버 상태를 프린터에 알려주기 위해 인터락 스위치가 사용됩니다 . 안전상의 이유로 오븐 도
어 및 상단 커버를 닫아야 X, Y 및 Z 모터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안전 지침

이 프린터로 작업하는 경우 다음 일반 안전 지침을 따르십시오 .

환경 요구 사항

• F123 시리즈 프린터는 실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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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스템 작동 온도 범위는 59°F ~ 86°F(15°C ~ 30°C)여야 하며 , 상  습도 범위는 30% ~ 70% 비
응축이어야 합니다 .

• 시스템 보관 온도 범위는 32°F ~ 95°F(0°C ~ 35°C)여야 하며, 상  습도 범위는 20% ~ 90% 비응
축이어야 합니다 .

• 높이는 6561.68피트 (2000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 재료 보관 온도 범위는 59°F ~ 86°F(15°C ~ 30°C)이고 , 상  습도 범위는 30% ~ 70%여야 합니
다 . 

• 노이즈 방출 (음향 ):

• 유휴 시 <32dBA

• 빌드 시 <46dBA

높은 전압 : 프린터는 고전압 상태입니다 .

경고 : 프린터의 상단 커버 아래 영역에 접근할 때는 OSHA 또는 CE 승인 발판 의
자만 사용하십시오 .

경고 : 오븐 내에서 작업 시 항상 안전 장갑을 착용하고 긴 소매의 옷을 입으십시
오 . 구성 요소는 뜨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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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린터 설정

이 장에서는 F123 시리즈의 기본 설정에 해 설명합니다 .

일반 정보

웰컴 키트 내용물 

프린터의 웰컴 키트에는 프린터 유지 관리에 필요한 웰컴 인서트 문서 및 일반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음 
그림과 표를 참조하여 웰컴 키트의 내용물을 확인하십시오 . 

그림 2-1: 웰컴 키트 내용물 - 문서 및 케이블

표 2-1: 그림 2-1의 키

1
웰컴 인서트 문서 F123 시리즈 사용자 가이드 (이 문서 ) 다운로드에 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
RJ45 케이블 이 케이블을 사용하여 F123 시리즈 프린터와 이더넷 네트워크 간에 네트워크 연결을 설정

합니다 . 13페이지의 “네트워크 연결 설정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3 USB 플래시 드라이
브

프린터에는 3개의 USB 포트가 있습니다 (포트 위치는 23페이지의 그림 3-3 참조 ). 
GrabCAD Print를 통해 프린터로 작업 파일을 보내는 체 방법으로 , 이 플래시 드라이브
를 사용하여 자주 제작하는 처리된 작업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53페이지의 “작업 
기열에 작업 추가 ” 참조 ).

4 AC 케이블 (미국 또
는 유럽 )

이 케이블은 프린터에 한 전원 연결을 제공합니다 . 13페이지의 “전원 케이블 연결 ”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 케이블을 연결할 때 , 해당 위치에 적합한 케이블을 선택하십시오 (미
국 케이블 또는 유럽 케이블 ).

1 2
3

4

또는

미국 케이블
유럽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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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웰컴 키트 내용물 - 도구

표 2-2: 그림 2-2의 키

1
가죽 안전 
장갑

프린터 구성 요소는 매우 뜨거울 수 있습니다 . 화상이나 다른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 이 문서에서 
장갑 안전 기호가 표시되면 항상 이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2페이지의 “제품 안전 기호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니들 노즈 
플라이어
(엑스트라 
슬림 )

때때로 , 헤드 및 /또는 팁에 누적된 파편 청소에 도움이 되도록 플라이어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
다 ( 161페이지의 “팁 와이프 어셈블리 청소 /검사 ” 참조 ).

3 니들 노즈 
플라이어

(7 1/8)

때때로 , 헤드 및 /또는 팁에 누적된 파편 청소에 도움이 되도록 플라이어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
다 ( 161페이지의 “팁 와이프 어셈블리 청소 /검사 ” 참조 ). 이 품목은 F170 프린터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 . 

4 5” 커터 프린터에서 재료를 언로드하고 제거할 때 재료 스풀의 필라멘트를 자르는 데 사용합니다 . 114페이
지의 “재료 언로드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5 루페 확 경 이 도구는 작은 툴패스 관계를 보아야 하는 수동 팁 교정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포함되었습니다 . 
142페이지의 “수동 팁 교정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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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웰컴 키트 내용물 - 청소 용품 및 보관 재료

표 2-3: 그림 2-4의 키

1
터치스크린 청소 키트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터치스크린이 더러워질 수 있으며 이따금 청소해야 합니다. 터치스크린 

청소 시 적합한 LCD 세정제만 사용하십시오 . 청소 지침은 163페이지의 “터치스크린 디스플
레이 청소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극세사 천 프린터의 다양한 구성 요소가 더러워질 수 있으며 때때로 청소해야 합니다 . 이러한 구성 요소
를 청소하는 데 적합한 극세사 천만 사용하십시오 . 이 천을 사용한 청소 지침은 163페이지의 
“프린터의 외부 표면 청소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3 지퍼백 (x6) 언로드 시 , 비어 있지 않은 모델 및 서포트 재료 스풀은 해당 백에 보관하여 스풀의 필라멘트
에 습기가 차지 않게 방지해야 합니다 ( 117페이지의 “재료 취급 /보관 ” 참조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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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추가 구성 요소 - 시작 재료

다음 품목은 웰컴 키트에 없습니다 . 신 이러한 품목은 오븐 챔버 및 보관 서랍에 있을 수 있습니다 . 오븐 챔버
에 있는 품목은 프린터의 전원을 켜기 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 

표 2-4: 그림 2-4의 키

1 기판 (x16) 기판은 부품이 빌드되는 표면입니다 . 동일한 기판이 PLA를 포함한 모든 모델 재료에 사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0페이지의 “프린터 준비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ASA 모델 재료 스풀
(자연 )

60in3(984cc)의 ASA 모델 재료가 포함된 재료 스풀 ( 35페이지의 “사용되는 재료 ” 참조 ). 

3 QSR 서포트 재료 스
풀

60in3(984cc)의 QSR 서포트 재료가 포함된 재료 스풀 ( 35페이지의 “사용되는 재료 ” 참조 ). 

4 PLA 재료 스풀 60in3(984cc)의 PLA 재료가 포함된 재료 스풀 ( 35페이지의 “사용되는 재료 ” 참조 ).

5 PLA 모델 헤드 PLA 모델 재료 전용 프린트 헤드 ( 34페이지의 “프린트 헤드 ” 참조 ).

6 PLA 냉각 모듈 PLA 모델 헤드와 함께 사용할 냉각 모듈 ( 34페이지의 “프린트 헤드 ” 참조 ).

1
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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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정
사이트 준비 가이드에 따라 프린터 설치를 위해 시설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준비되도록 하십시오 . 사이트 준비 
가이드의 “프린터 포장 풀기 ” 섹션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섹션을 진행하지 마십시오 .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 설정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

• 시작 재료가 오븐 챔버에서 제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을 제거합니다. 시작 
재료에 한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의 “추가 구성 요소 - 시작 재료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 상단 커버를 열고 주황색 클립이 X 벨트에서 제거되고, 주황색 타이 랩이 X 모터에서 제거되었는지 확
인합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 , 해당 구성 요소를 고정하는 주황색 클립 및 /또는 주황색 타이 랩을 제
거합니다 .

프린터 안정화

프린트를 안정화하려면 :

1. 원하는 작동 위치로 프린터를 밀고 최소 공간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2. 안정성 패드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안정성 패드 나사식 잭을 아래로 넣습니다 (그림 2-5 참조 ).

3. 나사식 잭을 1-2번 더 아래로 돌리고 하단 프레임 멤버에 고정 너트를 단단히 끼웁니다 .(그림 2-5 
참조 ).

4. 2단계 및 3단계를 반복하여 나머지 모든 안정성 패드를 끼웁니다 . 

그림 2-5: 안정성 패드 나사식 잭 조정

주의 : 안정성 패드를 사용하여 , 원하는 작동 위치로 프린터가 이동된 후 프린터를
안정화시킵니다 . 안정성 패드는 프린터 작동 전에 설정해야 합니다 .

측면 여유 공간 각 측면에서 최소 4인치 (10.16cm)

후면 여유 공간 최소 6인치 (15.24cm)

전면 여유 공간 최소 20인치 (50.80cm)

상단 여유 공간 최소 20인치 (50.80cm)

참고 : 이상적으로는 각 캐니스터 휠은 바닥에 약간 닿을 정도로 유지되고 최소한
의 힘으로 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

나사식 잭

고정 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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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확인

다음 태그를 사용하여 프린터를 확인하십시오 .

• 일련 번호 태그 - 서비스 요청 시 이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유지 관리 페이지를 
통해 프린터의 일련 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6페이지의 “일련 번호 ” 참조 ). 

• 모델 태그 - 프린터의 모델 번호, 부품 번호 및 전원 요구 사항이 이 태그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태그에는 프린터와 관련된 모든 특허권 번호 , 일부 FCC 호환 정보 , 전압 경고 및 Stratasys 웹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

두 태그 모두가 프린터의 후면 , 바닥 가까이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프린터의 전원 연결 근처에 놓입니다 . 고객 지
원부에 해당 프린터를 알려줄 때 이러한 태그의 정보를 사용하십시오 .

그림 2-6: ID 태그 위치

모델 태그

일련 번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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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연결 설정

처리된 작업 파일은 해당 시설의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해 GrabCAD Print에서 F123 시리즈 프린터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프린터의 오른쪽 후면 모서리 (후면에서 보았을 때 )에 RJ45 네트워크 커넥터가 있습니다 . 네트워크 
연결 위치는 그림 2-7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전원 케이블 연결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려면 :

1. 제공된 전원 코드 (수 )(미국 또는 유럽 )를 접지된 전기 콘센트에 직접 연결합니다 .

2. 전원 코드 (암 )를 프린터 후면에 있는 소켓에 직접 연결합니다 (그림 2-7 참조 ). 

그림 2-7: 후면 연결

참고 : 25피트 (7.6m) 네트워크 패치 케이블이 프린터와 함께 제공되며 , 웰컴
키트에 있습니다 . 제공된 케이블이 닿을 수 있는 프린터에서 더 먼 네트워크
연결 지점이 있는 시설은 적절한 케이블을 조달해야 합니다 . 

경고 : 전원 코드는 전원 차단 장치 역할을 합니다 . 소켓 콘센트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더넷 네트워크 연결
(RJ45)

전원 케이블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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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성

이 섹션은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제공됩니다 . 네트워크 페이지에서 프린터의 주소 유형을 
정적 , 동적 (DHCP) 또는 Wi-Fi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동적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

• 정적 주소 - 프린터의 IP 주소 , 서브넷 마스크 및 게이트웨이 주소(시스템 관리자가 제공)를 입력해야 
합니다 . 입력한 후에는 주소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

• 동적 주소 (DHCP) - 네트워크 서버 또는 PC가 프린터의 IP 주소를 생성합니다 . 때때로 서버 또는 PC
에 의해 다른 IP 주소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

• Wi-Fi 주소 - 프린터가 사용 가능한 Wi-Fi 네트워크를 스캔하고 사용자가 여기에 연결할 수 있게 합니
다 (Wi-Fi 동글이 설치된 경우 ).

네트워크 주소 구성

프린터의 네트워크 주소 설정을 구성하려면 :

1. 프린터 전원을 켭니다 . 107페이지의 “프린터 전원 켜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네비게이션 메뉴의 도구 버튼을 눌러 도구 페이지를 엽니다 ( 40페이지의 표 4-1 참조 ).

3. 도구 페이지의 네트워크 버튼을 눌러 네트워크 페이지를 엽니다 (78페이지의 그림 4-34 참조 ).

4. 연결 유형 행에서 유선 또는 무선 네트워크 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된 옵션에 따라 네트워
크 페이지에 표시되는 구성 가능한 설정이 결정됩니다 . 

• 유선 옵션을 선택하면 동적 또는 정적 네트워크 모드 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무선 옵션을 선택하면 Wi-Fi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프린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무선 네
트워크를 스캔하고 선택한 네트워크에 한 보안 설정을 입력 (필요한 경우 )하여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 무선 옵션 가용성은 프린터와 함께 구입한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 

5. 사용하려는 연결 유형 (유선 또는 무선 )에 해당되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후 페이지 왼쪽 상단 
모서리에서 뒤로 버튼을 눌러 네트워크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 

6. 유선 네트워크 :

A. 네트워크 모드 행이 표시됩니다 . 이 행에서 아무 데나 누릅니다 .

B. 정적 또는 동적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여 해당 네트워크 주소 유형을 활성화합니다 . 선택한 옵
션에 따라 네트워크 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를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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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유선 네트워크 선택

• 정적 옵션이 활성화된 경우 , IP 주소 , 서브넷 마스크 및 게이트웨이 주소 필드를 수동으로 구성해
야 합니다 . 이 정보를 구성하려면 화면에서 필드를 터치하여 선택하고 표시된 키패드를 사용하여 
주소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 키패드 밖 화면에서 아무 데나 터치하여 끝내고 키패드를 닫으십시오 .

그림 2-9: 정적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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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하단으로 스크롤하고 , 끝낼 때 적용 버튼을 눌러 네트워크 구성을 저장합니다 . 

• 페이지 왼쪽 상단 모서리에서 뒤로 버튼을 눌러 네트워크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

그림 2-10: 변경 사항 적용 버튼

• 동적 옵션이 활성화된 경우 , 네트워크 서버 또는 PC가 프린터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생성하므로 
추가적인 구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때때로 서버 또는 PC에 의해 다른 IP 주소가 생성될 수 있
습니다 . 생성된 IP 주소가 네트워크 페이지의 IP 주소 필드에 표시되고 , 해당 서브넷 마스크 및 게
이트웨이 주소 정보도 표시됩니다 . 

• 뒤로 버튼을 눌러 페이지를 끝내고 도구 페이지로 돌아가십시오 .

그림 2-11: 동적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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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무선 네트워크 :

A.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행이 표시됩니다 (Wi-Fi 동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 이 행에서 아무 
데나 누릅니다 .

B. 스캔 버튼을 누릅니다 . 프린터가 사용 가능한 무선 (Wi-Fi) 네트워크를 스캔합니다 . 

그림 2-12: 무선 네트워크 스캔

C.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목록이 표시됩니다 . 행에서 아무 데나 눌러 연결하려는 무선 네트워크
를 선택합니다 .

D. 선택한 Wi-Fi 네트워크의 세부 정보가 포함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이 페이지에서 키보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암호 및 /또는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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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Wi-Fi 네트워크 정보 입력 

E. 완료되면 키패드 밖 화면에서 아무 데나 터치하여 끝내고 키패드를 닫습니다 .

F. 페이지 하단으로 스크롤하고 연결 버튼을 눌러 네트워크 구성을 저장합니다 . 

그림 2-14: 연결 버튼

G. 뒤로 버튼을 눌러 페이지를 끝내고 네트워크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 선택한 무선 네트워크 이
름이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행에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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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뒤로 버튼을 눌러 페이지를 끝내고 도구 페이지로 돌아가십시오 . 네트워크 버튼이 새로 고쳐
지고 파란색 표시기가 나타나 , 프린터가 Wi-Fi 네트워크용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려줍니다 .

그림 2-15: 네트워크 설정 입력 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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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BCAD PRINT 설치

사용하려는 워크스테이션에 GrabCAD Print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 http://help.grabcad.com/article/197-
sign-up-download-and-install로 이동하고 화면상의 지침을 따릅니다 .

F123 시리즈 프린터에 연결

GrabCAD Print 애플리케이션에 F123 시리즈 프린터를 추가합니다 . http://help.grabcad.com/article/198-
connect-your-printers로 이동하고 화면상의 지침을 따릅니다 .

프린터의 날짜 및 시간 설정

정확한 빌드 시간을 보장하려면 프린터의 시계를 제 로 설정해야 합니다 . 프린터의 날짜 및 /또는 시간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면 GrabCAD Print를 사용하여 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려면 http://help.grabcad.com/
article/196-printer-firmware-management로 이동하여 “프린터 시계의 시간 변경 ”에 한 절차를 따릅니다 .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버전 업데이트

필요한 경우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 154페이지의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팁 와이프 높이 조정

필요한 경우 팁 와이프 높이를 조정합니다 . 153페이지의 “팁 와이프 높이 조정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http://help.grabcad.com/article/197-sign-up-download-and-install
http://help.grabcad.com/article/197-sign-up-download-and-install
http://help.grabcad.com/article/198-connect-your-printers
http://help.grabcad.com/article/198-connect-your-printers
http://help.grabcad.com/article/196-printer-firmware-management
http://help.grabcad.com/article/196-printer-firmware-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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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구성 요소

이 장에서는 F123 시리즈의 구성 요소에 해 설명합니다. 또한 프린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 및 팁에 관련된 
정보가 이 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프린터 개요

액세스 도어 및 패널

이 프린터는 시스템에서 가장 자주 접근하는 영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 도어 및 패널이 
그림 3-1 및 그림 3-2에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

그림 3-1: 액세스 도어 및 패널 - 전면 보기

경고 : 후면 패널이 제자리에 고정되지 않은 경우 작동시키지 마십시오 . 

상단 커버

재료 베이 
서랍

오븐 도어

인터페이스 패널

전면 측면 패널
(왼쪽 및 오른쪽 )

보관 서랍

후면 측면 패널
(왼쪽 및 오른쪽 )



22

그림 3-2: 액세스 도어 및 패널 - 후면 보기

상단 커버

갠트리 및 헤드 어셈블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오븐 도어

조형판 , 팁 와이프 어셈블리 , 퍼지 영역 및 완료된 부품 제거를 위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프린터의 카메라
가 오븐 도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재료 베이 서랍

재료 베이 구성 요소 (재료 베이 , 재료 스풀 및 재료 드라이브 컨트롤러 )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보관 서랍

필요에 따라 예비 부품 , 도구 등 기타 보관에 사용할 수 있는 빌트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

오른쪽 및 왼쪽 측면 패널 

오른쪽 및 왼쪽 패널은 오븐 챔버 팬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 

후면 패널

후면 패널은 전자 베이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

후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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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패널

인터페이스 패널에는 프린터의 터치스크린 사용자 인터페이스 , 전원 버튼 및 USB 포트가 있습니다 . 

그림 3-3: 인터페이스 패널

터치스크린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가 프린터를 제어할 때 사용합니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다양한 화면에 액세스하여 빌드를 위한 작업
을 선택하고 , 빌드 중인 프로세스에서 작업을 제어하고 , 재료를 변경하고 , 교정을 수행하고 , 프린터의 설정과 
유지 관리 옵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터치스크린은 프린터의 작동 상태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경고 정보를 시각
적으로 표시합니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성 요소 및 페이지에 한 자세한 정보는 39페이지의 “4 사용자 인터페이스 ” 내용을 참
조하십시오 .

전원 버튼

프린터의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7페이지의 “프린터 전원 켜기 ” 및 109페이지의 “프
린터 전원 끄기 ” 참조 ). 

USB 포트

프린터의 USB 포트를 통해 빌드할 작업 파일을 쉽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USB 포트 중 하나에 USB 플래시 드
라이브를 연결한 후 기열 페이지에서 플래시 드라이브의 내용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2페
이지의 “ 기열 페이지 작업 ” 참조 ). 

터치스크린 
사용자 인터페이스전원 버튼

전면 USB 포트 , 후면에 추가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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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 구성 요소

오븐은 조형판 , 팁 와이프 어셈블리 , 퍼지 슈트 및 오븐 히터를 포함하여 오븐 도어 창을 통해 볼 수 있는 모든 품
목과 오븐 도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프린터의 카메라가 오븐 도어의 프레임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 

그림 3-4: 오븐 구성 요소 

오븐 도어

오븐 도어 (그림 3-4 참조 )는 광학 센서와 함께 이엠락을 이용합니다 . 프린터가 빌드 중인 동안 오븐 도어는 잠
겨 있고 오븐의 구성 요소에 접근하기에 안전한 경우 자동으로 잠금 해제됩니다 . 프린터가 빌드 중인 동안에는 
오븐 도어를 열 수 없습니다 . 상단 커버는 오븐 도어와 함께 자동으로 잠금 해제되므로 , 수동으로 상단 커버를 열 
수 있습니다 . 상단 커버를 열기 전에 오븐 도어를 열어야 합니다 . 오븐 도어 프레임의 주변부에서 실행되는 오븐 
도어 개스킷은 오븐 도어가 닫혔을 때 밀폐되도록 합니다 . 

오븐 도어 창은 강화 유리 패널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팁 와이프 어
셈블리 (모델 
왼쪽 , 서포트 
오른쪽 ) 

조형판

오븐 
도어

카메라

오븐 조
명

퍼지 
슈트

오븐 도어 
개스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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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프린터의 카메라가 오븐 도어의 프레임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 부품이 빌드 중인 동안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제
공합니다 . 워크스테이션 PC에 설치된 GrabCAD Print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 부품이 빌드되는 동안 부품을 
보고 , 원격으로 부품 빌드 품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설정된 간격으로 GrabCAD Print를 통해 사진이 자
동으로 촬영됩니다 . 표시되는 카메라 이미지에는 오븐 도어 유리로 인해 비친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그림 3-5: 카메라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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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 조명

단일 조명 파이프가 오븐의 전면 상단 가장자리에 장착되어 있으며 오븐 챔버를 비추는 데 사용됩니다 (그림 3-6). 
조명 파이프는 9개의 고온 LE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각 LED는 1와트 정격입니다 . 오븐 조명은 12VDC로 전
원이 공급됩니다 . 

도구 페이지의 조명 버튼은 오븐 조명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며 , 수동으로 조명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 106페이
지의 “조명 ” 참조 ).

그림 3-6: 오븐 조명 위치

오븐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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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판

강철 조형판은 부품이 빌드되는 수평면을 제공합니다 . 기판은 기판 방출 핸들을 사용하여 조형판에 단단히 부착
됩니다 . 조형판에 기판을 놓은 후 핸들을 들어 올리면 기판이 빌드 위치로 잠깁니다 . 핸들을 아래로 누르면 제거
할 수 있도록 조형판에서 기판이 풀립니다 . 

팁 오프셋 교정 상이 조형판의 후면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 어느 쪽의 헤드든지 교체된 후 모델과 서포트 팁 
사이 Z 오프셋을 결정할 때 이러한 상이 사용됩니다 (자동 팁 오프셋 교정 중 ). 

그림 3-7: 조형판 구성 요소

조형판

 
 

팁 오프셋
교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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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와이프 어셈블리

두 개의 팁 와이프 어셈블리가 오븐 후면에 있습니다 . 하나는 모델용이고 다른 하나는 서포트용입니다 . 각 어셈
블리는 플리커와 브러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팁 와이프 어셈블리는 프린터의 팁 및 팁 커버에 퍼지된 재료 파
편과 재료 잔여물이 없게 유지합니다 . 팁 와이프 어셈블리는 퍼지 슈트 뒤에 장착되고 슈트 외부에 커팅된 두 개
의 슬롯을 통해 퍼지 슈트로 확장됩니다 . 

재료가 팁에서 퍼지된 후 , 팁이 팁 와이프 어셈블리에서 지나갑니다 . 플리커가 팁 끝에서 퍼지된 재료를 자르고 
퍼지 슈트에 이 재료를 넣습니다 . 브러시가 팁과 팁 커버를 청소합니다 . 퍼지된 재료 파편은 팁 와이프 어셈블리
에서 퍼지 슈트를 통해 오븐 챔버 바닥까지 아래로 떨어집니다 . 

그림 3-8: 팁 와이프 어셈블리

팁 와이프 어셈블리 
모델 = 왼쪽
서포트 =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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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 슈트

퍼지 슈트는 오븐 후면에 있습니다 . 퍼지된 재료 파편은 팁 와이프 어셈블리에서 퍼지 슈트를 통해 오븐 챔버 바
닥까지 아래로 유도됩니다 . 재료 파편은 슈트 하단의 구멍을 통해 퍼지 슈트로 나간 후 오븐 챔버 하단에 축적됩
니다 . 매주 또는 축적물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필요에 따라 , 축적된 재료 파편을 항상 청소해야 합니다 . 지침은 
160페이지의 “오븐 챔버 청소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3-9: 퍼지 슈트 위치

그림 3-10: 오븐 챔버 청소 위치

퍼지 슈트

퍼지된 재료 파
편이 여기에 누
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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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베이 서랍 구성 요소

모델 및 서포트 재료 베이에는 프린터 전면의 재료 베이 서랍을 열어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재료 베이 서랍에는 잠
금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 프린터가 빌드 중인 동안 열 수 있습니다 .

그림 3-11: 재료 베이 서랍 구성 요소

재료 베이

F270 및 F370 프린터에는 모델 두 개와 서포트 두 개로 , 네 개의 작동 재료 베이가 있습니다 . 맨 왼쪽 두 개의 베
이에는 모델 재료가 있고 맨 오른쪽 두 개의 베이에는 서포트 재료가 있습니다 . F170 프린터에는 모델 하나와 서
포트 하나로 , 두 개의 작동 재료 베이가 있습니다 . 왼쪽 베이에는 모델 재료가 있고 오른쪽 베이에는 서포트 재료
가 있습니다 .

빌드하는 동안 , 하나의 모델과 하나의 서포트 스풀이 활성화됩니다 . 활성 스풀은 재료 필라멘트가 해당 헤드에 
로드된 상태이며 ,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에서 재료와 그 해당 재료 사이가 파란색 경로로 표시되며 , 활성화된 
재료와 헤드의 둘레는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34페이지의 “재료 상태 ” 참조 ). 해당되는 프린
터 모델의 경우 프린터를 일시 중지하지 않고 비활성 스풀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자동 전환 기능은 첫 번째 스풀에 재료가 부족한 경우 빌드 중에 두 번째 스
풀을 자동으로 로드합니다 ( 116페이지의 “재료 자동 전환 ” 참조 ). 자동 전환은
F270 및 F370 프린터에만 해당됩니다 . 

재료 베이 (프린터 모델
에 따라 2개 또는 4개 )

재료 베이 
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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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드라이브 컨트롤러

각각의 개별 재료 베이에는 재료 드라이브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 재료 드라이브 컨트롤러는 재료 베이에서 헤드
로 필라멘트를 공급합니다 . 재료 드라이브 컨트롤러는 재료 베이의 후면에 있고 필라멘트를 헤드로 끌어올리는 
작은 12VDC 모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재료 드라이브 컨트롤러는 수리 가능하지 않은 품목이며 신 재료 베
이 교체 시 함께 교체합니다 . 

재료 드라이브 컨트롤러에는 로드 및 언로드 프로세스 중에 재료 드라이브 내에 재료가 존재하는지 감지하는 기
계적 필라멘트 유무 스위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스위치는 오류도 감지합니다 . 재료 드라이브 컨트롤러가 
재료 베이에서 필라멘트가 손상되었거나 필라멘트 끝에 도달했음을 감지하는 경우 프린터가 일시 중지되어 수리
할 수 있게 합니다 .

그림 3-12: 재료 드라이브 세부 정보

재료 드라이브 
컨트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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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서랍

재료 베이 서랍 바로 아래가 보관 서랍이며 , 여기에서 필요에 따라 예비 부품이나 도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그림 3-13: 보관 서랍

보관 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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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트리 

갠트리 또는 헤드에 접근하려면 먼저 상단 커버를 열어야 합니다 . 상단 커버는 기계적 잠금 메커니즘을 이용합니
다 . 프린터가 빌드 중인 동안 상단 도어는 잠겨 있고 오븐 도어가 열리면 자동으로 잠금 해제됩니다 . 상단 커버 
및 /또는 오븐 도어가 열려 있는 경우 프린터가 빌드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 

부품을 빌드하는 동안 갠트리는 X 및 Y 방향으로 헤드를 이동합니다 . 갠트리 어셈블리는 상단 커버 아래에 있습
니다 . 전체 갠트리는 오븐 밖에 있습니다 . 헤드의 하단만 오븐에 나와 있습니다 . 갠트리 및 해당 드라이브 모터
는 유연한 열 보호막을 통해 오븐의 열로부터 보호됩니다 . 헤드를 이동하기 위해 , 갠트리는 타이밍 벨트에 연결
된 한 개의 X 서보 모터와 두 개의 Y 서보 모터를 이용합니다 .

그림 3-14: 갠트리 어셈블리

Y 서보 모터 (2x)
X 드라이브 벨트

모델 헤드 어
셈블리Y 드라이브 벨트 (2x)

X 서보 모터

토글 플레이트 어셈블리

서포트 헤드 어
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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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헤드

F123 프린터는 모델에 하나와 서포트에 하나로 , 두 개의 프린트 헤드 어셈블리를 이용합니다 . 헤드가 모델 또는 
서포트에 사용된 후에만 지정된 해당 재료 (모델 또는 서포트 )에 이 헤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헤드는 광범위
한 모델링 재료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헤드는 두 개의 동일한 액화 장치로 모델 재료 및 서포트 재
료를 압출합니다 . 팁 액화 장치 입구 위에 장착된 송풍기 하나가 들어오는 재료와 액화 장치 입구를 냉각합니다 . 

헤드 수명은 헤드의 빌드 시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 헤드는 교체 가능한 소모품이며 헤드의 사용기록이 1500 
빌드 시간에 도달하면 바꿔야 합니다 (헤드 계기판에 한 정보는 65페이지의 “헤드 세부 정보 보기 ” 참조 ). 헤
드의 사용기록이 1350 빌드 시간에 도달하면 경고가 표시되어 헤드가 사용기록 제한에 도달하고 있으므로 교체 헤
드를 주문하라고 알려줍니다 . 사용기록 제한을 초과한 헤드를 계속 사용할 수는 있지만 , 부품 품질이 예측 가능하
지 않게 되므로 헤드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당되는 헤드 상태 아이콘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경고 상태로 
표시됩니다 (아이콘 상태는  63페이지의 표 4-6 참조 ). 전체 모델 또는 서포트 헤드 어셈블리는 단일 유닛으로 교
체됩니다 (지침은 118페이지의 “헤드 교체 ” 참조 ). 헤드 릴리스 레버는 연결된 헤드를 장착된 위치 안이나 밖으
로 잠금 및 잠금 해제합니다 . 

PLA 재료로 빌드 시 특수 PLA 헤드가 사용됩니다 . PLA 헤드는 진한 회색이지만 표준 헤드는 검정색입니다 . 
PLA 헤드는 갠트리 내 모델 헤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냉각 모듈은 PLA 모델 헤드와 함께 사용되며 갠트리 
내 서포트 헤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냉각 모듈 확인 도움말은  10페이지의 표 2-4 참조 ). PLA 재료로 빌드 
시 PLA 모델 헤드는 모델과 서포트 재료 모두를 압출합니다 . (PLA 헤드 또는 연결된 냉각 모듈 교체에 한 지침
은 119페이지의 “PLA 헤드 교체 ” 참조 ).

그림 3-15: 헤드 어셈블리

서포트 헤드 어
셈블리

모델 헤드 어셈
블리

헤드 릴리스 레버 (헤드 
어셈블리당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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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재료

사용되는 재료 

F123 시리즈는 광범위한 색상의 다양한 모델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SR 수용성 박리 서포트 재료는 PLA
를 제외하고 모든 모델 재료와 함께 사용됩니다 . PLA 재료로 빌드 시 PLA는 모델과 서포트 재료 모두에 사용됩
니다 (모델 및 서포트 호환성 정보는 표 3-3 참조 ). 

표 3-1에는 각 프린터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

표 3-2에는 모델 재료 유형별 색상 가용성이 나와 있습니다 . 

표 3-1: 사용 가능한 재료

표 3-2: 색상 옵션

프린터 모델 사용 가능한 재료 

F170 ABS, ASA, PLA

F270 ABS, ASA, PLA

F370 ABS, ASA, PLA, PC-ABS

재료 유형 솔리드 색상 옵션 반투명 색상 옵션

ASA 아이보리 , 검정색 , 흰색 , 진한 회색 , 옅은 회
색 , 빨간색 , 파란색 , 주황색 , 녹색 , 노란색

ABS 아이보리 , 검정색 , 흰색 , 진한 회색 , 빨간색 , 
파란색 , 주황색 , 녹색 , 노란색

PLA 검정색 , 흰색 , 중간 회색 , 옅은 회색 , 빨간색 , 
파란색

옅은 황갈색 , 빨간색 , 노란색 , 녹색 , 
파란색

PC-ABS 검은색 ,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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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스풀 메모리 칩

각 재료 스풀에는 메모리 칩이 있는 회전축이 있습니다 . 이 메모리 칩은 스풀의 재료 유형을 인식하고 스풀의 볼
륨을 추적합니다 . F123 시리즈는 기타 Stratasys 재료와는 다른 메모리 칩을 이용하므로 F123 시리즈 호환 스풀
만을 사용하여 프린터에서 부품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

그림 3-16: 재료 스풀 메모리 칩 위치

스풀이 설치되면 , 해당 메모리 칩이 읽히고 스풀의 정보가 프린터에 보고됩니다 . 스풀의 재료 유형 및 볼륨이 사
용자 인터페이스의 재료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62페이지의 “재료 페이지 작업 ” 참조 ). 호환되
지 않는 스풀이 설치된 경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오류가 표시됩니다 . 

각 빌드 파일에는 빌드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델 및 서포트 재료의 예상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빌드를 시작
할 때 이 예상량은 각 스풀에서 사용 가능한 재료의 양과 비교됩니다 . 빌드를 완료하는 데 사용 가능한 재료가 충
분하지 않은 경우 경고가 표시되고 빌드를 시작하기 전에 스풀을 변경하거나 추가 스풀을 설치하는 옵션이 제공
됩니다 .

참고 : 스풀 볼륨 관련 문제가 감지된 경우에만 특정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99페이지의 “경고 및 오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메모리 칩

필라멘트 테일 캡처 위치

필라멘트 가이드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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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및 슬라이스 높이

F123 시리즈는 모든 모델 및 서포트 재료에 T14 팁을 이용합니다 . 팁은 연결된 헤드 어셈블리의 구성 요소이며 
개별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신 전체 헤드 어셈블리는 단일 유닛으로 교체됩니다 . 

표 3-3에는 프린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재료 유형 및 해당되는 서포트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

표 3-4에는 사용 가능한 슬라이스 높이가 나와 있습니다 .

표 3-3: 사용 가능한 재료 유형

표 3-4: 슬라이스 높이

모델 재료 서포트 재료

ASA QSR

ABS QSR

PLA PLA

PC-ABS QSR

모델 팁 슬라이스 높이 (인치 ) 슬라이스 높이 (mm) 재료

T14 0.005 0.127 ABS, ASA, PC-ABS

0.007 0.178 ABS, ASA, PC-ABS

0.010 0.254 ABS, ASA, PC-ABS, PLA

0.013 0.330 ABS, ASA, PC-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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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는 제조 과정에서 설치되며 , 새로운 버전이 사용 가능하게 되면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지침은 154페이지의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참조 ).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는 프린터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 

GrabCAD PRINT 소프트웨어

프린터는 원래 CAD 또는 STL 파일을 프린터에 다운로드된 Stratasys CMB 파일로 처리하여 부품을 빌드합니다 . 
GrabCAD Print는 파일을 처리한 다음 빌드할 프린터로 이 파일을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 초기 
설치 및 설정 프로세스의 일부로 , GrabCAD Print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야 프린터에서 부품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 GrabCAD Print를 다운로드하려면 http://help.grabcad.com/
article/197-sign-up-download-and-install로 이동한 후 화면상의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작업은 CMB 형식으로 프린터로 전송되며 작업 기열에 놓입니다 (작업 기열에 한 정보는 52페이지의 
“ 기열 페이지 작업 ” 참조 ). CMB 파일의 헤더에는 처리된 작업의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GrabCAD Print 도움말 문서에는 프린터에 연결하고 , 부품을 처리하고 , 작업 기열을 편집하는 방법 등에 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도움말 파일은 애플리케이션의 도움말 메뉴에서 또는 GrabCAD 웹 사이트에
서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INSIGHT 소프트웨어

Insight는 STL 파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Insight는 고급 기능을 이용하고 
파일 내 다양한 매개 변수를 조작하는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 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GrabCAD 
Print 소프트웨어가 충분한 기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 하지만 경우에 따라 Insight의 고급 기능이 필요할 수 있습
니다 .

F123 시리즈와 함께 Insight를 사용할 경우 다음 프로세스를 따르십시오 .

1. STL 파일을 열어 처리합니다 .

2. 완료된 경우 CMB 파일을 알려진 위치로 저장합니다 .

3. GrabCAD Print에서 파일 > 파일 가져오기로 이동하여 가져오려는 CMB 파일을 선택합니다 .

4. GrabCAD Print를 사용하여 일반 워크플로를 계속 진행합니다 .

참고 : Insight는 STL 파일만을 처리합니다 .

http://help.grabcad.com/article/197-sign-up-download-and-install
http://help.grabcad.com/article/197-sign-up-download-and-in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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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장에서는 F123 시리즈 사용자 인터페이스 (UI)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 구체적 프린터 작동 정보 및 절차는  
107페이지의 “5 프린터 작동 ”에 나와 있습니다 . 터치스크린을 사용하기 전에 프린터 전원을 켜야 합니다 . 지침
은  107페이지의 “프린터 전원 켜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개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프린터의 오른쪽 전면에 있는 터치스크린에 있습니다 ( 21페이지의 그림 3-1 참조 ). UI의 
각 페이지에는 두 가지 기본 기능 영역이 있습니다 . 그림 4-1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 

그림 4-1: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요

터치스크린은 반사를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따라서 화면이 오른쪽에 오도록 프린터 전면에 서서 터치스크
린을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다른 각도에서 터치스크린을 보면 화면 디스플레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터치스크린은 사용하기 간편하며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재료 로드 , 언로드 및 교정 기능 액세스 .

• 프린터 상태 모니터링 .

• 재료/헤드 상태(로드/설치된 유형, 스풀 볼륨, 헤드 사용기록 등) 모니터링과 필요한 경우 재료 및/또는 
헤드 변경 . 

• 빌드 진행률 모니터링 (빌드 중인 작업 이름 , 재료 사용 정보 , 예상 완료 시간 등 ).

• 네트워크 구성 정보 액세스 및 프린터 기본값 변경 .

• 작업 기열 및 샘플 기열 액세스 (내부 저장소 ).

네비게이션 
메뉴

디스플레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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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메뉴

네비게이션 메뉴에서는 원터치로 프린터의 빌드 , 기열 , 재료 및 도구 기능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그림 4-1 참조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관련 기능을 여러 페이지로 구분지어 놓았습니다 . 네비게이션 메뉴에
서 버튼을 선택하면 버튼의 해당 페이지가 열리고 , 이 페이지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페이지에 하위 페
이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이러한 항목에 해당되는 추가 버튼이 페이지의 디스플레이 영역에 표시됩니다 .

네비게이션 메뉴의 버튼은 상호 배타적이므로 , 한 번에 하나의 버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알림 배
지가 버튼 내에 표시되어 , 해당되는 페이지의 기능과 관련된 경고를 나타냅니다 . 버튼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표 4-1: 네비게이션 메뉴 - 버튼 상태 

네비게이션 메뉴에서 버튼을 선택하면 , 흰색 표시기 그래픽이 버튼의 왼쪽 가운데 가장자리를 따라 표시됩니다 . 
이 그래픽은 현재 선택된 네비게이션 메뉴를 나타내고 , 이용 중인 UI의 페이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 

그림 4-2: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요

참고 : 네비게이션 메뉴의 맨 아래 버튼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 

버튼 이름
선택된 
상태

선택 해제된 
상태 경고 상태 오류 상태

빌드 버튼

 
선택 안 됨 선택됨

 
선택 안 됨 선택됨

기열 버튼 N/A N/A N/A N/A

재료 버튼

선택 안 됨 선택됨

N/A N/A

도구 버튼 N/A N/A N/A N/A

네비게이션 
메뉴 표시기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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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영역

디스플레이 영역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각 페이지에 한 바디 부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여기에서는 사용 
가능한 기능을 선택하고 현재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 네비게이션 메뉴에서 버튼을 선택하면 , 디스플레이 영역이 
새로 고쳐지고 선택된 버튼에 해당하는 기본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디스플레이 영역에 표시되는 정보 및 버튼 /아
이콘은 선택된 UI의 기본 페이지에 따라 다릅니다 . 

빌드 페이지 작업

빌드 페이지는 프린터에서 부품을 빌드하는 데 필요한 네 가지 기본 기능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항목은 그림 4-3에 잘 나와 있습니다 . 작업을 시작 , 일시 중지 , 취소할 수 있는 빌드 페이지에서 , 선택된 작업의 
빌드 시간 예상을 보고 , 진행 중인 작업의 상태 및 예상 작업 포인트를 보고 , 완료된 부품의 시각적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 작업의 세부 정보가 빌드 페이지에 표시되려면 프린터에 작업 파일을 로드하고 빌드할 파일을 선택해
야 합니다 .

또한 빌드 페이지에는 알림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프린터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알림 /경고가 이 페
이지 영역에 표시됩니다 . 화면의 텍스트를 터치하면 알림에 한 이유 및 경우에 따라 알림을 수정하는 단계를 
나타내는 화 상자가 열립니다 (그림 4-4 참조 ). 모든 알림이 수정되면 화 상자에서 닫기 버튼을 눌러 화 상
자를 끝내십시오 . 

빌드 페이지에 액세스하려면 네비게이션 메뉴의 빌드 버튼을 누릅니다 . 그림 4-3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 

그림 4-3: 빌드 페이지

알림 
디스플레이

조형 작업 
정보 패널

조형 작업 
제어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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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알림 세부 정보

파일 로드

조형 작업 정보 패널은 처음 시작 시 비어 있고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에는 유휴 상태가 반영됩니다 . 작업 기열
에 사용 가능한 작업 파일이 없는 경우 파일 로드 버튼이 빌드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 이 버튼의 표시 여부는 프린
터에 작업 파일을 로드하는 데 사용한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작업의 세부 정보가 빌드 페이지에 표시되려면 빌드할 작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 작업을 빌드하려면 작업의 해당 
작업 파일을 프린터에 먼저 로드해야 합니다 . 작업 파일은 워크스테이션 PC에서 GrabCAD Print 애플리케이션
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전송 (이더넷 또는 Wi-Fi)을 통해서나 ,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프린터의 USB 포트에 연
결하고 기열 페이지에서 작업 파일로 이동하여 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3페이지의 “작업 기열
에 작업 추가 ” 참조 ). 빌드하려는 작업 파일은 작업 기열에 나열된 첫 번째 항목이어야 합니다 . 빌드하려는 작
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열 페이지에서 필요에 따라 작업 파일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7페이지
의 “작업 기열 편집 ” 참조 ). 

• GrabCAD Print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전송으로 프린터에 단일 작업 파일을 보내는 경우 , 이 작업은 작
업 기열에서 유일한 항목일 것이므로 , 프린터가 작업 파일을 받으면 작업의 세부 정보가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네트워크 전송을 통해 프린터가 작업 파일을 받으면 파일 로드 
버튼이 보기에서 숨겨집니다 . 

참고 : 작업의 세부 정보가 빌드 페이지에 표시되려면 작업 파일을 프린터에 로드
하고 빌드할 작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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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bCAD Print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전송으로 프린터에 두 개 이상의 작업 파일을 보내는 경우 , 작업
은 프린터로 전송된 순서 로 빌드되므로 , 프린터가 작업 파일을 받으면 전송된 첫 번째 파일의 작업 
세부 정보가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네트워크 전송을 통해 프린터가 첫 번째 
작업 파일을 받으면 파일 로드 버튼이 보기에서 숨겨집니다 . 

• GrabCAD Print를 사용하여 프린터에 파일을 보내지 않고 신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프린터의 USB 
포트 중 하나에 연결하는 경우 파일 로드 버튼이 빌드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 이 버튼을 사용하여 , 플래
시 드라이브에서 직접 빌드하려는 단일 작업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파일을 로드하려면 :

1. 프린터의 전면에 있는 사용 가능한 USB 포트 중 하나에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연결합니다
(USB 포트 위치는 23페이지의 그림 3-3 참조 ).

2. 빌드 페이지에서 파일 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

그림 4-5: 파일 로드 버튼

3. 파일 로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이 페이지에서 USB 버튼을 누릅니다 .

참고 : 빌드 페이지의 파일 로드 버튼을 사용하면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빌드
할 단일 파일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된 파일이 빌드를 위해 자동으로
기열에 배치됩니다 . 여러 작업 파일로 작업 기열을 채우려는 경우  53페이지
의 “작업 기열에 작업 추가 ”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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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파일 로드 페이지 - USB 옵션

4. 파일 로드 페이지에 USB 플래시 드라이브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 원하는 작업을 찾고 화면의 해
당 행을 터치하여 선택합니다 . 이렇게 하면 작업 세부 정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 

5. 작업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대기열에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 그러면 작업 기열에 작업이 로드됩
니다 . 

참고 : USB 포트 둘 다에 플래시 드라이브가 포함된 경우 각 플래시 드라이브와
그 내용을 나타내는 화면에 개별 폴더 그래픽이 표시됩니다 . 화면의 폴더 그래픽
을 터치하면 폴더가 자세히 나타나고 폴더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 단일 플래시 드
라이브가 설치된 경우 플래시 드라이브에 있는 작업 파일이 개별 행에 표시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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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기열에 파일 추가

6. 기열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빌드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 파일 로드 버튼은 더 이상 표시되지 않
습니다 . 신 , 선택한 작업 파일의 세부 정보가 조형 작업 정보 패널에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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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빌드 페이지에서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빌드가 시작됩니다 . 빌드 진행률이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
에 표시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48페이지의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4-8: 작업 정보가 포함된 빌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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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 작업 정보 보기

선택한 작업과 관련된 정보는 조형 작업 정보 패널의 빌드 페이지 오른쪽 절반에 표시됩니다 . 이 정보는 정적이
며 작업 파일의 세부 정보를 나타냅니다 .

그림 4-9: 조형 작업 정보 패널

이 패널에 표시되는 정보는 두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맨 위 섹션에는 선택된 작업이 성공적으로 빌드된 후 어떻게 보일지에 한 시각적 표시가 나옵니다 . 

맨 아래 섹션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 선택된 작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나옵니다 .

• 작업의 이름 .

• 작업의 예상 빌드 시간 .

• 작업을 보낸 사용자의 이름 .

• 작업과 관련된 모델 및 서포트 재료 .

화면의 이 부분에서 아무 데나 터치하면 선택된 작업과 관련된 추가 세부 정보를 표시하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 
( 59페이지의 “작업 세부 정보 보기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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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 상태 디스플레이

빌드 페이지의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 섹션은 두 부분의 그래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가운데 부분은 선택된 작
업 및 /또는 빌드 중인 작업에 한 정보를 제공하며 , 바깥쪽 진행률 링은 표시되는 빌드 정보와 부합합니다 . 표시
되는 정보는 프린터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그림 4-10: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 개요

유휴

프린터가 유휴 상태인 경우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의 가운데에 “유휴 ”가 표시됩니다 . 이는 프린터가 빌드를 시
작할 준비가 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 바깥쪽 빌드 진행률 링 안에는 진행률이 나타나지 않고 남은 시간은 0으로 
표시됩니다 .

그림 4-11: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 - 유휴

빌드 상태 정보

빌드 진행률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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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 중

프린트 버튼을 눌러 빌드를 시작한 후 , “준비 중 ”이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에 잠깐 표시되고 , 시계 방향으로 바
깥쪽 진행률 링을 채워가며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 이는 Z 제로 교정이 수행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 
프린터가 빌드 시작을 위해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152페이지의 “Z 제로 교정 ” 
참조 ).

빌드 준비가 완료되면 , 빌드가 완료될 때까지 남은 시간과 함께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의 가운데에 “프린트 중 ”
이 표시됩니다 . 빌드가 진행되면서 , 0이 될 때까지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빌드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
다 . 또한 빌드의 완료율은 시계 방향으로 바깥쪽 진행률 링을 방사형으로 채워가며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

그림 4-12: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 - 빌드 중

부품이 빌드되는 동안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 가운데에서 화면을 터치하면 , 표시되는 정보가 토글됩니다 . 화면을 
터치한 후 시간 예상 정보가 보기에서 숨겨지고 신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가 빌드의 총 레이어 수와 비교하여 완
료된 레이어 수를 표시합니다 . 다시 화면을 터치하면 처음에 표시된 시간 예상 정보로 다시 토글됩니다 . 

참고 : 빌드 정보가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려면 작업 파일을 프린터에 로
드하고 빌드를 위해 선택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42페이지의 “파일 로드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50

조형 작업 제어

버튼이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 바로 아래의 빌드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 이 버튼은 프린터의 상태에 따라 빌드를 
시작 , 일시 중지 또는 취소하는 데 사용합니다 . 파일을 로드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수행하고 ( 42페이지의 “파일 
로드 ” 참조 ) 프린터가 부품을 빌드할 준비가 된 상태에 이르면 프린트 버튼 옵션이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 빌드
가 진행 중인 경우 이 버튼이 토글되어 일시 중지 및 취소 버튼 옵션을 표시합니다 .

그림 4-13: 조형 작업 제어

프린트 버튼

프린트 버튼을 사용하여 빌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1페이지의 “빌드할 작업 선택 ” 참조 ). 
프린트 버튼은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표 4-2: 조형 작업 제어 - 프린트 버튼 상태

버튼 상태 설명

프린터가 빌드 가능 상태에 있으며 선택된 작업을 사용하여 
빌드할 수 있습니다 . 

프린트 버튼을 선택하면 빌드가 시작됩니다 .

프린트 버튼이 비활성화되고 선택 가능하지 않습니다 .

프린터가 빌드 가능 상태에 있지 않거나 빌드하기 위해 작업
을 선택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 기열이 비어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알림 디스플레이의 화면에 표시된 텍
스트를 터치하십시오 . 그러면 빌드 시작 기능에 방해가 되는 
문제 (예 : 기판 없음 등 )를 비롯하여 현재 빌드 상태에 한 
이유를 볼 수 있는 화 상자가 열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199페이지의 “빌드 시작 시 경고 ” 및 201페이지의 “빌드
를 시작할 수 없게 하는 오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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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중지 버튼

일시 중지 버튼을 사용하여 활성 빌드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일시 중지 버튼은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나타
날 수 있습니다 .

표 4-3: 조형 작업 제어 - 일시 중지 버튼 상태

취소 버튼

취소 버튼을 사용하여 활성 빌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 버튼은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표 4-4: 조형 작업 제어 - 취소 버튼 상태

버튼 상태 설명

프린터가 빌드 중입니다 . 이 상태에서 일시 중지 버튼을 선
택하면 빌드가 일시 중지됩니다 . 

프린터가 일시 중지되면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에 “일시 중지
됨 ”이 표시됩니다 .

일시 중지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고 선택 가능하지 않습니
다 .

프린터가 빌드를 준비 중이며 , 프린터에서 현재 빌드 중인 
작업이 없습니다 . 

프린터가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 일시 중지 버튼이 토글되어 
플레이 버튼이 표시됩니다 .

플레이 버튼을 선택하면 빌드가 재개됩니다 .

오류가 발생하여 빌드가 자동으로 일시 중지된 경우 알림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 표시된 알림 텍스트를 터치하면 현재 빌
드 상태와 관련된 추가적인 세부 정보가 제공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23페이지의 “빌드 경고 ” 및 206페이지의 “빌드 

일시 중지 경고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버튼 상태 설명

프린터가 빌드 중입니다 .

취소 버튼을 누르면 빌드 취소가 시작되고 취소를 확인하라
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 수락하면 , 빌드가 취소됩니다 . 
- 취소하면 , 빌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 이전 상태
로 돌아감 )

취소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고 선택 가능하지 않습니다 .

프린터에서 현재 빌드 중인 작업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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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열 페이지 작업

기열 페이지에는 프린터로 다운로드되고 빌드를 위해 기열에 있는 파일 (작업 )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목록은 작업 기열이라고 합니다 . 기본적으로 , 작업은 GrabCAD Print를 통해 프린터로 보낸 순서 및 /또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전송된 순서 로 작업 기열에 추가됩니다 . 개별 작업은 작업 기열의 첫 번째 작업
에 해당되는 행 하나와 함께 번호가 지정된 행에 나열됩니다 . 각 행에는 작업 이름 , 작업에 한 예상 빌드 시간 
및 작업을 보낸 사용자 이름이 표시됩니다 . 기열 페이지에서 파일을 작업 기열에 추가하고 , 빌드할 파일을 
선택하고 , 작업 기열에서 작업을 정렬하고 , 선택된 작업과 관련된 추가 세부 정보를 보고 , 샘플 기열에 액세
스할 수 있습니다 .

기열 페이지에 액세스하려면 네비게이션 메뉴의 대기열 버튼을 누릅니다 . 그림 4-14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 
작업 기열은 초기 시작 시 비어 있습니다 .

기열 페이지의 머리글에는 작업 기열에 현재 로드된 작업 수가 나열됩니다 . 작업 기열 목록에는 한 번에 
최  세 개의 작업이 표시됩니다 . 작업 기열에 세 개가 넘는 작업이 포함된 경우 스크롤바 (작업 기열 목록
의 오른쪽 )를 사용하여 제공된 작업 목록을 위 /아래로 스크롤하십시오 . 

페이지 머리글에서 편집 버튼을 누르면 작업 기열 제어 버튼이 표시됩니다 . 이러한 버튼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
라 작업 기열에서 작업을 정렬 및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페이지 머리글에서 파일 로드 버튼을 눌러 작업 
기열에 파일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작업 기열에 나열된 행 중 하나를 터치하면 해당 작업의 작업 세부 정
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 이 페이지에는 선택한 작업과 관련된 추가 정보 (재료 구성 , 팁 크기 등 )가 포함되어 있
습니다 . 이러한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작업의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열면 “뒤로 ” 버튼이 페이지 머리글에 표
시됩니다 . 이 버튼을 누르면 기본 기열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그림 4-14: 기열 페이지 

편집 버튼 파일 로드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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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기열에 작업 추가

작업 기열은 기본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 작업 기열을 채우려면 , 두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개별 작업 파일
을 작업 기열에 먼저 로드해야 합니다 . 

1. 워크스테이션 PC에서 GrabCAD Print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네트워크 전송 . 자세한 지침은  53페이
지의 “GrabCAD Print 방법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이는 작업 기열에 작업을 추가하는 데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

2. 프린터 전면에 있는 사용 가능한 USB 포트 중 하나에 삽입된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통한 USB 방
법 . 자세한 지침은  53페이지의 “USB 방법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이 방법은 Wi-Fi 연결 또는 이더
넷 연결을 통해 프린터에 작업 파일을 전송할 수 없는 경우 (불량한 연결 , 네트워크 정전 등으로 인
해 ) GrabCAD Print 방법에 한 백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처리된 작업 파일을 USB 플래
시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반복적으로 이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 이 방법은 일반 작업을 다시 
프린트할 수 있는 편리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 

GRABCAD PRINT 방법

프린터의 설치 및 설정 프로세스의 일부로 , 워크스테이션 PC에 GrabCAD Print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38페이지의 “GrabCAD Print 소프트웨어 ” 참조 ). GrabCAD Print는 작업 파일
을 처리한 다음 빌드할 프린터로 이 해당 파일을 전송 (해당 시설의 이더넷 연결 또는 Wi-Fi를 통해 )하는 데 사
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 

작업은 CMB 형식으로 프린터로 전송되며 작업 기열에 바로 놓입니다 . GrabCAD Print를 통해 프린터로 직접 
작업 파일을 보내는 경우 작업 기열에 작업을 추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업 파일을 
프린터로 보낸 후 네비게이션 메뉴의 대기열 버튼을 눌러 기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송된 작업 파일이 작업 
기열 목록에 표시됩니다 . 작업은 GrabCAD Print에서 프린터로 전송된 순서 로 작업 기열에 나타납니다 . 
특정 작업을 빌드하려면 작업 기열에 첫 번째 항목으로 해당 작업이 나열되어야 합니다 . 필요에 따라 작업 
기열에서 작업을 정렬하여 프린트하려는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7페이지의 “작업 기열 
편집 ” 참조 ).

USB 방법

프린터에는 세 개의 USB 포트가 있습니다 .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이러한 포트 중 하나에 삽입할 수 있으며 , 
플래시 드라이브에 포함된 작업 파일을 작업 기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작업 파일을 플래시 드라이브에 넣고 
이어서 작업 기열에 추가하기 전에 GrabCAD Print를 사용하여 작업 파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 플래시 드라이
브가 프린터의 USB 포트 중 하나에 연결되면 ,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작업 기열에 원하는 작업 파일을 추가해
야 합니다 .

1. 프린터에 있는 사용 가능한 USB 포트 중 하나에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연결합니다 (USB 포트 
위치는 23페이지의 그림 3-3 참조 ).

2. 네비게이션 메뉴의 대기열 버튼을 눌러 기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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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치스크린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파일 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

그림 4-15: 파일 로드 버튼 워치

4. 파일 로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이 페이지에서 USB 버튼을 누릅니다 .

그림 4-16: 파일 로드 페이지 - USB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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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일 로드 페이지에 USB 플래시 드라이브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 원하는 작업을 찾고 화면의 해
당 행을 터치하여 선택합니다 . 이렇게 하면 작업 세부 정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 

그림 4-17: 로드할 파일 선택

6. 작업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대기열에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 그러면 작업 기열에 작업이 로드됩
니다 . 

그림 4-18: 기열에 파일 추가

참고 : USB 포트에 플래시 드라이브가 포함된 경우 각 플래시 드라이브와 그 내용
을 나타내는 화면에 개별 폴더 그래픽이 표시됩니다 . 화면의 폴더 그래픽을 터치
하면 폴더가 자세히 나타나고 폴더의 내용이 표시됩니다 . 단일 플래시 드라이브
가 설치된 경우 플래시 드라이브에 있는 작업 파일이 개별 행에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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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일이 작업 기열에 로드됩니다 . 로드가 완료되면 파일이 작업 기열 목록에 추가됩니다 .

그림 4-19: 작업 기열에 파일 로드

그림 4-20: 작업 기열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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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기열 편집

기본적으로 작업은 작업 기열에 나타나는 순서 로 빌드됩니다 . 특정 작업을 빌드하려면 작업 기열에 첫 번
째 항목으로 해당 작업이 나열되어야 합니다 . 기열 페이지에서 편집 버튼을 누르면 기열 편집 페이지가 열립
니다 . 이 페이지에 있는 작업 기열 제어 버튼을 사용하면 , 필요에 따라 작업 기열에서 작업을 정렬 및 /또는 
삭제하여 , 빌드하려는 작업이 작업 기열에 나열된 첫 항목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 

뒤로 버튼을 누르면 기열 편집 페이지를 끝내고 기본 기열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그림 4-21: 기열 편집 페이지

작업 기열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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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기열 제어 

기열 편집 페이지를 열은 후에 세 개의 작업 기열 제어 버튼이 작업 기열 목록의 각 행에 표시됩니다 (목록
의 항목당 하나의 버튼 세트 ). 이러한 버튼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작업 기열에서 작업을 다시 정렬할 수 있습
니다 . 이러한 버튼에는 다음 기능이 있습니다 .

표 4-5: 작업 기열 제어 버튼

이름 버튼 상태 설명

위로 이동 선택 가능 선택 가능한 경우 작업 기열 목록에서 한 위치 위로 
선택된 작업을 이동합니다 .

작업 기열 목록 상단으로 작업을 이동하려면 해당 
작업이 목록 상단에 나타날 때까지 이 버튼을 반복적
으로 누릅니다 .

목록 상단으로 바로 작업을 이동하는 옵션은 없습니
다 . 

비활성화됨

아래로 이동 선택 가능 선택 가능한 경우 작업 기열 목록에서 한 위치 아래
로 선택된 작업을 이동합니다 .

작업 기열 목록 하단으로 작업을 이동하려면 해당 
파일이 목록 하단에 나타날 때까지 이 버튼을 반복적
으로 누릅니다 . 

목록 하단으로 바로 작업을 이동하는 옵션은 없습니
다 . 

비활성화됨

삭제 선택 가능 작업 기열 목록에서 선택한 작업을 제거합니다 . 

작업 기열에서 작업이 삭제되기 전에 삭제할지 확
인하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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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세부 정보 보기

작업 기열의 특정 작업에 한 추가적인 세부 정보를 보려면 화면에서 해당 행을 터치하여 원하는 작업을 선택
하십시오 . 이렇게 하면 작업 세부 정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 이 페이지에는 다음이 표시됩니다 .

• 기간 : 빌드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시간 . 

• 작성자 : 작업을 보낸 사용자의 이름 .

• 재료 : 작업과 관련된 모델 및 서포트 재료 .

• 레이어 : 작업의 레이어 수 .

• 슬라이스 높이 : 작업과 연결된 슬라이스 높이 .

• 버전 : 부품이 컴파일된 Insight 버전 .

페이지 오른쪽을 따라 있는 스크롤바를 사용하여 페이지를 위나 아래로 스크롤하십시오 . 이 페이지를 닫고 기본 
기열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페이지 헤더의 뒤로 버튼을 누르십시오 . 

그림 4-22: 작업 세부 정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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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세부 정보 페이지 왼쪽 부분에는 빌드가 완료된 후 부품이 어떻게 보일지에 한 시각적 표시가 나옵니다 . 

페이지의 이 부분에서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확대 버튼  을 누르면 작업 세부 정보가 숨겨지고 신 완

료된 부품의 표시가 확 됩니다 (그림 4-23에 표시됨 ). 

확 된 보기 디스플레이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확대 버튼을 눌러 확 된 보기를 닫고 작업 세부 정보 페이지
로 돌아오십시오 . 

그림 4-23: 작업 세부 정보 보기 - 확 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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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기열 정보

프린터에는 하드 드라이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여러 샘플 작업 파일이 제공됩니다 . 이러한 파일은 샘플 기열
을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이 기열은 몇 가지 샘플 부품 파일뿐만 아니라 프린터 테스트에 유용한 다양
한 기타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샘플 기열의 파일 부분은 프린터 유지 관리 수행 시 공인 서비스 담당자
만이 이용하게 됩니다 . 샘플 기열에 액세스하려면 :

1. 네비게이션 메뉴의 대기열 버튼을 눌러 기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2. 터치스크린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파일 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 위치는 54페이지의 그
림 4-15 참조 ).

3. 파일 로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이 페이지에서 내부 저장소 버튼을 누릅니다 . 샘플 기열에 포
함된 샘플 작업 목록이 표시됩니다 .

그림 4-24: 파일 로드 페이지 - 내부 저장소 옵션

전반적으로 , 샘플 기열의 기능은 작업 기열의 기능과 동일합니다 .

• 작업에 한 추가적인 세부 정보는 해당 작업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 작업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빌드 시간, 작성자, 재료 요구 사항, 레이어 수, 슬라이스 높이 및 작업이 컴
파일된 Insight 버전을 포함한 작업의 구체적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 페이지에서 확  버튼을 누르면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빌드된 후 어떻게 보일지에 한 자세한 보기
가 나옵니다 . 축소 버튼을 누르면 이 보기가 닫히고 작업 세부 정보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 

• 작업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빌드할 작업이 선택됩니다 . 

하지만 샘플 기열에 다음과 같은 기능 차이가 있습니다 .

• 작업 기열 제어는 샘플 기열에 해 비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작업 파일은 삭제할 수 없습
니다 .

• 샘플 기열의 작업은 정렬할 수 없습니다 (작업 기열 편집 섹션에서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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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페이지 작업

재료 페이지는 프린터의 현재 재료 구성을 세부적으로 보여줍니다 . 이 페이지에서 재료 유형과 색상을 포함한 프
린터의 현재 재료 구성을 보고 , 재료 스풀 볼륨과 로드 상태를 보고 , 재료를 로드 및 언로드하고 , 현재 헤드 온도
와 세트 포인트 헤드 온도를 보고 , 다양한 헤드 관련 유지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재료 페이지에 액세스하려면 네비게이션 메뉴의 재료 버튼을 누릅니다 . 그림 4-25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

그림 4-25: 재료 페이지

두 개의 헤드 상태 아이콘이 디스플레이 영역의 상단 부분에 표시됩니다 . 이러한 아이콘은 각 프린터 헤드의 세
트 포인트 온도와 비교한 현재 온도뿐만 아니라 로드 상태 정보를 표시합니다 (온도는 미리 결정되어 있으며 헤
드에 로드된 재료 유형을 기반으로 함 ).  오른쪽 아이콘은 프린터의 서포트 헤드와 관련되고  왼쪽 아이콘은 프린
터의 모델 헤드와 관련됩니다 . 화면에서 이러한 아이콘 중 하나를 터치하면 헤드의 헤드 세부 정보 페이지가 열
립니다 . 이 페이지에는 선택된 헤드와 관련된 추가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헤드 유지 관리 시작을 위한 버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이콘에는 상태에 따라 솔리드 회색 또는 솔리드 파란색이 표시됩니다 . 

프린터의 구성에 따라 재료 상태 아이콘 두 개 또는 네 개가 디스플레이의 하단 부분에 표시됩니다 . 이러한 아이
콘은 프린터에 로드 /설치된 모델 및 서포트 재료를 나타냅니다 .  오른쪽 아이콘은 프린터의 서포트 재료의 상태
를 나타내고 ,  왼쪽 아이콘은 프린터의 모델 재료 상태를 나타냅니다 . 이러한 아이콘에는 상태에 따라 다양한 색
상 및 강조 표시된 상태가 표시됩니다 . 빌드에 사용하기 위해 선택한 재료 스풀 및 헤드에 로드된 재료 스풀의 재
료에는 파란색 테두리가 표시됩니다 . 화면에서 이러한 아이콘 중 하나를 터치하면 해당 재료의 재료 세부 정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 이 페이지에는 선택된 재료와 관련된 추가 정보뿐만 아니라 재료 로드 또는 언로드 수행을 
위한 버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이콘을 선택하거나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열면 “뒤로 ” 버튼이 페이지 머리글에 표시됩니다 . 이 버튼을 누르면 
기본 재료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재료 상태 
아이콘

헤드 상태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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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상태 아이콘

재료 페이지에서 두 개의 헤드 상태 아이콘은 각 프린터 헤드의 세트 포인트 온도와 비교한 현재 온도뿐만 아니라 
로드 상태 정보를 표시합니다 .  오른쪽 아이콘은 프린터의 서포트 헤드와 관련되고  왼쪽 아이콘은 프린터의 모
델 헤드와 관련됩니다 . 화면에서 이러한 아이콘 중 하나를 터치하면 표 4-6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해당 헤드
의 헤드 세부 정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 헤드의 상태에 따라 , 다양한 그래픽이 헤드 상태 아이콘의 왼쪽 부분에 표
시됩니다 . 헤드 상태 아이콘은 다음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색상 사용 , 강조 표시 및 설명이 두 아이콘 모
두에 적용됨 ).

표 4-6: 헤드 상태 아이콘 - 아이콘 상태

아이콘 상태 설명

비어 있음 (회색 점선 테두리 )

관련된 헤드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사용자가 헤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 지침은 118페이지의 “헤
드 교체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이 상태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헤드의 헤드 세부 정보 페이지
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잘못됨 (빨간색 점선 테두리 )

관련된 헤드가 잘못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사용자가 올바른 헤드로 헤드를 교체해야 합니다 . 지침은 
118페이지의 “헤드 교체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이 상태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헤드의 헤드 세부 정보 페이지
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초기화 중

프린터가 헤드를 초기화 중임을 나타냅니다 . 새 헤드 설치 후 
초기화 프로세스가 완료될 때까지 이 상태가 표시됩니다 . 

이 상태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헤드의 헤드 세부 정보 페이지
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언로드됨 (솔리드 회색 )

재료가 헤드에 로드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사용자가 재료를 로드해야 합니다 . 지침은 110페이지의 “재
료 로드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로드됨 (솔리드 파란색 )

재료가 헤드에 로드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빌드가 시작된 경우 , 현재 온도는 로드된 재료의 세트 포인트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높아집니다 . 온도에 도달하면 , 팁이 소
량의 재료를 퍼지하고 프린터가 빌드를 시작합니다 . 

활성 (흰색 테두리가 있는 솔리드 파란색 )

헤드가 빌드 이외 작업을 활발히 수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

헤드가 퍼지 중이거나 재료가 헤드에서 언로드되고 있을 때마
다 이 상태가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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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헤드 언로드됨 )

노란색 컬러링 및 연결된 알림 배지는 헤드 관련 경고를 나타
냅니다 ( 210페이지의 “헤드 경고 ” 참조 ).

연결된 헤드의 헤드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열면 경고에 관한 추
가적인 정보 및 가능한 수정 정보가 표시됩니다 ( 65페이지의 
“헤드 세부 정보 보기 ” 참조 ).

헤드의 사용기록이 1350 빌드 시간에 도달하면 경고가 표시되
어 헤드가 계기판 제한에 도달하고 있으므로 교체 헤드를 주
문하라고 알려줍니다 .

경고 (헤드 로드됨 )

오류 (헤드 언로드됨 )

빨간색 컬러링 및 연결된 알림 배지는 헤드 관련 오류를 나타
냅니다 ( 210페이지의 “헤드 오류 ” 참조 ). 

연결된 헤드의 헤드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열면 오류에 관한 추
가적인 정보 및 가능한 수정 정보가 표시됩니다 ( 65페이지의 
“헤드 세부 정보 보기 ” 참조 ).

헤드의 사용기록이 1500 빌드 시간에 도달하면 오류가 표시됩
니다 . 프린터가 여전히 이 헤드로 빌드할 수 있지만 , 헤드의 
계기판 제한에 도달했으며 부품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각 빌드 시작 전에 알려줍니다 . 사용자가 헤드를 교체
해야 합니다 . 지침은 118페이지의 “헤드 교체 ” 내용을 참조
하십시오 .

관련된 헤드가 설치된 위치에서 호환되지 않는 경우 , 오류가 
표시됩니다 (즉 , 모델 헤드가 서포트 헤드 위치에 설치된 경
우 오류가 표시됨 ).

오류 (헤드 로드됨 )

아이콘 상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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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세부 정보 보기

프린터의 모델 또는 서포트 헤드와 관련한 추가적인 세부 정보를 보려면 화면에서 헤드 상태 아이콘을 터치하여 
원하는 헤드를 선택하십시오 . 이렇게 하면 헤드 세부 정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 헤드가 경고 또는 오류 상태에 있
는 경우 경고 /오류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이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10페이지의 “헤드 경고 ” 
및  210페이지의 “헤드 오류 ” 참조 ).

화면의 오른쪽 부분에는 선택된 헤드와 관련된 상태 정보가 나옵니다 .

• 상태 : 해당되는 헤드의 로드 상태가 표시됩니다 . 

• 마지막 재료 : 헤드에 마지막으로 로드된 재료 유형이 표시됩니다 . 

• 로드 날짜 : 재료가 헤드에 마지막으로 로드된 날짜가 표시됩니다 . 

• 사용기록: 선택된 헤드에 한 빌드 시간이 표시됩니다. 프린터는 헤드에 한 빌드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색상을 표시하므로 이 값은 중요합니다 . 

• 헤드의 사용기록이 1350 빌드 시간에 도달하는 경우 , 헤드 상태 아이콘이 경고 상태로 표시되고 
교체 헤드를 주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 헤드의 사용기록이 1500 빌드 시간(계기판 제한)에 도달하는 경우, 헤드 상태 아이콘이 오류 상태
로 표시되고 헤드를 교체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이 헤드를 사용하여 계속 빌드할 수 있지만
, 부품 품질은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 해당 사용기록 제한을 초과한 헤드는 즉시 바꾸는 것이 좋
습니다 (지침은  118페이지의 “헤드 교체 ” 참조 ).

• 일련 번호 : 헤드의 고유한 일련 번호를 표시합니다 . 

• 제조 날짜 : 헤드가 제조된 날짜를 표시합니다 .

화면의 왼쪽 부분은 재료 페이지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헤드 상태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 62페이지의 그림 4-25 
참조 ). 이 아이콘은 헤드의 세트 포인트 온도와 비교하여 현재 온도를 표시합니다 . 헤드 상태 아이콘 바로 아래
의 유지 관리 버튼은 다양한 헤드 유지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메뉴를 표시합니다 . 

이 페이지를 닫고 기본 재료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페이지 헤더의 뒤로 버튼을 누르십시오 . 

그림 4-26: 헤드 세부 정보 페이지

여기에 경고 /
오류 정보가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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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유지 관리

헤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유지 관리 버튼을 누르면 헤드 유지 관리 페이지가 열립니다 . 이 페이지의 버튼을 통
해 다양한 헤드 유지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화면 오른쪽 절반에서 메뉴에 표시된 버튼은 활성화 버튼
을 눌렀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유지 관리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이 토글되고 신 세부 정보 버튼이 표시됩
니다 . 세부 정보 버튼을 누르면 헤드 유지 관리 페이지가 닫히고 헤드 세부 정보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 

활성화

상단 커버를 열었을 때 활성화 버튼을 누르면 해당되는 헤드가 유지 관리 상태로 전환됩니다 . 헤드 유지 관리 페
이지 내에서 사용 가능한 헤드 유지 관리 기능을 수행하려면 활성화 버튼을 눌러 헤드를 이 상태로 전환해야 합니
다 . 활성화 버튼을 누른 후 , 메뉴가 새로 고쳐지고 이 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한 추가적인 헤드 유지 관리 기능에 
해당되는 버튼이 표시됩니다 . 활성화 버튼이 토글되고 신 비활성화 버튼이 표시됩니다 . 헤드가 사용 중이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비활성화 버튼을 누르면 헤드가 유지 관리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 

그림 4-27: 헤드 유지 관리 페이지 - 기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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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

퍼지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에 긴 퍼지를 수행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 이 버튼을 누르면 , 헤드가 퍼지 위치로 
이동하고 미리 결정된 세트 포인트 온도로 가열됩니다 . 헤드가 이 세트 포인트에 도달하면 , 재료가 10초 정도 
팁에서 퍼지됩니다 . 색상이 있는 재료 사이에서 변경할 때는 여러 번 퍼지를 수행하여 액화 장치 팁 및 /또는 튜
브 내에 남은 모든 재료를 제거함으로써 색상 혼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퍼지 버튼이 솔리드 
파란색이면 선택 가능하고 (즉 , 퍼지를 시작할 수 있음 ), 회색이면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즉 , 퍼지가 진행 중
이거나 시작할 수 없음 ). 퍼지가 수행되지 않게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경우 알림 배지가 버튼 내에 표시됩니다 . 

헤드 로드 /헤드 언로드

선택된 헤드의 로드 상태에 따라 , 헤드 로드 또는 헤드 언로드 버튼이 표시됩니다 . 헤드 로드 버튼을 누르면 프린
터가 해당되는 헤드에 재료를 로드하도록 지시합니다 . 이 버튼이 토글되어 헤드 언로드 버튼이 표시됩니다 . 헤
드 언로드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가 해당되는 헤드에 재료를 언로드하도록 지시합니다 . 이 버튼이 토글되어 헤드 
로드 버튼이 표시됩니다 . 로드 /언로드가 수행되지 않게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경우 알림 배지가 버튼 내에 표시
됩니다 ( 204페이지의 “로드 /언로드 오류 ” 참조 ).

열 /냉각

프린터의 상태에 따라 , 열 또는 냉각 버튼이 표시됩니다 . 열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가 해당 팁을 2분 미만 동안 
270°C로 가열하도록 지시합니다 . 이 버튼이 토글되어 냉각 버튼이 표시됩니다 . 냉각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가 해
당 팁을 0 세트 포인트로 다시 냉각을 시작하도록 지시합니다 . 이 버튼이 토글되어 열 버튼이 표시됩니다 . 
또한 열 옵션이 2분 할당을 초과하는데 냉각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 팁이 자동으로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 

그림 4-28: 헤드 유지 관리 페이지 - 메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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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상태 아이콘

재료 페이지의 재료 상태 아이콘은 프린터에서 설치 /삽입된 모델 및 서포트 재료 스풀을 나타냅니다 . 프린터의 
구성에 따라 두 개 또는 네 개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각 아이콘은 재료 베이에 해당되는 번호 (F270 및 F370 모
델은 1-4, F170 모델은 1-2), 해당 베이에 현재 설치된 재료의 색상을 나타내는 컬러 막 , 해당 베이에 현재 설치
된 재료의 이름 및 해당 재료 스풀에 있는 재료의 현재 볼륨을 나타내는 퍼센트를 표시합니다 . 화면에서 이러한 
아이콘 중 하나를 터치하면 표 4-7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해당 재료의 재료 세부 정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 재
료 베이의 상태에 따라 , 다양한 그래픽이 재료 상태 아이콘의 가운데에 표시됩니다 . 재료 상태 아이콘은 다음 상
태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색상 사용 , 강조 표시 및 설명이 아이콘 모두에 적용됨 ).

표 4-7: 재료 상태 아이콘 - 아이콘 상태

아이콘 상태 설명

 비어 있는 베이 (회색 점선 테두리 )

재료 스풀이 해당 재료 베이에 로드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재료 베
이가 비어 있습니다 . 

사용자가 스풀을 삽입해야 합니다 . 지침은 110페이지의 “재료 로드 ” 
및 111페이지의 “재료 스풀 설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이 상태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재료의 재료 세부 정보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사용 가능하지 않음 (세미 솔리드 빨간색 )

재료 스풀의 메모리 칩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때 오류가 발생했음을 나타
냅니다 . 재료 스풀이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가 재료 스풀을 제거하고 올바른 스풀로 교체해야 합니다 . 지침
은 115페이지의 “재료 스풀 제거 ” 및 111페이지의 “재료 스풀 설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이 상태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재료의 재료 세부 정보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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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됨 (빨간색 테두리 )

재료 스풀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잘못된 재료는 라이센스가 없거
나 , 연결된 헤드 유형과 호환되지 않는 재료입니다 . 

잘못된 스풀의 재료는 로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잘못된 재료 스풀을 
제거하고 올바른 스풀로 교체해야 합니다 . 지침은 115페이지의 “재료 
스풀 제거 ” 및 111페이지의 “재료 스풀 설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언로드됨 (회색 테두리 )

올바른 재료 스풀이 베이에 로드되었습니다 . 재료 이름 , 색상 및 현재 
볼륨이 표시됩니다 .

재료 스풀의 필라멘트가 나아가서 필라멘트 유무 스위치에 닿았지만 스
풀의 재료가 헤드에 로드되지 않았습니다 . 지침은 110페이지의 “재료 
로드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로드됨 (파란색 테두리 )

올바른 재료 스풀이 베이에 로드되었습니다 . 재료 이름 , 색상 및 현재 
볼륨이 표시됩니다 . 

스풀의 재료가 헤드에 로드되고 빌드에 사용할 스풀이 선택되었습니다 . 

빌드 시작에 한 지침은 121페이지의 “빌드할 작업 선택 ” 내용을 참
조하십시오 . 재료 언로드에 한 지침은 114페이지의 “재료 언로드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아이콘 상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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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스풀 (솔리드 노란색 )

재료 스풀이 비어 있음 - 0%의 볼륨이 표시됩니다 .

사용자가 빈 스풀을 제거해야 합니다 . 지침은 114페이지의 “재료 언로
드 ” 및 115페이지의 “빈 재료 스풀 제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오류 (솔리드 빨간색 )

재료 베이와의 통신이 가능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 아이콘이 이 상태
에서 솔리드 빨간색이고 아이콘 가운데에 막 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이 
상태는 사용 가능하지 않은 상태와 다릅니다 . 

이 아이콘 상태가 되면 고객 지원부 또는 해당 지역 Stratasys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198페이지의 “지원 받기 ” 참조 ). 

아이콘 상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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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세부 정보 보기

특정 재료와 관련된 추가적인 세부 정보를 보려면 화면에서 재료 상태 아이콘을 터치하여 원하는 재료를 선택하
십시오 . 이렇게 하면 재료 세부 정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 재료 베이 /스풀이 경고 또는 오류 상태에 있는 경우 경
고 /오류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가 이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4페이지의 “로드 /언로드 오류 ” 
참조 ). 

화면의 오른쪽 부분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재료 스풀에 한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

• 상태 : 재료 베이의 로드 상태 .

• 유형 : 재료 스풀의 재료 유형 . 해당되는 경우 , 재료 색상도 나타납니다 (또한 재료 색상이 화면 왼쪽 부
분에서 재료 상태 아이콘 가운데에 나타남 ).

• 현재 볼륨: 재료 스풀에서 재료의 현재 볼륨(입방 인치)(또한 화면 왼쪽 부분에서 재료 상태 아이콘에 
표시된 퍼센트로 나타남 ). 

• 총 볼륨 : 재료 스풀이 프린터에 처음 설치될 때 사용 가능한 재료의 총 볼륨 (입방 인치 ). 

이 정보 바로 아래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재료 스풀을 로드 또는 언로드하거나 진행 중인 로드 /언
로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2페이지의 “재료 로드 제어 ” 참조 ). 이러한 버튼의 기능과 표시 여
부는 재료 스풀의 로드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화면의 왼쪽 부분은 재료 페이지에 표시된 것과 동일한 재료 상태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 62페이지의 그림 4-25 
참조 ). 아이콘 상단에 표시된 숫자는 재료 스풀이 설치 /삽입되는 재료 베이를 나타냅니다 . 컬러 막 (아이콘 
가운데 안에 표시됨 ) 및 퍼센트 (아이콘 하단에 표시됨 )는 스풀에 있는 재료의 현재 볼륨 및 색상을 나타냅니다 . 
부품을 빌드하는 데 재료가 사용되면 , 컬러 막  수와 퍼센트가 줄어들면서 소비된 재료의 양을 나타냅니다 . 스
풀의 재료 유형 이름은 아이콘 하단에 표시됩니다 .

이 페이지를 닫고 기본 재료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페이지 헤더의 뒤로 버튼을 누르십시오 . 

그림 4-29: 재료 세부 정보 보기

여기에 경고 /
오류 정보가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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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로드 제어

재료 로드 제어 버튼은 진행 중인 재료 로드 또는 언로드를 취소할 뿐만 아니라 헤드 내에서 액화 장치로 재료를 
로드 및 언로드하는 데 사용합니다 . 재료 로드 제어 버튼은 재료 세부 정보 페이지의 오른쪽 하단 부분에 표시됩
니다 . 하지만 이러한 버튼의 표시 여부는 스풀의 로드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버튼 상태에 한 설명이 아래의 표
에 나와 있습니다 . 

그림 4-30: 재료 로드 제어 버튼

언로드 버튼은 해당되는 헤드에 로드되는 필라멘트의 모든 재료 스풀에 해 표시됩니다 . 이 버튼을 누르면 프린
터가 재료 언로드 프로세스를 시작하도록 지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14페이지의 “재료 언로드 ” 참조 ).

다른 스풀의 재료가 해당 헤드에 아직 로드되지 않았기 때문에 , 재료 드라이브의 필라멘트 유무 스위치에 닿았지
만 헤드에 아직 로드되지 않은 필라멘트의 모든 재료 스풀에 해 로드 버튼이 표시됩니다 . 이 버튼을 누르면 프
린터가 재료 로드 프로세스를 시작하도록 지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10페이지의 “재료 로드 ” 참조 ). 해당 헤
드에 이미 재료가 로드된 경우 로드 버튼이 비활성화된 상태로 나타납니다 . 

스풀의 해당 언로드 또는 로드 버튼을 눌러야만 스풀에 해 취소 버튼이 표시됩니다 . 이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
가 이미 진행 중인 재료 로드 또는 언로드를 취소하도록 지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77페이지의 “재료 로드 /언
로드 취소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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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재료 로드 제어 버튼 - 로드 버튼 상태

표 4-9: 재료 로드 제어 버튼 - 언로드 버튼 상태

표 4-10: 재료 로드 제어 버튼 - 취소 버튼 상태

버튼 상태 설명

다른 스풀의 재료가 해당 헤드에 아직 로드되지 않았기 때문
에 , 재료 스풀의 필라멘트가 재료 드라이브의 필라멘트 유무 
스위치에 닿았지만 헤드에 아직 로드되지 않은 경우에만 로
드 버튼이 선택 가능합니다 . 

이 상태에서 로드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가 해당 헤드로 재료
를 로드하도록 지시합니다 .

로드 버튼이 비활성화되고 선택 가능하지 않습니다 .

버튼 상태 설명

언로드 버튼은 재료 스풀의 필라멘트가 
해당 헤드에 로드된 후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이 상태에서 언로드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가 해당 헤드에서 
재료를 언로드하도록 지시합니다 .

언로드 버튼이 비활성화되고 선택 가능하지 않습니다 .

버튼 상태 설명

취소 버튼은 로드 또는 언로드 버튼을 눌러야만 선택 가능합
니다 . 

취소 버튼을 누르면 진행 중인 재료 로드 /언로드가 취소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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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멘트 경로 상태

연결된 재료 스풀의 필라멘트에 한 로드 상태에 따라 , 재료 상태 아이콘과 해당되는 헤드 상태 아이콘 사이 경
로에는 여러 가지 색상이 나타나고 다양한 그래픽이 표시됩니다 . 두 가지 모델 베이 및 두 가지 서포트 베이가 있
는 프린터 (F270 및 F370 모델 )의 경우 , 해당 헤드에 한 번에 하나의 재료만 로드하거나 언로드할 수 있습니다 . 
로드 /언로드 중이지 않은 재료 스풀의 재료 베이에 해당되는 경로는 재료의 로드 상태에 따라 솔리드 회색 또는 
점선 회색이 됩니다 . 모델 및 서포트 베이 수에 관계없이 , 한 번에 하나의 재료 유형만을 로드 /언로드할 수 있습
니다 (즉 , 모델 및 서포트 스풀을 동시에 로드 /언로드할 수 없음 ). 필라멘트 경로는 다음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
습니다 (색상 사용 , 강조 표시 및 설명이 모델과 서포트 둘 다에 적용됨 ).

표 4-11: 필라멘트 경로 상태

아이콘 상태 설명

 비어 있음

재료 스풀이 해당 재료 베이에 로드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재료 베
이가 비어 있습니다 . 

해당되는 재료 베이에 재료 스풀을 설치한 후 , 필라멘트 경로가 새로 고
쳐지고 드라이브 메커니즘에 필라멘트를 삽입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 

 필라멘트 삽입

올바른 재료 스풀이 해당 재료 베이에 삽입되었지만 스풀의 필라멘트가 
필라멘트 유무 스위치에 의해 감지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필라멘트가 필라멘트 유무 스위치에 닿을 정도로 재료를 충분히 드라이
브에 넣은 후 , 필라멘트 경로가 새로 고쳐지고 언로드 상태로 표시됩니
다 . 

언로드됨

해당되는 재료 스풀의 필라멘트를 넣어서 필라멘트 유무 스위치에 닿았
지만 스풀의 재료가 헤드에 로드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로드 중

해당되는 재료 스풀의 필라멘트가 헤드에 로드되는 중임을 나타냅니다 . 

재료 상태 아이콘과 헤드 상태 아이콘 사이 경로에는 재료 스풀의 필라멘
트가 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헤드 쪽으로 ) 파란색으로 채워집니다 .

로드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 필라멘트 경로가 새로 고쳐지고 로드된 상
태로 표시됩니다 . 

로드됨

해당되는 재료 스풀의 필라멘트가 헤드에 로드되고 빌드에 사용하도록 
선택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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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로드 중

해당되는 재료 스풀의 필라멘트가 헤드에서 언로드되는 중임을 나타냅
니다 . 또한 해당되는 재료 상태 아이콘의 가운데에 노란색 알림 표시가 
표시됩니다 . 

재료 상태 아이콘과 헤드 상태 아이콘 사이 경로에는 재료 스풀의 필라
멘트가 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헤드에서 먼 쪽으로 ) 노란색으로 채워
집니다 .

완전히 언로드되면 , 해당되는 재료 스풀이 재료 베이에서 제거될 때까
지 필라멘트 경로가 이 상태로 유지됩니다 . 스풀이 제거되면 , 필라멘트 
경로가 새로 고쳐지고 빈 상태로 표시됩니다 .

오류

빨간색 컬러링 및 연결된 알림 표시는 로드 관련 오류를 나타냅니다 . 

해당되는 재료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열면 오류 상태에 한 추가 정보가 
제공됩니다 . 

아이콘 상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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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가 로드 및 언로드되면 , 재료 상태 아이콘과 헤드 상태 아이콘 사이 경로에는 색상이 표시되고 , 재료 스풀의 
필라멘트가 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헤드 쪽으로 또는 헤드에서 먼 쪽으로 ) 채워집니다 . 그림 4-31은 스풀의 필
라멘트가 헤드에 로드되고 있는 동안 표시되는 기능을 나타내고 , 그림 4-32는 스풀의 필라멘트가 헤드에서 언로
드되는 동안 표시되는 기능을 나타냅니다 . 로드 /언로드 중인 재료에 한 재료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열면 로드 /언
로드에 한 추가 제어가 제공됩니다 . 취소 버튼이 이 페이지에 표시되고 , 필요한 경우 재료 로드 /언로드를 취소
하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 

모델 또는 서포트 스풀이 로드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재료 로드 진행률은 같은 기능을 표시합니다 . 스풀의 재료
가 헤드에 로드되면 , 재료 상태 아이콘과 해당되는 헤드 상태 아이콘 사이 경로가 솔리드 파란색이 되고 , 헤드 상
태 아이콘은 솔리드 파란색으로 바뀌고 , 재료 상태 아이콘은 파란색 테두리를 표시합니다 . 이는 재료 스풀이 선
택되었고 프린터에서 부품을 빌드하는 데 사용할 위치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 언로드 버튼이 재료 세부 정보 페이
지에 표시되고 , 필요한 경우 스풀을 언로드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두 가지 모델 베이 및 두 가지 서포트 베이
가 있는 프린터 (F270 및 F370 모델 )의 경우 , 한 번에 하나의 재료 유형만 헤드에 로드할 수 있으므로 재료 유형
에 해 한 번에 하나의 경로만 강조 표시될 수 있습니다 (즉 , 한 번에 모델 1 또는 2 경로만 강조 표시될 수 있으
며 , 둘 다는 가능하지 않음 ).

그림 4-31: 재료 로드 진행률 - 로드 중

모델 또는 서포트 스풀이 언로드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재료 언로드 진행률은 같은 기능을 표시합니다 . 재료가 
헤드에서 언로드되면서, 헤드 상태 아이콘과 재료 상태 아이콘 사이 경로가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되고 헤드 상태 
아이콘은 솔리드 회색으로 바뀌어 , 재료가 헤드에 더 이상 로드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 노란색 알림 표시가 재
료 상태 아이콘 가운데에 표시되어 사용자가 언로드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 

언로드 중인 재료에 한 재료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열면 언로드 프로세스에 한 추가 세부 정보가 제공됩니다 . 
스풀의 필라멘트가 완전히 들어가면 로드 버튼이 재료 세부 정보 페이지에 표시되어 , 필요한 경우 스풀을 다시 
로드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재료가 완전히 언로드되면 , 해당되는 재료 스풀이 재료 베이에서 제거될 때까지 필라멘트 경로 및 재료 상태 아
이콘 컬러링은 언로드 중 상태로 유지됩니다 . 스풀이 제거되면 , 필라멘트 경로 및 재료 상태 아이콘이 새로 고쳐
지고 빈 상태로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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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재료 로드 진행률 - 언로드 중

재료 로드 /언로드 취소

취소 버튼은 로드 /언로드 중인 재료에 한 재료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만 표시됩니다 . 이 버튼을 누르면 이미 진
행 중인 재료 로드 또는 언로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프린터의 구성에 따라 취소 버튼을 선택한 후 경고가 생성
될 수 있습니다 . 경고 발생 시 경고의 원인을 나타내기 위해 화면에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 

그림 4-33: 취소 버튼

여기에 경고 /
오류 정보가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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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페이지 작업

도구 페이지의 옵션은 다음과 같은 6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설정 , 교정 , 유지 관리 , 네트워크 , 전원 
및 조명 . 도구 페이지의 디스플레이 영역에는 이러한 카테고리로 각각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조명 버튼
을 제외하고 , 이러한 카테고리 각각에 해당하는 버튼을 누르면 특정 카테고리에 해 구성할 수 있는 프린터 설정 
및 기본 설정뿐만 아니라 볼 수 있는 프린터 정보가 포함된 개별 페이지가 열립니다 . 도구 페이지의 버튼을 선택하
면 “뒤로 ” 버튼이 페이지 머리글에 표시됩니다 . 이 버튼을 누르면 기본 도구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에서 다양한 프린터 설정 (부품 배치 , 기 모드 등 포함 )을 켜고 /끄고 , 프린터의 주소 유형 (동적 , 
정적 또는 Wi-Fi)을 선택하고 ,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조정하고 , 프린터 또는 오븐 조명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 초기 설치 및 설정의 일부로 (공인 서비스 담당자가 수행함 ), 프린터의 네트워크 설정을 이 페이지에
서 구성합니다 ( 14페이지의 “네트워크 구성 ”에서 설명 ). 이러한 설정을 구성한 후에 프린터 기본 설정을 조정
하기 위해 때때로 이 페이지에 액세스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도구 페이지에 액세스하려면 네비게이션 메뉴 내의 도구 버튼을 누릅니다 . 그림 4-34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 

그림 4-34: 도구 페이지



79

도구 페이지 메뉴

도구 페이지의 디스플레이 영역에는 6개의 버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명 버튼을 제외하고 , 이러한 버튼 각
각을 누르면 구성할 수 있는 프린터 설정 및 기본 설정뿐만 아니라 볼 수 있는 프린터 정보가 포함된 개별 페이지
가 열립니다 . 

표 4-12: 필라멘트 경로 상태

아이콘 상태 설명

 설정

설정 버튼을 누르면 설정 페이지가 열립니다 . 이 페이지에서 여러 가
지 프린터의 기본 설정을 구성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은 81페이지의 “설정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교정

교정 버튼을 누르면 교정 페이지가 열립니다 . 이 페이지에서 다양한 
프린터 교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91페이지의 
“교정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유지 관리

유지 관리 버튼을 누르면 유지 관리 페이지가 열립니다 . 이 페이지에
서 다양한 프린터 유지 관리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
은 93페이지의 “유지 관리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네트워크

네트워크 버튼을 누르면 네트워크 페이지가 열립니다 . 이 페이지에서 
프린터의 네트워크 연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97페
이지의 “네트워크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전원

전원 버튼을 누르면 전원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 페이지에서 프린터를 
종료하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103페이지의 “
전원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조명

조명 버튼은 눌러도 새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도구 페이지의 유일한 옵
션입니다 . 신 조명 버튼을 사용하여 오븐 조명을 켜기 , 끄기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이 버튼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표시기는 오븐 조
명의 현재 상태 (켜기 또는 끄기 )를 표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06
페이지의 “조명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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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개요

도구 페이지의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면 터치스크린이 새로 고쳐져서 선택된 페이지의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즉 , 설정 버튼을 선택하면 설정 페이지가 열림 ). 선택된 페이지 내에서 구성의 사용 가능한 옵션에 따라 페이지
의 디스플레이 영역에는 한 번에 표시될 수 있는 추가 옵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스크롤바가 페이
지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 페이지에서 위 /아래로 스크롤하려면 화면에 표시된 스크롤바를 터치하고 스크롤할 
방향으로 스크롤바를 당기면 됩니다 . 

머리글이 각 페이지 상단에 표시되고 , 페이지 이름을 나타냅니다 . 각 페이지에는 구성 가능한 다양한 설정과 기
본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항목은 페이지의 디스플레이 영역에 개별 행으로 구성됩니다 . 구성할 설정 /기본 
설정 이름이 행의 왼쪽에 볼드로 표시됩니다 . 일부 항목의 경우 현재 구성 정보가 행에서 설정 /기본 설정 이름 
바로 아래에 표시됩니다 (참조용 ). 

행의 오른쪽에 표시된 그래픽은 해당 행에 사용 가능한 구성 옵션에 따라 다릅니다 . 오른쪽 화살표 그래픽이 포
함된 행은 해당 행의 설정 /기본 설정을 구성할 수 있는 새 페이지를 엽니다 . 오른쪽 화살표 그래픽이 포함되지 
않은 행에는 구성 가능한 옵션이 없습니다 . 행의 설정 /기본 설정을 필요에 따라 조정한 후 , 이 페이지에서 왼쪽 
상단 모서리의 뒤로 버튼을 눌러 페이지를 끝내십시오 . 

그림 4-35: 설정 페이지 콘텐츠 목록

오른쪽 화살표 
그래픽

스크롤바

뒤로 버튼 페이지 머리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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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정 페이지에서 다양한 프린터 설정 (부품 배치 , 기 모드 등 포함 )을 켜고 /끄고 , 프린터 /UI가 구성되는 
언어 및 단위를 구성하고 ,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설정 페이지에 액세스하려면 도구 페이지의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 페이지 
오른쪽을 따라 있는 스크롤바를 사용하여 제공된 옵션 목록을 위 /아래로 스크롤하십시오 . 

그림 4-36: 설정 페이지

부품 기

작업 파일을 프린터로 보낸 후 , 기열에서 작업을 선택하고 빌드를 시작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
스에서 탐색해야 합니다 . 부품 기 설정은 사용자가 프린터로 작업 파일을 보낼 수 있게 하고 , 프린터에서 받는 
즉시 빌드가 시작됩니다 . 

그림 4-37: 부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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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에서 아무 곳을 누르면 부품 기 페이지가 열립니다 . 이 페이지를 열면 즉시 빌드할 작업 파일을 받기 위
해 기하는 상태로 프린터가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 이 상태로 프린터를 전환한 후 , 처리된 작업 파일을 
GrabCAD Print를 통해 프린터로 보내야 합니다 . 프린터에서 작업 파일을 받으면 , 해당 작업이 자동으로 빌드를 
시작합니다 . 따라서 , 빌드 시작을 위해 프린터가 제 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20페이
지의 “빌드 전 ” 및  120페이지의 “프린터 준비 ” 참조 ).

그림 4-38: 부품 기

이전 작업 유지

보안상 이유로 , 작업 기열 내에 프린터의 이전 작업이 저장되는지 여부를 선택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 빌드한 
내용을 프린터의 다른 사용자가 보는 데 한 우려가 있는 경우 , 이 설정을 사용하여 프린터의 이전 작업에 다른 
사용자가 액세스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 설정이 켜기로 설정되면 , 프린터가 이전 작업 파일을 저장하고 
작업 기열에서 이 파일을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만듭니다 . 이 설정이 끄기로 설정되면 , 빌드 완료 시 프린터의 
이전 작업 파일이 작업 기열에서 삭제됩니다 . 다시 빌드하려면 작업 파일을 프린터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 

그림 4-39: 이전 작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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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정을 구성하려면 해당 행에서 아무 곳을 누르십시오 . 이전 작업 유지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이 페이지의 라
디오 버튼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설정을 켜기 , 끄기로 설정하십시오 . 기본적으로 켜기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 

그림 4-40: 이전 작업 유지 구성

부품 배치

부품 배치 설정으로 기판에서 작업의 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 단일 부품 작업은 기판 가운데
에서 빌드되고 , 팩은 GrabCAD Print 내에서 선택된 배치에 따라 빌드됩니다 . 따라서 , 이 설정을 끄기로 설정
하면 , 단일 부품 작업은 자동으로 기판 가운데에서 빌드되고 , 팩은 GrabCAD Print 내에서 선택된 배치에 따라 
빌드됩니다 . 이 설정을 구성하려면 해당 행에서 아무 데나 누르십시오 . 부품 배치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해당 
페이지의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설정을 켜기 , 끄기로 설정하십시오 . 

그림 4-41: 부품 배치

이 설정을 켜기로 설정하면 , 빌드를 시작하기 전에 기판에서 작업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21페이지의 “빌
드할 작업 선택 ” 참조 ). 빌드 시작 시 부품의 빌드 위치를 선택하라는 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그림 4-42 참조 ). 
이 화 상자에는 프린터의 조형판을 나타내는 그래픽뿐만 아니라 파란색 경계 상자 그래픽 (부품을 둘러싸는 가상 
상자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터치스크린에서 경계 상자를 끌어다 놓아 부품의 빌드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계 상자는 조형판 제한 밖
에 놓을 수 없습니다 .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배치가 확인되고 빌드가 시작됩니다 . 또한 “고스트 상자 ” 그
래픽이 표시됩니다 . “고스트 상자 ”는 부품이 이전에 빌드된 위치를 나타냅니다 . 기록 지우기 버튼을 클릭하면 
디스플레이가 지워지고 , 모든 “고스트 상자 ” 항목이 제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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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2: 부품 배치 화 상자

첫 번째 레이어 재료

첫 번째 레이어 재료 행은 첫 번째 빌드 레이어 , 모델 또는 서포트에 사용할 재료 유형을 표시합니다 .

그림 4-43: 첫 번째 레이어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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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정을 구성하려면 해당 행에서 아무 곳을 누르십시오 . 첫 번째 레이어 재료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이 페이지
의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여 모델 및 서포트 재료 간에 선택하십시오 . 기본적으로 서포트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

그림 4-44: 첫 번째 레이어 재료 구성

단위

단위 행은 프린터가 구성된 단위 유형 (영국식 (인치 ) 또는 미터법 )을 표시합니다 . 

그림 4-45: 단위

이 설정을 구성하려면 해당 행에서 아무 곳을 누르십시오 . 단위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이 페이지의 라디오 버튼
을 사용하여 영국식 및 미터법 단위 간에 선택하십시오 . 기본적으로 영국식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

그림 4-46: 단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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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모드

기 모드 설정은 빌드 완료 후 프린터가 에너지 절감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에너지 절감기 
라디오 버튼이 선택된 경우 (즉 , 기 모드가 켜짐 ) 프린터의 오븐은 빌드 완료 2시간 후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 빠른 시작 라디오 버튼이 선택된 경우 (즉 , 기 모드가 꺼짐 ) 프린터의 오븐은 빌드 완료 
후 60시간 동안 계속 켜지고 오븐 온도는 재료의 빌드 온도로 유지됩니다 .

그림 4-47: 기 모드

이 설정을 구성하려면 해당 행에서 아무 곳을 누르십시오 . 기 모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해당 페이지의 라디
오 버튼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에너지 절감기 및 빠른 시작 옵션 간에 선택하십시오 . 빠른 시작 라디오 버튼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즉 , 기본적으로 기 모드가 끄기로 설정됨 ). 

그림 4-48: 기 모드 구성

언어

언어 행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구성된 언어가 표시됩니다 . 언어 옵션에는 영어 (기본값 ), 스페인어 , 프랑스
어 , 독일어 , 이탈리아어 , 러시아어 , 중국어 (번체 또는 간체 ) 및 일본어가 포함됩니다 . 

그림 4-49: 언어

이 설정을 구성하려면 해당 행에서 아무 곳을 누르십시오 . 언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페이지 오른쪽을 따라 있는 
스크롤바를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언어 목록을 보십시오 . 원하는 언어에 해당하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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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처음으로 프린터의 전원을 켜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라는 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 처음 전원을 켠 후 원하
는 언어를 설정하면 , 이 선택이 유지되며 , 언어 페이지로 이동하고 언어 선택을 조정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그림 4-50: 언어 구성

화면 밝기

화면 밝기 설정을 통해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설정은 사용 가능한 밝기의 최
치를 나타내는 100%와 함께 퍼센트로 표시됩니다 . 

그림 4-51: 화면 밝기

이 설정을 구성하려면 해당 행에서 아무 곳을 누르십시오 . 화면 밝기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이 페이지에서 슬라
이더 그래픽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밝기를 조정하십시오 . 오른쪽으로 밀면 밝아지고 , 왼쪽으로 밀면 어두워집
니다 . 화면 밝기를 0%(완전히 어두움 )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



88

그림 4-52: 화면 밝기 구성

UPnP

UPnP를 통해 프린터는 네트워크에서 고유 장치 이름 (UDN) 주소를 브로드캐스트할 수 있습니다 . 이 설정이 켜
기로 설정되면 , 프린터가 네트워크에서 UDN을 브로드캐스트하여 GrabCAD Print가 통신용 프린터 IP 주소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게 합니다 . 이 설정이 끄기로 설정되면 , 프린터가 네트워크에서 IP 주소를 브로드캐스트
하지 않으며 프린터와 통신하도록 GrabCAD Print를 수동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그림 4-53: UPnP

이 설정을 구성하려면 해당 행에서 아무 곳을 누르십시오 . UPnP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이 페이지의 라디오 버
튼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설정을 켜기 , 끄기로 설정하십시오 . 기본적으로 켜기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 

그림 4-54: UPnP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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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Wifi 설정을 통해 프린터의 Wi-Fi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이 설정의 기능은 프린터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
한 Wi-Fi 동글 사용에 따라 다릅니다 . 이 설정을 켜기로 설정하면 , 사용 가능한 Wi-Fi 네트워크를 스캔하고 연결
하도록 프린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그런 다음 이 네트워크를 통해 프린터로 부품 파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 끄
기로 설정된 경우 Wi-Fi 기능이 비활성화되고 신 해당 시설의 이더넷 연결을 통해서나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프린터로 부품 파일을 보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4페이지의 “네트워크 구성 ” 참조 ). 

그림 4-55: Wifi

이 설정을 구성하려면 해당 행에서 아무 곳을 누르십시오 . 와이파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이 페이지의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설정을 켜기 , 끄기로 설정하십시오 . 기본적으로 켜기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 

그림 4-56: Wifi 구성

카메라

카메라 설정을 통해 프린터의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이 설정이 켜기로 설정되면 , 부품이 빌드되고 있는 
동안 자동으로 프린터의 카메라가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이 설정이 끄기로 설정되면 , 카메라가 꺼
지고 원격 모니터링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 

그림 4-57: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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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정을 구성하려면 해당 행에서 아무 곳을 누르십시오 . 카메라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이 페이지의 라디오 버
튼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설정을 켜기 , 끄기로 설정하십시오 . 기본적으로 켜기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 

그림 4-58: Wifi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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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교정 페이지에서 다음을 비롯한 프린터의 다양한 교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 팁 교정

• 터치스크린 교정

교정 페이지에 액세스하려면 도구 페이지의 교정 버튼을 누릅니다 .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

그림 4-59: 교정 페이지

팁 교정

프린터의 교정 상태는 팁 교정 행에 표시됩니다 . 프린터의 교정 상태에 따라 교정됨 또는 교정 안 됨이 표시됩니다 . 

팁 교정 행에서 아무 데나 누르면 다양한 팁 교정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

그림 4-60: 팁 교정

참고 : 이 섹션에서는 교정 페이지와 관련 기능에 한 개요 정보를 제공하지만 교
정 절차에 관한 세부 정보는 다루지 않습니다 . 자세한 교정 절차 정보와 지침은 
138페이지의 “6 교정 및 조정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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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교정 페이지에는 수동 팁 교정뿐만 아니라 자동 팁 교정 수행에 한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옵션 
중 하나와 연결된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해당 특정 교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 교정 절차는 교정 절차 수행 
프로세스로 안내를 해주는 마법사 형태로 제공됩니다 . 자세한 지침은  140페이지의 “자동 팁 교정 ” 및  142페
이지의 “수동 팁 교정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4-61: 팁 교정 옵션

터치스크린 교정

터치스크린 교정 행에서 아무 데나 누르면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다시 교정할 수 있는 화 상자가 열립니다 . 
자세한 지침은  150페이지의 “터치스크린 교정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4-62: 터치스크린 교정



93

유지 관리

이 페이지에서 프린터의 다양한 유지 관리 절차를 수행하고 , 진단 /프린터 상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고급 유
지 관리는 공인 서비스 담당자만 수행해야 합니다 .

유지 관리 페이지에 액세스하려면 도구 페이지의 유지 관리 버튼을 누릅니다 .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 

그림 4-63: 유지 관리 페이지

참고 : 이 섹션에서는 유지 관리 페이지와 해당 기능의 개요 정보를 제공하지만 프
린터 유지 관리 절차에 관한 세부 정보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 자세한 유지 관리
정보는  154페이지의 “7 유지 관리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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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트리 /스테이지

X, Y 및 Z 축의 위치 정보가 갠트리 /스테이지 행에서 표시됩니다 . 갠트리 /스테이지 행에서 아무 곳을 누르면 갠
트리 /스테이지 페이지가 열립니다 .

그림 4-64: X, Y, Z 위치

갠트리 : 섹션의 단일 방향 화살표 버튼을 통해 X 축과 Y 축에서 헤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앞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갠트리 전면으로 헤드 어셈블리가 이동됩니다 .

스테이지 : 섹션의 두 방향 화살표 버튼을 통해 조형판 (Z)을 위 /아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 위 : 위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Z 스테이지가 중앙의 Z 위치로 이동됩니다 .

• 아래 :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Z 스테이지가 하부의 Z 위치로 이동됩니다 .

방향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변경한 X, Y 및 Z 배치를 반영하기 위해 이 페이지의 위치 부분에 표시되는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 

그림 4-65: 갠트리 /스테이지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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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버

챔버 행은 오븐 챔버의 세트 포인트 온도와 비교하여 현재 온도를 표시합니다 .

그림 4-66: 챔버 온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행은 프린터에 설치된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버전을 표시합니다 . 

그림 4-67: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행에서 아무 데나 누르면 프린터의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버전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페
이지가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154페이지의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참조 ).

그림 4-68: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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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계기판

시스템 계기판 행은 프린터의 전원이 켜진 시간뿐만 아니라 프린터가 빌드를 한 시간을 표시합니다 .

그림 4-69: 시스템 계기판

일련 번호

일련 번호 행은 프린터의 고유한 일련 번호를 표시합니다 . 이 번호는 프린터의 외부 표면에 있는 레이블에도 나
와 있습니다 (일련 번호 태그 레이블 위치는 12페이지의 그림 2-6 참조 ).

그림 4-70: 일련 번호

오픈 소스 라이센스

오픈 소스 라이센스 행에서 아무 데나 누르면 프린터에서 실행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법적 정보를 
표시하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 표시된 파일은 읽기 전용입니다 . 

그림 4-71: 오픈 소스 라이센스

시스템 유형

시스템 유형 행은 프린터의 모델 유형 정보 (F170, F270 또는 F370)를 표시합니다 . 

그림 4-72: 시스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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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네트워크 페이지에서 프린터의 네트워크 연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옵션에는 정적 , 동적 (기본값 ) 또는 Wi-Fi
가 포함됩니다 . 선택된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 네트워크 페이지에 표시되는 행 및 구성 가능한 설정이 결정됩니다 .

네트워크 페이지에 액세스하려면 도구 페이지의 네트워크 버튼을 누릅니다 .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

그림 4-73: 네트워크 페이지

연결 유형 행에서 아무 데나 누르면 유선 (정적 또는 동적 ) 또는 무선 (Wi-Fi) 네트워크 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유선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 유선 및 무선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여 연결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 연결 
유형을 선택한 후 뒤로 버튼을 눌러 끝내고 네트워크 페이지로 돌아가십시오 . 선택한 연결 유형이 연결 유형 행
에 나타납니다 (참고 정보는 그림 4-75 및 그림 4-76 참조 ). 

참고 : 프린터는 초기 설치 및 설정의 일부로 네트워크에 해 구성되었습니다
( 14페이지의 “네트워크 구성 ” 참조 ). 이 섹션의 정보는 설정 페이지의 네트워크
부분에 있는 기능을 이해하도록 제공됩니다 . 

참고 : 무선 연결 유형 옵션은 Wi-Fi 동글이 설치되고 프린터의 Wifi 설정이 켜기로
설정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89페이지의 “Wifi” 참조 ). 동글이 설
치되지 않은 경우 또는 동글이 설치되었지만 프린터의 Wifi 설정이 끄기로 설정된
경우 이 행은 보기에서 숨겨지고 Wi-Fi 네트워크 구성에 한 옵션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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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4: 연결 유형 선택

선택된 연결 유형 (유선 또는 무선 )에 따라 네트워크 페이지에 표시되는 두 번째 행이 다릅니다 . 

• 유선 연결 유형이 선택된 경우 네트워크 모드 행이 표시됩니다 .

• 무선 연결 유형이 선택된 경우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행이 표시됩니다 . 

사용 가능한 연결 유형에 한 구체적 정보는 아래 섹션의 세부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그림 4-75: 네트워크 페이지 - 네트워크 모드 행

그림 4-76: 네트워크 페이지 -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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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연결 유형이 선택된 경우 네트워크 모드 행이 표시됩니다 (참고 정보는 98페이지의 그림 4-75 참조 ). 이 행
에서 아무 데나 누르면 정적 또는 동적 네트워크 모드 간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동적이 선택되어 있습
니다 . 정적 및 동적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 네트워크 모드를 선택한 후 뒤로 버
튼을 눌러 끝내고 네트워크 페이지로 돌아가십시오 . 선택한 네트워크 모드가 연결 유형 행에 나타납니다 . 

그림 4-77: 유선 네트워크 모드 선택

무선 연결 유형이 선택된 경우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행이 표시됩니다 (참고 정보는 98페이지의 그림 4-76 
참조 ). 이 행에서 아무 데나 누르면 사용 가능한 Wi-Fi 네트워크를 스캔하고 연결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 이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암호 및 /또는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해당되는 경우 ), 네트워크 구성을 저장한 후 , 뒤로 버튼을 눌러 끝내고 네트워크 페이지로 돌아가십시오 .
선택한 무선 네트워크 이름이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행에 나타납니다 . 

그림 4-78: 무선 네트워크 모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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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네트워크 구성

동적 (DHCP) 유선 네트워크 옵션이 활성화된 경우 네트워크 서버 또는 PC가 프린터의 IP 주소를 생성합니다 . 
때때로 서버 또는 PC에 의해 다른 IP 주소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 생성된 IP 주소가 IP 주소 필드에 표시되고 , 
해당 서브넷 마스크 , 게이트웨이 주소 및 MAC 주소 정보도 표시됩니다 .

완료되면 뒤로 버튼을 눌러 끝내고 도구 페이지로 돌아가십시오 . 

그림 4-79: 동적 네트워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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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네트워크 구성

정적 유선 네트워크 옵션이 활성화된 경우 수동으로 프린터에 한 IP 주소 , 서브넷 마스크 및 게이트웨이 주소 
필드 (시스템 관리자가 제공 )를 구성해야 합니다 . 키패드를 사용하여 이 정보를 구성하십시오 . 화면에서 필드
를 터치하여 선택하고 표시된 키패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키패드 밖 화면에서 아무 데
나 터치하여 끝내고 키패드를 닫으십시오 . 적용 버튼을 눌러 구성한 네트워크 정보를 저장하십시오 . 적용 버튼
을 누르고 네트워크 정보가 저장되면 , 네트워크 정보가 변경되지 않게 됩니다 .

완료되면 뒤로 버튼을 눌러 끝내고 도구 페이지로 돌아가십시오 .

그림 4-80: 정적 네트워크 구성

참고 : IP 주소 , 서브넷 마스크 또는 게이트웨이 주소를 모르는 경우 시스템 관리
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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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FI 네트워크 구성

무선 네트워크 옵션이 활성화된 경우 로컬 Wi-Fi 네트워크를 통해 프린터를 스캔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 99페
이지의 그림 4-78 참조 ). 네트워크의 보안 요구 사항에 따라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암호 및 /또는 사용자 이름
을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키패드를 사용하여 이 정보를 구성하십시오 . 화면에서 필드를 터치하여 선택하고 키
패드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보안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키패드 밖 화면에서 아무 데나 터치하여 끝내고 키패드
를 닫으십시오 . 연결 버튼을 눌러 구성한 네트워크 정보를 저장하십시오 . 연결 버튼을 누르고 네트워크 정보가 저
장되면 , 네트워크 정보가 변경되지 않게 됩니다 .

뒤로 버튼을 눌러 페이지를 끝내고 네트워크 페이지로 돌아가십시오 . 선택한 무선 네트워크 이름이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행에 표시됩니다 .

그림 4-81: Wi-Fi 네트워크 페이지

뒤로 버튼을 눌러 페이지를 끝내고 도구 페이지로 돌아가십시오 . 네트워크 버튼이 새로 고쳐지고 파란색 표시기
가 나타나 , 프린터가 Wi-Fi 네트워크용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려줍니다 .

그림 4-82: 네트워크 설정 입력 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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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전원 페이지에서 프린터를 다시 시작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 프린터 전면에 있는 전원 켜기 /끄기 버튼을 누
르지 말고 , 이 페이지에서 종료 옵션을 사용하여 프린터의 전원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 

전원 페이지에 액세스하려면 도구 페이지의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

그림 4-83: 전원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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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작

재시작 행에서 아무 데나 누르면 수동으로 프린터를 재시작할 수 있는 화 상자가 열립니다 . 

그림 4-84: 재시작 

이 화 상자에서 수용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가 자동으로 재시작됩니다. 이 화 상자에서 닫기 버튼을 선택하면 
이 화 상자가 닫힙니다 . 

그림 4-85: 재시작 확인 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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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종료 행에서 아무 데나 누르면 프린터의 전원을 끌 수 있는 화 상자가 열립니다 . 

그림 4-86: 종료 

이 화 상자에서 수용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의 전원이 꺼집니다 . 이 화 상자에서 닫기 버튼을 선택하면 이 
화 상자가 닫힙니다 . 

그림 4-87: 재시작 확인 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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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조명 버튼은 눌러도 새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도구 페이지의 유일한 옵션입니다 . 신 조명 버튼을 사용하여 
오븐 조명을 켜기 , 끄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버튼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표시기는 오븐 조명의 현재 
상태 (켜기 또는 끄기 )를 표시합니다 . 조명 버튼은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표 4-13: 조명 버튼 - 버튼 상태 

버튼 상태 설명

오븐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

이 상태에서 조명 버튼을 선택하면 오븐 조명이 꺼집
니다 . 

오븐 조명이 꺼져 있습니다 .

이 상태에서 조명 버튼을 선택하면 오븐 조명이 켜집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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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프린터 작동

이 장에서는 F123 시리즈 작동의 기본 단계에 해 설명합니다 .

기본 사용자 작동

프린터 전원 켜기

프린트 전원을 켜려면 :

1. 제공된 전원 코드 (수 )를 접지된 전기 콘센트에 직접 연결합니다 .

2. 전원 코드 (암 )를 프린터 후면에 있는 소켓에 직접 연결합니다 (위치는 그림 2-7 참조 ). 

3. 프린터 전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 

그림 5-1: 전원 버튼 위치

전원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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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린터가 부팅되기 시작합니다 . 터치스크린이 켜지고 초기화되기 시작합니다 . 

5. 처음으로 프린터의 전원을 켜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라는 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 화면에서 해
당 행을 터치하여 원하는 언어에 해당하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한 다음 선택을 확인합니다 . 

그림 5-2: 초기화 시작 화면

6. 초기화 및 시작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 터치스크린이 새로 고쳐져서 빌드 페이지가 표시되고 프린터
가 자동으로 XY 갠트리 교정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52페이지의 “XY 갠트리 교정 ” 참조 ). 

그림 5-3: 빌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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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전원 끄기

시스템 전원을 끄려면 :

1. 프린터가 중지 (유휴 상태 )되었고 빌드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2. 프린터 전면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 위치는 그림 5-1 참조 ).

3. 전원을 끌지 확인하라는 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 수용 버튼을 눌러 전원을 끕니다 . 

그림 5-4: 전원 끄기 확인

4. 몇 분 후 , 프린터가 종료됩니다 . 

이 절차는 장비의 전원만 끕니다 . 프린터의 전원을 완전히 끄려면 프린터 후면에 있는 전원 코드를 뽑아야 합니
다 (자세한 내용은 164페이지의 “전원 끄기 ” 참조 ).

참고 : 72시간 넘게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재료를 언로드하고 밀폐된 백에
재료를 보관한 다음 시스템 전원을 끄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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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로드 
이 섹션의 정보는 모델 및 서포트 헤드로의 재료 로드 프로세스를 안내합니다 . 필요한 단계를 수행하면서 터치스
크린에 표시되는 상태 정보를 관찰해야 합니다 . 

재료 스풀 준비 섹션에서는 재료 베이에 삽입을 위해 재료 스풀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단계에 해 설명하고 , 재
료 스풀의 구성 요소를 강조 표시합니다 . 재료 스풀을 사용할 준비가 되면 재료 스풀 설치 섹션의 단계가 재료 스
풀 설치 및 헤드에 재료 로드 프로세스를 안내합니다 . 

F270 및 F370은 모델 두 개 , 서포트 두 개와 같이 네 개의 재료 베이를 이용하지만 , F170은 모델 하나 , 서포트 
하나와 같이 두 개의 재료 베이를 이용합니다 . 빌드하려면 , 최소한 하나의 모델과 하나의 서포트 스풀을 설치해
야 합니다 . 작업에 단일 스풀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 자동 전환 기능
을 이용하기 위해 두 번째 모델 및 /또는 서포트 스풀을 해당하는 빈 재료 베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116페이지의 “재료 자동 전환 ” 참조 ). 하지만 , 습기 노출로부터 보호하려면 사용하지 않는 스풀을 적절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117페이지의 “재료 취급 /보관 ” 참조 ).

재료 스풀 준비
개봉하지 않은 새로운 재료 스풀 준비에 한 프로세스는 이전에 사용된 재료 스풀 준비에 한 프로세스와 약간 
다릅니다 . 새로운 (개봉하지 않음 ) 스풀을 준비할 경우 먼저 Stratasys 포장에서 스풀을 꺼내야 합니다 . 이전에 
개봉한 스풀을 준비할 경우 보관 가방에서 스풀을 꺼내야 합니다 . 꺼낸 후 , 필라멘트 테일 캡처 위치에서 스풀 필
라멘트의 테일 끝을 빼냅니다 . 필라멘트 테일을 검사하여 필라멘트가 구부러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구부러
진 경우 필라멘트 끝을 각선으로 자릅니다 (웰컴 키트에 포함된 5” 커터 사용 ). 재료 스풀 세부 정보는 그림 5-
5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5-5: 재료 스풀 세부 정보

재료 스풀을 재료 베이에 설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 111페이지의 “재료 스풀 설치 ”의 단계에 따라 재료 스풀
을 설치하고 헤드에 재료를 로드하십시오 . 

참고 : 재료 로드는 프린터가 중지 (유휴 상태 )되고 빌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메모리 칩

필라멘트 테일 캡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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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스풀 설치

재료 스풀을 제 로 준비한 후 , 재료 로드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드라이브 휠에 필라멘트를 미리 로드
하면 헤드 내 액화 장치 팁에 로드할 위치에 스풀의 필라멘트가 배치됩니다. 필라멘트가 필라멘트 유무 스위치에 
의해 감지되면 , 액화 장치 팁에 완전히 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재료 스풀을 설치하고 로드하려면 :

1. 프린터가 중지 (유휴 상태 )되었고 빌드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2. 네비게이션 메뉴에서 재료 버튼을 선택합니다 . 그림 5-6과 비슷한 화면이 표시됩니다 . 표시된 정
보는 프린터의 현재 구성을 나타냅니다 .

3. 각각의 재료 상태 아이콘에 해 표시된 상태 정보를 확인합니다 . 회색 점선 테두리가 있는 재료 
상태 아이콘은 재료 스풀이 재료의 해당 재료 베이에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 전체 회색 헤드 상
태 아이콘은 재료가 해당 헤드에 로드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그림 5-6: 현재 구성 - 재료 로드

4. 재료 베이 서랍을 엽니다 . 

5. 재료 베이 내에서 해당 슬롯에 로드하려는 재료 스풀을 삽입합니다 . 

• 로드하려는 재료 베이에 해당되는 리드를 고정하는 래치를 위로 당깁니다 . 그러면 리드가 잠금 해제
됩니다 . 

• 리드를 열어 재료 스풀이 삽입될 슬롯을 노출시킵니다 . 

• 재료 스풀을 슬롯에 넣고 필라멘트 테일이 재료 베이의 후면 벽을 향하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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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풀이 삽입되면 , 재료 상태 아이콘이 새로 고쳐지고 아이콘 바로 위에 알림 배지가 있는 솔리드 노란
색 테두리가 표시됩니다 .

6. 화면에서 재료 상태 아이콘을 터치하여 재료를 로드하려는 재료 베이에 해당되는 재료 세부 정보 페이
지를 엽니다 .

7. 재료 스풀을 천천히 돌려 필라멘트 통로를 통해서 드라이브 메커니즘으로 필라멘트를 피드합니다 . 스
풀을 돌리고 로드 버튼이 새로 고쳐지고 선택 가능한 상태로 표시될 때까지 필라멘트를 피드합니다 .

• 필라멘트 유무 스위치에 닿으려면 필라멘트가 2인치 (50.8mm) 정도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

• 필라멘트를 피드할 때 , 필라멘트가 재료 스풀의 가장자리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 교차 감김 및 /또는 로
드 오류를 방지하십시오 . 

• 재료 상태 아이콘이 새로 고쳐지고 솔리드 회색 언로드 상태로 표시됩니다 (표 4-7 참조 ).

그림 5-7: 재료 스풀 삽입

8. 필라멘트가 필라멘트 유무 스위치에 의해 감지되면 , 재료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로드 버튼을 누릅
니다 .

그림 5-8: 로드 버튼

참고 : 한 번에 하나의 재료만 로드할 수 있습니다 . 

필라멘트 통로

재료 스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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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료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뒤로 버튼을 눌러 끝내고 재료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

10. 재료가 헤드 내에서 액화 장치에 로드되기 시작합니다 . 재료 상태 아이콘과 해당되는 헤드 상태 아이
콘 사이에 표시된 경로가 강조 표시되어 로드 진행률을 나타냅니다 (76페이지의 그림 4-31 참조 ).

• 재료 드라이브 컨트롤러가 필라멘트를 액화 장치 팁으로 밀기 시작합니다 .

• 필라멘트가 헤드에 닿으면, 액화 장치 팁에 들어가고 재료 작동 온도까지 예열하기 시작합니다(자동 - 
재료 스풀 메모리 칩 데이터 기반 ). 이 단계에서는 또한 로드할 재료에 해당하는 값으로 오븐 온도를 
설정합니다 .

• 팁이 세 가지 세트 포인트 온도 내에 있으며 헤드가 퍼지 영역으로 이동하고 팁이 소량의 재료를 퍼지
합니다 .

11. 재료가 로드되면 , 재료 상태 아이콘과 해당되는 헤드 상태 아이콘 사이 필라멘트 경로가 솔리드 
파란색이 되고 , 헤드 상태 아이콘은 회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고 , 재료 상태 아이콘은 솔리드 파
란색 테두리를 표시합니다 . 

12. 재료 로드가 완료되면 , 로드된 재료 베이에 해당되는 리드를 닫고 재료 베이 서랍을 닫습니다 .

이제 빌드할 작업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 작업 선택 및 시작에 한 자세한 내용은 120페이지의 “기본 작
업 빌드 태스크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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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언로드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재료를 언로드하십시오 . 

1. 프린터가 중지 (유휴 상태 )되었고 빌드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2. 네비게이션 메뉴에서 재료 버튼을 선택합니다 . 그림 5-9와 비슷한 화면이 표시됩니다 . 표시된 정
보는 프린터의 현재 구성을 나타냅니다 .

3. 각각의 재료 상태 아이콘에 해 표시된 상태 정보를 확인합니다 . 로드된 재료에 해 , 재료의 재
료 상태 아이콘과 해당되는 헤드 상태 아이콘 사이 경로가 솔리드 파란색이 되고 , 헤드 상태 아이
콘은 파란색이 되고 , 재료 상태 아이콘은 솔리드 파란색 테두리를 표시합니다 . 

그림 5-9: 현재 구성 - 재료 언로드

4. 화면에서 재료 상태 아이콘을 터치하여 언로드하려는 재료 베이에 해당되는 재료 세부 정보 페이
지를 엽니다 .

5. 재료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언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

그림 5-10: 언로드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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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료가 헤드에서 언로드되기 시작합니다. 언로드 프로세스는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으므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재료 상태 아이콘과 해당되는 헤드 상태 아이콘 사이에 표시된 경로가 강조 표시되어 언로드 진행률
을 나타냅니다 (76페이지의 그림 4-31 참조 ).

• 헤드 상태 아이콘이 새로 고쳐지고 솔리드 회색이 되고 재료가 더 이상 헤드에 로드되지 않음을 나타
냅니다 . 

• 재료 상태 아이콘이 새로 고쳐지고 아이콘 가운데 위에 알림 배지가 있는 솔리드 노란색 테두리가 표
시됩니다 . 해당 아이콘은 재료 스풀이 다시 로드되거나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이 상태로 유지됩니다 . 

이 지점에서 , 방금 언로드한 재료 스풀을 다시 로드하거나 (자세한 지침은 110페이지의 “재료 로드 ” 참조 ) 재
료 베이에서 재료 스풀을 제거하는 (자세한 지침은 115페이지의 “재료 스풀 제거 ” 참조 ) 옵션이 있습니다 .

재료 스풀 제거

부분적으로 사용된 스풀과는 조적으로 , 빈 재료 스풀을 제거하는 프로세스는 약간 다릅니다 .

빈 재료 스풀 제거

1. 재료 베이 서랍이 열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

2. 빈 스풀이 포함된 재료 베이에 해당되는 리드를 고정하는 래치를 위로 당깁니다 . 리드를 열어 빈 
재료 스풀을 노출시킵니다 . 

3. 재료 베이 내의 해당 슬롯에서 재료 스풀을 들어서 꺼냅니다 . 재료 스풀이 재료 베이에서 제거되
면 , 재료 상태 아이콘이 새로 고쳐져서 회색 점선 테두리를 표시하고 , 해당 재료 베이가 비어 있
음을 나타냅니다 . 

4. 필라멘트 출구 구멍을 지나서 나온 약 2인치 (50.8mm) 길이의 필라멘트가 있을 것입니다 . 

5. 더 이상 사용 가능하지 않으므로 빈 스풀을 버립니다 . 

부분적으로 사용된 재료 스풀 제거

1. 헤드에서 필라멘트를 언로드합니다 ( 114페이지의 “재료 언로드 ” 참조 ). 

2. 언로드된 후 , 재료의 재료 상태 아이콘이 아이콘 가운데 위에 알림 배지가 있는 솔리드 노란색 테
두리를 표시합니다 . 

3. 재료 베이 서랍이 열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

4. 제거하려는 재료 스풀이 포함된 재료 베이에 해당되는 리드를 고정하는 래치를 위로 당깁니다 . 리드
를 열어 재료 스풀을 노출시킵니다 . 

참고 : 한 번에 하나의 재료만 언로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빈 스풀에는 사용할 수 없는 소량의 재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나머지
재료는 제조 허용 오차를 허용하며 자동 전환이 제 로 작동되도록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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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료 스풀을 천천히 돌려 드라이브 메커니즘에서 필라멘트를 제거합니다 . 필라멘트가 스풀에 다
시 감깁니다 . 필라멘트의 테일이 필라멘트 통로를 나갈 때까지 스풀을 돌립니다 .

6. 재료 베이 내의 해당 슬롯에서 재료 스풀을 들어서 꺼냅니다 . 재료 스풀이 재료 베이에서 제거되
면 , 재료 상태 아이콘이 새로 고쳐져서 회색 점선 테두리를 표시하고 , 해당 재료 베이가 비어 있
음을 나타냅니다 . 

7. 필라멘트의 테일이 플러시되도록 5” 커터 (웰컴 키트에 포함됨 )를 사용하여 필라멘트를 자릅니다 .

8. 재료 스풀의 가장자리를 따라 캡처 위치 중 하나 안에 필라멘트 테일을 맞물려 고정합니다 (캡처 
위치는 110페이지의 그림 5-5 참조 ). 

9. 재료 스풀을 보관 가방 (웰컴 키트에 포함됨 )에 넣고 이 가방을 단단히 밀봉합니다 . (보관 사양
은 117페이지의 “재료 취급 /보관 ” 참조 ). 

10. 필요에 따라 다른 재료 스풀을 설치합니다 . 지침은 111페이지의 “재료 스풀 설치 ” 내용을 참조
하십시오 .

재료 자동 전환

자동 전환을 사용하여 장시간 빌드를 무인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빌드에 단일 재료 스풀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 두 번째 스풀에서 재료를 미리 로드하여 자동 전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전환은 F270 및 F370 모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활성 재료 스풀이 비어 있는 경우 :

1. 프린터가 일시 중지되고 드라이브 모터가 자동으로 프린터에서 나머지 재료를 빼냅니다 .

2. 전환 재료 스풀의 재료가 헤드에 로드됩니다 . 작업이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 

3. 전환이 수행되는 동안 ,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업데이트되고 이 프로세스가 진행 중임을 나타냅니
다 . 사용자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4. 자동 전환 중에 일시 중지 버튼을 누르면 , 전환이 완료된 후 프린터가 일시 중지 상태로 유지됩니다 .

• 일시 중지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업데이트되어 일시 중지 상태에 한 이유를 나타냅니
다 .

• 화면의 화 상자에서 확인을 눌러 빌드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

• 빌드 페이지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 빌드를 재개합니다 . 

참고 : 스풀을 돌릴 때 필라멘트가 스풀에 단단히 다시 감겼는지 확인합니다 . 필
라멘트가 스풀 측면에 떨어지면 교차 감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참고 : 자동 전환 발생 전에 자동 전환 재료 스풀에서 재료를 미리 로드해야 합니
다 (즉 , 스풀의 재료 상태 아이콘이 언로드 상태이고 , 솔리드 회색 테두리를 표시
해야 함 ). 재료가 미리 로드되지 않은 경우 자동 전환이 수행되지 않고 프린터가
일시 중지됩니다 .

참고 : 로드할 재료가 교체할 재료와 같지 않은 경우 , 재료 불일치 로드 오류가 발
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99페이지의 “경고 및 오류 ” 참조 ). 자동 전환이 수행
되지 않고 프린터가 일시 중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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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 전환 프로세스 중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 프린터가 일시 중지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

• 네비게이션 메뉴의 재료 버튼을 눌러 재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각 재료에 한 로드 상태를 확인합니다 . 로드 오류가 발생하는 재료 스풀에 해당되는 재료 상태 아이
콘이 빨간색 테두리를 표시합니다 . 필라멘트 경로에 알림 배지 아이콘도 표시됩니다 . 화면에서 이 아
이콘을 눌러 해당되는 재료의 재료 세부 정보 페이지를 엽니다 .

• 재료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로드 오류에 한 이유를 나타내는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 화면에서 이 
텍스트를 터치하면 오류에 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된 화 상자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204페이지의 
“로드 /언로드 오류 ”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로드 오류에 한 자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오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 오류가 해결되면 빌드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

• 플레이 버튼을 눌러 빌드를 재개하거나 취소 버튼을 눌러 빌드를 취소합니다 .

재료 취급 /보관

Stratasys FDM 열가소성 재료는 권장 절차에 따라 취급 및 보관하는 경우 장기간 동안 적절한 제품 성능을 유지
합니다 . 다른 열가소성 재료와 같이 , 주변 습기에 노출되는 경우 필라멘트가 습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 
Stratasys 재료 스풀은 개봉하지 않은 동안 및 개봉한 동안 습기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재료의 
필라멘트가 습기를 흡수하는 경우 마감된 부품의 표면 품질 , 이음매 품질 및 전반적인 부품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필라멘트가 건조하게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두 가지의 모델 재료 스풀 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표준 모델 재료 스풀에는 60in3(984cc)의 필라멘트가 들

어가지만 큰 스풀에는 90in3(1475cc)가 들어갑니다 . 하나의 서포트 재료 스풀 크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포

트 재료 스풀에는 60in3(984cc)의 필라멘트가 들어갑니다 . 

또한 재료 스풀에는 건조제 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건조제는 개봉하지 않은 스풀에서 습기를 적정 수준으
로 유지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 건조제가 주변 공기에 노출되면 , 포화되게 되고 습기를 제 로 억제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재료 수명을 최 화하려면 개봉한 후에 스풀을 적절히 취급해야 합니다 . 비닐 봉지는 밀폐가 가
능하므로 보관 시 재료 스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

스풀에 남아있는 재료가 포함된 재료 스풀을 프린터에서 제거하는 경우 , 웰컴 키트에서 제공되는 밀폐된 백 중 
하나에 보관해야 합니다 . 이 백에 재료 스풀을 넣기 전에 , 스풀의 필라멘트가 스풀의 가장자리에 있는 필라멘트 
테일 캡처 위치 중 하나에 단단히 맞물려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주의 : 재료 보관 온도 범위는 55°F ~ 75°F(13°C ~ 24°C)이고 , 상  습도 범위는
20% ~ 50%여야 합니다 . 

주의 : 재료 스풀은 1 분 넘게 밀폐된 컨테이너 밖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 허용되
는 컨테이너의 예로는 호일 봉투 또는 재료 베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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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교체

헤드가 1500 빌드 시간 (계기판 제한 )에 도달하는 경우 , 경고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되고 헤드의 헤드 상태 
아이콘이 재료 페이지에서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 계기판 제한을 초과한 헤드를 계속 사용할 수는 있지만 , 
부품 품질이 예측 가능하지 않게 되므로 헤드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표준 헤드 교체

이 섹션의 정보는 표준 헤드 변경 프로세스에 해 안내합니다 . 아래 지침은 모델 헤드 교체에 해 설명하지만 , 
동일한 절차가 모델 및 서포트 헤드 둘 다에 적용됩니다. PLA 헤드 교체에 한 프로세스는 표준 헤드 교체에 한 
프로세스와 약간 다릅니다 . 119페이지의 “PLA 헤드 교체 ”에서는 해당 교체 절차 간 차이를 강조하여 설명합니
다 . 

1. 교체할 헤드에서 재료를 언로드합니다 (지침은 114페이지의 “재료 언로드 ” 참조 ).

2. 프린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상단 커버를 엽니다 (21페이지의 그림 3-1 참조 ). 

3. 릴리스 탭을 내리누르고 교체할 헤드의 헤드 리본 케이블을 풉니다 (모델 헤드는 왼쪽에 있고 , 
서포트 헤드는 오른쪽에 있음 ). 

4. 교체할 헤드의 재료 튜브를 분리합니다 . 

5. 교체할 헤드의 헤드 릴리스 레버를 잠금 해제합니다 .

그림 5-11: 헤드 연결

참고 : 프린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헤드를 교체하면 교체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자동 팁 교정이 수행되게 합니다 .

상단 커버를 열면 헤드 및 모든 모터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 

헤드 릴리스 
레버

재료 튜브

헤드 리본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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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갠트리 내 해당 위치에서 헤드 어셈블리를 당겨 프린터에서 제거합니다 . 

그림 5-12: 헤드 제거

7. 새 헤드 어셈블리를 프린터의 빈 위치에 삽입합니다 .

8. 헤드 릴리스 레버를 사용하여 헤드를 제위치에 잠급니다 . 헤드가 제 로 장착되도록 레버를 눌러 
꽉 닫습니다 . 

9. 재료 튜브를 새 헤드 어셈블리에 연결합니다 . 

10. 헤드 리본 케이블 커넥터를 새 헤드 어셈블리에 삽입하여 헤드에 완전히 장착되고 커넥터 고정 래
치가 맞물리게 합니다 . 

11. 상단 커버를 닫습니다 . 

12. 헤드 교체 후 다음 빌드 시작 전에 자동 팁 교정이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40페이
지의 “자동 팁 교정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프린터의 전원을 켜야 교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PLA 헤드 교체

PLA 헤드 교체에 한 프로세스는 표준 헤드 교체에 한 프로세스와 약간 다릅니다 . PLA 헤드는 갠트리 내 모
델 헤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냉각 모듈은 PLA 모델 헤드와 함께 사용되며 서포트 헤드 위치에 설치해야 합
니다 . PLA 헤드는 모델과 서포트 구조 모두를 압출합니다 . 

PLA 헤드 또는 연결된 냉각 모듈을 교체하려면 위의 1 - 11단계를 수행하십시오 . 자동 팁 교정은 PLA 헤드 교체 
중에 수행되지 않습니다 . 3 및 7단계를 수행할 때 PLA 헤드가 모델 헤드 위치 (왼쪽 )에 설치되고 냉각 모듈이 
서포트 헤드 위치 (오른쪽 )에 설치되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 

참고 : 프린터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헤드가 교체된 경우 상단 커버를 닫은 후 자동
팁 교정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 수동으로 교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 지침은 140페
이지의 “자동 팁 교정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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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작업 빌드 태스크

빌드 전

작업을 빌드하려면 , 먼저 작업 파일을 프린터에 다운로드한 후 다음과 같은 두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개별 작
업 파일을 작업 기열에 로드하십시오 . 

1. 워크스테이션 PC에서 GrabCAD Print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네트워크 전송 . 이는 작업 기열에 
작업을 추가하는 데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 자세한 지침은 53페이지의 “GrabCAD Print 방법 ”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

2. 사용 가능한 USB 포트 중 하나에 삽입된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통한 USB 방법 . 자세한 지침은 
53페이지의 “USB 방법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GrabCAD Print 옵션에서는 워크스테이션 PC의 GrabCAD Print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처리되고 프린터로 
전송 (해당 시설의 이더넷 연결 또는 Wi-Fi를 통해 )된 작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작업은 CMB 형식으로 전송
되며 작업 기열에 바로 배치됩니다 (프린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됨 ). CMB 파일은 처리된 작업의 기본 정
보를 포함합니다 . 이 정보는 프린터의 기존 구성과의 작업 호환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 GrabCAD Print 사
용에 한 자세한 내용은 GrabCAD Print 애플리케이션 내의 관련 도움말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USB 옵션은 사용 가능한 USB 포트 (포트 위치는 23페이지의 그림 3-3 참조 ) 중 하나에 삽입된 USB 플래시 드
라이브에 저장된 작업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 이 방법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프린터에 작업 파일을 전
송할 수 없는 경우 (불량한 연결 , 네트워크 정전 등으로 인해 ) GrabCAD Print 방법에 한 백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 일반 작업을 다시 프린트하기 위한 편리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 또한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단일 작
업 파일을 선택하고 빌드 페이지에서 직접 이 파일을 프린트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작업 기열이 비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42페이지의 “파일 로드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프린터 준비

빌드를 위해 프린터를 준비하려면 :

1. 프린터 전원을 켭니다 (지침은 107페이지의 “프린터 전원 켜기 ” 참조 ).

2. 오븐 도어를 엽니다 .

3. 새로운 기판을 조형판에 놓고 기판 방출 핸들을 위로 들어 올려 빌드 위치에 기판을 잠급니다 .

4. 팁 와이프 어셈블리의 브러시 및 프린터의 팁이 깨끗하고 퍼지된 재료 파편이 퍼지 영역에 없는지 
확인합니다 . 

경고 : 오븐 내 표면은 매우 뜨거울 수 있으므로 오븐 내에서 항목 취급 시 적절한
안전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 

참고: 작업을 빌드할 때 기판의 동일한 위치에서 두 번 이상 프린트하지 마십시오. 

Stratasys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판을 사용하면 부품 품질 및 프린터 안정성에 영향
을 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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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할 작업 선택

1. 120페이지의 “빌드 전 ”에서 설명된 로 작업 기열을 채웁니다 . 

2. 네비게이션 메뉴에서 대기열 버튼을 선택합니다 . 기열 페이지가 열리고 작업 기열이 표시됩
니다 . 

3. 작업 기열 목록에서 , 빌드하려는 작업을 찾고 화면의 해당 행을 터치하여 선택합니다 . 이렇게 
하면 작업 세부 정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 

4. 작업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프린트 버튼을 누릅니다 . 그러면 프린트할 작업이 기열에 놓입니다 . 
프린터의 부품 배치 설정 구성에 따라 화 상자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83페이지의 “부품 배치 ” 
참조 ).

• 부품 배치 활성화 설정이 끄기 (기본 설정 )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 화 상자가 표시되지 않고 작업이 
기판의 가운데에서 자동으로 빌드됩니다 .

• 부품 배치 활성화 설정을 켜기로 설정하는 경우 화 상자가 표시되고 작업의 빌드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31페이지의 그림 5-21 참조 ). 이 화 상자에는 프린터의 조형판을 나타내는 그래픽뿐만 
아니라 파란색 경계 상자 그래픽 (부품을 둘러싸는 가상 상자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터치스크린에
서 경계 상자를 끌어다 놓아 작업의 빌드 위치를 선택합니다 . 완료되면 화 상자에서 프린트 버튼을 
눌러 선택된 배치를 확인하고 빌드를 시작합니다 .

5. 빌드 페이지가 열리고 오븐이 작업에 해 지정된 재료 유형에 따라 결정되는 설정 온도까지 가열
되기 시작합니다 . 기다리십시오 . 

6. 오븐 및 액화 장치 팁이 온도에 도달한 후 프린터가 Z 제로 교정을 수행합니다 . 이 교정이 수행되
는 동안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에 “준비 중 ”이 표시됩니다 .

7. Z 제로 교정이 완료되면 프린터가 작업을 빌드하기 시작합니다 . 부품이 빌드되면서 빌드 상태 디
스플레이에 “빌드 중 ”이 표시됩니다 ( 122페이지의 “빌드 중에 제공되는 정보 ” 참조 ). 

8. 완료되면 , 완료된 부품을 프린터에서 제거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텍스트가 터치스크린에 표시됩
니다 ( 127페이지의 “빌드가 완료된 후 ” 참조 ).

참고 : 작업은 작업 기열에 나타나는 순서 로 빌드됩니다 . 특정 작업을 빌드하
려면 작업 기열에 첫 번째 항목으로 해당 작업이 나열되어야 합니다 . 작업 기
열 제어 버튼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작업 파일을 정렬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57페이지의 “작업 기열 편집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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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 중에 제공되는 정보

빌드 중에 해당 빌드에 관한 정보가 빌드 페이지의 두 영역에 표시됩니다 .

조형 작업 정보 패널은 워크스테이션 PC에서 프린터로 작업이 제출되는 동안 작업의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 
이 정보는 정적이며 참조만을 위한 것입니다 . 자세한 정보는 47페이지의 “조형 작업 정보 보기 ”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 

그림 5-13: 조형 작업 정보 패널 - 빌드 중

선택된 작업에 해 이 패널에 표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작업의 이름 .

• 작업의 예상 빌드 시간 .

• 작업을 제출한 사용자의 이름 .

• 작업과 연결된 모델 및 서포트 재료 .

빌드 페이지의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 섹션은 빌드 작업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두 부분의 그래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정보는 48페이지의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 이 그래픽의 빌드 상태 정보 부분은 선택된 작업 및/또는 빌드 작업에 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빌드의 
현재 상태와 관련한 텍스트가 그래픽의 상단 부분에 표시되지만 , 남은 빌드 시간은 그래픽의 하단 부
분에 표시됩니다 . 

• 바깥쪽 빌드 진행률 링은 표시된 빌드 정보와 부합합니다 . 또한 빌드가 진행되면서 , 빌드의 완료율은 
시계 방향으로 바깥쪽 진행률 링을 방사형으로 채워가며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

• 부품이 빌드되는 동안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 가운데에서 화면을 터치하면 , 표시되는 정보가 토글됩니
다 . 화면을 터치한 후 시간 예상 정보가 보기에서 숨겨지고 신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가 빌드의 총 
레이어 수와 비교하여 완료된 레이어 수를 표시합니다 . 다시 화면을 터치하면 처음에 표시된 시간 예
상 정보로 다시 토글됩니다 . 



123

그림 5-14: 조형 작업 상태 개요

빌드 경고

프린터가 빌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감지하는 경우 이 문제가 빌드 페이지의 알림 디스플레이 부분에 표시
됩니다 . 경고에 한 이유를 나타내는 텍스트와 함께 경고 /오류 심각도에 따라 노란색 또는 빨간색 알림 배지 아
이콘이 표시됩니다 . 화면의 텍스트를 터치하면 알림에 한 이유 및 경우에 따라 알림을 수정하는 단계를 나타내
는 화 상자가 열립니다 (42페이지의 그림 4-4 참조 ). 

경고 유형에 따라 알림 배지 아이콘이 재료 페이지의 재료 상태 아이콘에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 화면의 알림 배
지 아이콘을 터치하면 해당 재료의 재료 세부 정보 페이지가 열리고 경고 /오류의 원인을 나타내는 정보가 제공
됩니다 .

• 재료 로드 및 언로드 시 빌드를 시작하기 전에 해결해야 하는 로드 관련 경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 빌드 시작 시 프린터의 현재 재료 구성에 관한 다양한 경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프린터가 교정되지 
않았거나 , 프린터에 설치된 재료가 빌드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거나 , 빌드를 완료하기에 충분한 
재료가 프린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 

• 경우에 따라 , 이 경고로 인해 빌드를 시작할 수 없으며 먼저 문제를 해결해야 프린터가 부품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 

• 프린터가 빌드하고 있는 동안 다양한 일시 중지 및 취소 관련 경고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 
중 일부는 수동 일시 중지 또는 취소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 일부는 프린터가 자동으로 빌드를 일시 
중지 또는 취소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 경고 심각도에 따라 빌드를 재개할 수 있거나 재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표시될 수 있는 경고의 자세한 목록 및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한 지침은 199페이지의 “경고 및 오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참고 : 경고를 무시하고 빌드를 계속 진행하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 부품 빌드 품
질은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 모델 /서포트 재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경고
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

빌드 상태 정보

빌드 진행률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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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 일시 중지

빌드 중에 빌드 페이지의 일시 중지 버튼이 선택 가능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51페이지의 “일시 중지 버튼 ” 
참조 ). 프린터가 자동으로 일시 중지되거나 수동으로 이 버튼을 사용하여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

• 재료 스풀에 재료가 부족하거나 , 실패가 감지되는 등의 경우 자동으로 일시 중지됩니다 .

• 일시 중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수동으로 일시 중지됩니다 . 

프린터가 일시 중지되도록 지시를 받은 경우 : 

1. 현재 툴패스가 비교되고 , Z 스테이지가 약간 낮춰지고 , 헤드 어셈블리가 파킹됩니다 .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에 “일시 중지됨 ”이 표시됩니다 (그림 5-15 참조 ).

• 자동 일시 중지가 발생하는 경우 빌드 페이지의 알림 디스플레이 부분에 텍스트가 표시됩니다 . 화면
의 텍스트를 터치하면 일시 중지 상태에 한 이유 (예 : 빈 재료 스풀 )를 나타내는 화 상자가 열립
니다 . 이 상태를 수정한 다음 닫기 버튼을 눌러 화 상자를 끝내십시오 . (일시 중지 관련 경고 /오류 
및 해결 방법 지침은 206페이지의 “빌드 일시 중지 경고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일시 중지 버튼이 토글되고 신 플레이 버튼이 표시됩니다 . 빌드를 재개하려면 플레이 버튼을 누
릅니다 . 재개 명령이 프린터로 전송되어 빌드를 재개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림 5-15 참조 ). 

그림 5-15: 빌드 일시 중지됨

3. 빌드가 재개되면 , “빌드 중 ”이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일시 중지 버튼이 선택되지 않
은 상태로 표시됩니다 ( 51페이지의 표 4-3 참조 ). 

참고 : 프린터가 즉시 빌드를 재개하지는 않습니다 .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오븐 도어가 열리고 부품이 즉시 빌드를 재개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상황을 해결
하려면 빌드 페이지의 알림 디스플레이 부분에 표시되는 텍스트를 터치하여 오류
를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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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 취소

프린터가 빌드 중이면 직접 빌드 취소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법 :

1. 빌드 페이지의 취소 버튼이 선택 가능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51페이지의 “취소 버튼 ” 참조 ). 
취소 버튼을 누릅니다 . 

2. 취소를 확인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 화 상자의 수용 버튼을 눌러 취소
를 확인합니다 .

그림 5-16: 취소 확인 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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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 명령이 프린터로 전송되고 확인 화 상자가 닫힙니다 . 

4. Z 스테이지가 이동 범위 끝으로 이동합니다 . Z 스테이지가 이동 범위 끝에 도달하면 빌드 페이지
가 새로 고쳐지고 취소된 빌드 확인을 표시합니다 . “취소됨 ”이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에 표시됩
니다 (그림 5-17 참조 ). 

5. 조형 작업 제어 버튼이 숨겨지고 신 “프린트 취소됨 ”이 빌드 페이지의 이 부분에 표시됩니다 . 
화면에서 이 텍스트를 터치하면 취소된 빌드를 제거하고 다음 빌드를 준비하는 방법에 한 지침
이 있는 화 상자가 열립니다 (그림 5-17 참조 ).

그림 5-17: 빌드 페이지 빌드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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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가 완료된 후

빌드가 완료된 후 , 프린터가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 Z 스테이지가 낮춰지고 헤드 어셈블리가 파킹됩니다 .

•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에 “완료 ”가 표시됩니다 (그림 5-18). 

• 조형 작업 제어 버튼이 숨겨지고 신 “프린트 성공 ”이 빌드 페이지의 이 부분에 표시됩니다 . 화면에
서 이 텍스트를 터치하면 다음 빌드를 준비하는 방법에 한 지침이 있는 화 상자가 열립니다 . 

• 빌드 버튼이 녹색 확인 표시 아이콘을 표시하고 빌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그림 5-18: 프린트 성공 화 상자

참고 : 빌드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경고 표시기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 취소
관련 경고 /오류 및 해결 방법 지침은 208페이지의 “빌드 취소 오류 ” 내용을 참
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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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에서 부품 제거

프린터에서 부품을 제거하려면 :

1. 오븐 도어를 엽니다 .

2. 기판 방출 핸들을 아래로 눌러 기판을 풉니다 . 

3. 조형판에서 기판을 제거합니다 .

4. 주의하여 기판에서 부품을 제거합니다 .

경고 : 오븐 내 표면은 매우 뜨거울 수 있으므로 오븐 내에서 항목 취급 시 적절한
안전 장비를 착용하십시오 . 

주의 : 기판이 조형판에 있는 동안 기판에서 부품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 조형판이
나 조형판 레벨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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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기본값 변경

도구 페이지의 옵션을 통해 여러 공장 사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에 액세스하려면 네비게이션 
메뉴의 도구 버튼을 누릅니다 .

도구 페이지의 옵션은 다음과 같은 6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설정 , 교정 , 유지 관리 , 네트워크 , 전
원 및 조명 . 다음 지침에 지정된 기본값은 설정 페이지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를 열려면 도구 페이
지의 설정 버튼을 누릅니다 . 

기본 설정을 필요에 따라 조정한 후 , 이 페이지에서 왼쪽 상단 모서리의 뒤로 버튼을 눌러 끝내고 기본 설정 페이
지로 돌아오십시오 . 

작업 저장소

이전 작업 유지 설정은 빌드가 완료된 후 프린터의 이전 작업이 작업 기열에서 저장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81페이지의 “부품 기 ” 참조 ). 빌드한 내용을 프린터의 다른 사용자가 보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 , 이 설정으로 
빌드가 완료된 후 프린터의 이전 작업에 액세스하지 못하게 합니다 . 기본적으로 이 설정이 켜기로 설정되어 있으
므로 , 프린터의 이전 작업 파일이 작업 기열에 저장되고 빌드 완료 시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설정이 끄기로 설정되면 , 빌드 완료 시 프린터의 이전 작업 파일이 작업 기열에서 삭제됩니다 . 다시 빌드하
려면 작업 파일을 프린터로 다시 보내야 합니다 . 

이 설정을 구성하려면 이전 작업 유지 행에서 아무 데나 누르십시오 . 이전 작업 유지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이 페
이지의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설정을 켜기 , 끄기로 설정하십시오 . 

그림 5-19: 이전 작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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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빌드 위치

부품 배치 설정은 빌드를 시작하기 전에 기판에서 작업의 배치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83페이
지의 “부품 배치 ” 참조 ). 

이 설정을 구성하려면 부품 배치 행에서 아무 데나 누르십시오 . 부품 배치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이 페이지의 라
디오 버튼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설정을 켜기 , 끄기로 설정하십시오 . 

그림 5-20: 부품 배치 구성

기본적으로 이 설정은 켜기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 빌드를 시작하기 전에 기판에서 작업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
니다 ( 121페이지의 “빌드할 작업 선택 ” 참조 ). 빌드 시작 시 부품의 빌드 위치를 선택하라는 부품 배치 화 상
자가 표시됩니다 (그림 5-21 참조 ). 이 화 상자에는 프린터의 조형판을 나타내는 그래픽뿐만 아니라 파란색 경
계 상자 그래픽 (부품을 둘러싸는 가상 상자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터치스크린에서 경계 상자를 끌어다 놓아 
부품의 빌드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계 상자는 조형판 제한 밖에 놓을 수 없습니다 . 프린트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배치가 확인되고 빌드가 시작됩니다 . 

또한 “고스트 상자 ” 그래픽이 표시됩니다 . “고스트 상자 ”는 부품이 이전에 빌드된 위치를 나타냅니다 . 기록 지
우기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지워지고 , 모든 “고스트 상자 ” 항목이 제거됩니다 . 

이 설정이 끄기로 설정되면 , 부품 배치 화 상자가 빌드 시작 전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 단일 부품 작업은 기판의 
가운데에서 빌드되지만 , 팩은 GrabCAD Print 내에서 선택된 배치에 따라 빌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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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부품 배치 화 상자

표시 단위

기본적으로 UI는 영국식 단위 (인치 )를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 UI에 미터법 단위가 나타나도
록 필요에 따라 이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단위 설정은 프린터가 구성된 단위 유형 (영국식 또는 미터법 )을 결정합니다 . 이 설정을 구성하려면 단위 행에
서 아무 데나 누르십시오 . 단위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이 페이지의 라디오 버튼을 사용하여 영국식 및 미터법 단
위 간에 선택하십시오 .

그림 5-22: 단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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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 온도 제어

오븐 모델링 온도는 프린터에 로드된 재료 유형 (모델 및 서포트 )에 의해 결정됩니다 . 이 온도는 프린터의 소프
트웨어가 제어하며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일부 오븐 온도 기능은 제어할 수 있습니다 . 

기 모드 설정은 빌드 완료 후 프린터가 에너지 절감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86페이지의 “
기 모드 ” 참조 ). 에너지 절감기 옵션이 선택된 경우 (즉 , 기 모드가 켜짐 ) 프린터의 오븐은 빌드 완료 2시간 
후 자동으로 종료되고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 빠른 시작 라디오 버튼이 선택된 경우 (즉 , 기 모드가 꺼짐 ) 프린
터의 오븐은 빌드 완료 후 60시간 동안 계속 켜지고 오븐 온도는 재료의 빌드 온도로 유지됩니다 .

이 설정을 구성하려면 기 모드 행에서 아무 데나 누르십시오 . 기 모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이 페이지의 라
디오 버튼을 사용하여 에너지 절감기 옵션을 켜기 , 끄기로 설정하십시오 .

그림 5-23: 기 모드 구성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밝기

화면 밝기 설정을 통해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87페이지의 “화면 밝기 ” 참조 ). 기
본적으로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는 약 80% 밝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설정을 구성하려면 화면 밝기 행에서 아무 데나 누르십시오 . 화면 밝기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슬라이더 그래
픽을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밝기를 조정하십시오 . 오른쪽으로 밀면 밝아지고 , 왼쪽으로 밀면 어두워집니다 . 화
면 밝기를 0%(완전히 어두움 )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 화면 밝기 페이지를 끝낸 후 구성된 밝기가 화면 밝기 
행에서 퍼센트로 표시됩니다 . 

그림 5-24: 화면 밝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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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언어

기본적으로 UI의 텍스트는 영어로 표시됩니다 . 하지만 , UI가 다른 언어를 표시하도록 필요에 따라 이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영어 외에 스페인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이탈리아어 , 러시아어 , 중국어 및 일본어로 표시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언어 설정은 UI가 구성되는 언어를 결정합니다 . 이 설정을 구성하려면 언어 행에서 아무 데나 누르십시오 . 언어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페이지 오른쪽을 따라 있는 스크롤바를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언어 목록을 보십시오 . 원하
는 언어에 해당하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

그림 5-25: 언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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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상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다양한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각 내용을 표시합니다 .

• 헤드 계기판 상태

• 재료 상태

• 온도 상태

•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버전

• 기타 프린터 정보

헤드 계기판 상태

프린터는 마지막으로 헤드가 교체된 이후 헤드를 통해 압출된 재료의 총량을 추적하고 표시합니다 . 헤드 계기판 
값은 헤드의 헤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정보를 찾으려면 네비게이션 메뉴에서 재료 버튼
을 누릅니다 . 재료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하나는 모델 헤드에 해당하고 다른 하나는 서포트 헤드에 해당되는 두 
개의 헤드 상태 아이콘이 이 페이지에서 디스플레이 영역의 상단 부분에 표시됩니다 . 화면에서 이러한 아이콘 중 
하나를 터치하면 헤드의 헤드 세부 정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 65페이지의 “헤드 세부 정보 보기 ” 참조 ). 선택된 
헤드에 한 계기판 정보는 헤드 세부 정보 페이지의 오른쪽 절반에 표시됩니다 ( 65페이지의 그림 4-26 참조 ). 

헤드 상태 아이콘은 헤드의 계기판에 따라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될 수 있습니다 ( 63페이지의 표 4-6 참조 ). 헤드
가 계기판 관련 정보에서 비롯되는 경고 또는 오류 상태인 경우 수반되는 경고 /오류 알림이 재료 페이지에 표시됩
니다 ( 210페이지의 “헤드 경고 ” 및 210페이지의 “헤드 오류 ” 참조 ). 노란색 컬러링이 있는 아이콘은 경고를 
나타내고 , 헤드가 계기판 제한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 빨간색 컬러링이 있는 아이콘은 오류를 나타내고 , 
헤드가 계기판 제한을 초과했음을 알려줍니다 . 계기판 제한을 초과한 헤드를 계속 사용할 수는 있지만 , 부품 품질
이 예측 가능하지 않게 되므로 헤드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고 및 오류 상태는 헤드가 교체될 때까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나타나고 , 사용자는 각 빌드 시작 전에 이러한 상태와 관련된 알림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료 상태

프린터에 설치 /삽입된 각 재료 스풀의 현재 상태는 재료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 정보를 찾으려면 :

1. 네비게이션 메뉴에서 재료 버튼을 누릅니다 . 재료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2. 이 페이지의 디스플레이 영역에는 프린터 모델에 따라 두 개 또는 네 개의 재료 상태 아이콘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 

• F170 프린터의 경우 두 개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왼쪽 아이콘은 프린터의 모델 재료와 관련되고 오
른쪽 아이콘은 프린터의 서포트 재료와 관련됩니다 . 아이콘 상단에 표시된 숫자는 재료 스풀이 설치 /
삽입되는 재료 베이 (1 또는 2)를 나타냅니다 . 컬러 막 (아이콘 가운데 안에 표시됨 ) 및 퍼센트 (아
이콘 하단에 표시됨 )는 스풀의 현재 재료 볼륨을 나타냅니다 . 스풀의 재료 유형 이름은 아이콘 하단
에 표시됩니다 .

• F270 및 F370 프린터의 경우 네 개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맨 왼쪽 아이콘 두 개는 프린터의 모델 재
료와 관련되고 맨 오른쪽 아이콘 두 개는 프린터의 서포트 재료와 관련됩니다 . 아이콘 상단에 표시된 
숫자는 재료 스풀이 설치 /삽입되는 재료 베이 (1 ~ 4,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를 나타냅니다 . 컬러 막

(아이콘 가운데 안에 표시됨 ) 및 퍼센트 (아이콘 하단에 표시됨 )는 스풀의 현재 재료 볼륨을 나타
냅니다 . 스풀의 재료 유형 이름은 아이콘 하단에 표시됩니다 .

3. 화면에서 이러한 아이콘 중 하나를 터치하면 재료의 재료 세부 정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 71페이
지의 “재료 세부 정보 보기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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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재료 상태 위치

아이콘 및 필라멘트 경로에는 상태에 따라 다양한 색상 및 강조 표시된 상태가 나옵니다 (자세한 
상태 설명은 68페이지의 표 4-7 참조 ). 컬러링은 모델 및 서포트 재료 아이콘 둘 다와 관련이 있
습니다 . 

• 파란색 테두리 - 올바른 재료 스풀이 해당 재료 베이에 삽입되었음을 나타내고 , 파란색 필라멘트 경로
는 스풀의 재료가 헤드에 로드되고 빌드에 사용하도록 선택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 회색 (테두리 없음 ) - 솔리드 회색 아이콘은 올바른 재료 스풀이 해당 재료 베이에 삽입되었음을 나타
내고 , 회색 필라멘트 경로는 스풀의 재료가 헤드에 로드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 회색 (점선 테두리 ) - 회색 점선 테두리와 회색 점선 필라멘트 경로가 있는 가운데가 검은색인 아이콘
은 빈 재료 베이를 나타냅니다 .

• 노란색 - 노란색 아이콘은 문제/경고를 나타냅니다(자세한 내용은 199페이지의 “경고 및 오류” 참조). 

• 솔리드 노란색이 함께 나오는 0% 부피는 빈 재료 스풀을 나타냅니다 .

• 필라멘트 경로 내 알림 배지가 있는 노란색 테두리는 올바른 재료 스풀이 해당 재료 베이에 삽입되
었지만 스풀의 필라멘트가 필라멘트 유무 스위치에 의해 감지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 아이콘 가운데에 알림 배지가 있는 노란색 테두리 및 애니메이션 필라멘트 경로는 해당 재료 스풀
의 필라멘트가 헤드에서 언로드 중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 

• 빨간색 - 빨간색 아이콘은 오류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199페이지의 “경고 및 오류 ” 참조 ).

• 아이콘 가운데에 알림 배지가 있는 빨간색 테두리는 재료 스풀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냅니다(즉, 라
이센스가 없거나 연결된 헤드 유형과 호환되지 않음 ).

• 필라멘트 경로 가운데에 알림 배지가 있는 빨간색 테두리는 로드 관련 오류를 나타냅니다 . 

• 세미 솔리드 빨간색 아이콘은 재료 스풀의 메모리 칩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때 오류가 발생했으며 
이 스풀을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 

• 솔리드 회색 아이콘은 재료 베이와의 통신이 가능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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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상태

오븐 온도

오븐의 온도는 유지 관리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 정보를 찾으려면 :

1. 네비게이션 메뉴에서 도구 버튼을 누릅니다 . 도구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2. 도구 페이지에서 유지 관리 버튼을 누릅니다 . 유지 관리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3. 페이지에서 챔버 행을 찾습니다 . 프린터의 현재 온도 및 세트 포인트 오븐 챔버 온도가 이 행에 표
시됩니다 . 

그림 5-27: 유지 관리 페이지 오븐 챔버 온도 

헤드 온도

재료 페이지에서 모델 및 서포트 헤드에 관한 온도 정보를 보려면 :

1. 네비게이션 메뉴에서 재료 버튼을 누릅니다 . 재료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2. 이 페이지의 시보드 영역에는 두 개의 헤드 상태 아이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하나는 모델 헤
드에 해당하고 다른 하나는 서포트 헤드에 해당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63페이지의 “헤드 상태 
아이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세트 포인트 온도와 비교하여 헤드의 현재 온도가 아이콘의 하단 
부분에 표시됩니다 . 

3. 화면에서 이러한 아이콘 중 하나를 터치하면 헤드의 헤드 세부 정보 페이지가 열립니다 . 동일한 
온도 정보가 모델 및 서포트 헤드 모두에 해 이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

그림 5-28: 재료 페이지 헤드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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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버전

프린터를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의 버전 정보는 유지 관리 페이지를 통해 액
세스할 수 있습니다 . 

1. 유지 관리 페이지에 액세스하려면 도구 페이지의 유지 관리 버튼을 누릅니다 ( 78페이지의 “도구 
페이지 작업 ” 참조 ).

2. 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행을 찾습니다 ( 93페이지의 “유지 관리 ” 참조 ). 

3. 프린터의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행에 표시됩니다 . 

그림 5-29: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버전 정보

참고 :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는 컨트롤러 보드에 있는 플래시 장치에 설치되며 , 워
크스테이션 PC에 설치된 GrabCAD Print 소프트웨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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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정 및 조정

이 장에서는 F123 시리즈의 기본 교정 및 조정 절차에 해 설명합니다 . 이 장에 설명된 버튼 /페이지는 교정 페
이지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교정 페이지를 열려면 네비게이션 메뉴에서 도구 버튼을 누릅니다 . 도구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78페이지의 “도
구 페이지 작업 ” 참조 ). 도구 페이지에서 교정 버튼을 선택합니다 . 교정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그림 6-1: 교정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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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교정

프린터의 교정 상태는 팁 교정 행에 표시됩니다 . 프린터의 교정 상태에 따라 교정됨 또는 교정 안 됨이 표시됩니다 . 

팁 교정 행에서 아무 데나 누르면 다양한 팁 교정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립니다 . 프린터 팁이 교
정될 때까지 프린터에서 부품을 빌드할 수 없습니다 . 

그림 6-2: 팁 교정

팁 교정 페이지에는 수동 팁 교정뿐만 아니라 자동 팁 교정 수행에 한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옵션 
중 하나와 연결된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해당 특정 교정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각 교정 절차는 교정 절차 수행 
프로세스로 안내를 해주는 마법사 형태로 제공됩니다 . 

그림 6-3: 팁 교정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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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팁 교정

팁 오프셋 값은 X, Y 및 Z 방향에서 모델과 서포트 팁 간의 거리입니다 . 정확한 팁 오프셋 값은 서포트 툴패스가 
모델 툴패스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보장합니다 . 팁 오프셋 값이 정확하지 않으면 부품 안에 서포트 재
료가 들어가거나 부품이 부적합하게 서포트되는 등 부품 품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자동 팁 교정은 모델 팁에 상 적으로 서포트 팁을 등록하고, 빌드 중에 모델 및 서포트 재료 간에 변경할 때 헤드 
및 Z 축의 위치 지정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 이 교정은 프린터 헤드 중 하나가 교체될 때마다 자동으로 수행됩
니다 . 프린터의 전원을 켜야 교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헤드 교체 후 다음 빌드 시작 전에 교정이 수행됩니다 . 
헤드 케이블이 풀리고 해당 헤드에서 완전히 분리된 경우 , 자동 팁 교정 수행을 트리거합니다 . 헤드에 케이블 다
시 연결 후 그리고 다음 빌드 시작 전에 교정이 수행됩니다 . 

자동 팁 교정을 수행하려면 :

1. 새로운 기판을 조형판에 놓고 기판 방출 핸들을 위로 들어 올려 빌드 위치에 기판을 잠급니다 .

2. 도구 > 교정 > 팁 교정으로 이동하여 팁 교정 페이지를 엽니다 . 
그림 6-4와 유사한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3. 자동 팁 교정 옵션을 보려면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 

그림 6-4: 자동 팁 교정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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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린터가 자동 팁 교정을 수행합니다 . 이 프로세스는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으므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림 6-5: 팁 오프셋 교정

5. 교정 프로세스 완료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 완료 시 페이지 헤더에서 마침 버튼을 누릅니다 .

그림 6-6: 자동 팁 교정 완료

참고 : 교정이 실패하면 , “ 팁 오프셋을 교정하지 못함 ” 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
팁이 교정될 때까지 프린터에서 부품을 빌드할 수 없습니다 . 팁을 막고 있거나
교정 상을 덮고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자동 팁 교정을 다시 시도합니다 .
교정이 다시 실패하면 수동 팁 교정을 수행합니다 (지침은 142페이지의 “수동
팁 교정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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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팁 교정

팁 오프셋 값은 X, Y 및 Z 방향에서 모델과 서포트 팁 간의 거리입니다 . 정확한 팁 오프셋 값은 서포트 툴패스가 
모델 툴패스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보장합니다 . 팁 오프셋 값이 정확하지 않으면 부품 안에 서포트 재
료가 들어가거나 부품이 부적합하게 서포트되는 등 부품 품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수동 팁 교정은 모델과 서포트 팁 간에 X, Y, Z 거리를 설정합니다 . 이 교정에서는 빌드된 후 교정 부품을 분석하
고 프린터를 교정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프린터에 수정 값을 수동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수동 팁 교정을 수행하려면 :

1. 교정 부품을 프린트합니다 . 수정 값을 결정하기 위해 이 부품을 분석하게 됩니다 .

A. 새로운 기판을 조형판에 놓고 기판 방출 핸들을 위로 들어 올려 빌드 위치에 기판을 잠급니다 .

B. 도구 > 교정 > 팁 교정으로 이동합니다 . 수동 팁 교정 옵션의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 위
치는 그림 6-3 참조 ).

C. 교정 부품 프린트 페이지가 표시되고 (그림 6-7에 표시된 로 ) 프린터가 자동으로 해당 구
성에 한 올바른 교정 부품을 선택합니다 .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 

그림 6-7: 교정 부품 프린트 페이지



143

D. 프린터의 부품 배치 설정이 켜져 있는 경우 ( 83페이지의 “부품 배치 ” 참조 ) 부품 배치 페이
지가 표시됩니다 . 교정 부품 위치가 고정되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 프린트 버튼을 누릅니다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지워지고 , 모든 “고스트 상자 ” 항목이 제거됨 ). 

E. 교정 부품이 프린트되기 시작합니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준비 중 ” 다음에 “빌드 중 ”이 
표시됩니다 . 

F. 교정 부품이 완료되면 “완료 ”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됩니다 . 조형판에서 기판을 제거
합니다 . 수정 값을 결정하기 위해 기판의 부품을 분석하게 됩니다 .

G.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 수동 팁 교정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

그림 6-8: 수동 팁 교정 페이지

참고 : 프린터가 “준비 중 ”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은 현재 오븐 챔버 온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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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린터에 필요한 XY 오프셋 조정을 결정합니다 .

A. 돋보기 (웰컴 키트에 포함됨 )를 사용하여 , 서포트 교정 툴패스 및 정렬 표시기 간 관계를 보
고 X 및 Y 축 교정을 결정합니다 .

B. 각 측면 (X1, X2, Y1, Y2)에서 서포트 툴패스가 X-Y 정렬 표시기 사이 맨 가운데에 해당되는 위
치를 확인합니다 (그림 6-9 또는 그림 6-10 참조 ). 교정 부품의 숫자는 1/1000인치 (예 : 4 = 
0.004인치 )를 나타냅니다 .

그림 6-9: 교정 부품

그림 6-10: 교정 부품

교정 부품

정렬 표시기

서포트 툴
패스

판독값이 0인 교정 부품의 확 된 단일 측면 .

0에서 가장 
가운데

교정 부품

서포트 툴패스 , 
4에서 가장 가
운데

0에서 가
운데에 있
지 않음

서포트 툴패스는 4에서 정렬 표시기 사이의 가장 가운데에 있어 
X1 = 0.004의 조정을 나타냅니다 .

정렬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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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동 팁 교정 페이지에서 화면의 배율 아이콘 네 개 모두를 밀어 정렬 표시기 사이 서포트 툴
패스가 가장 가운데에 있게 되는 위치에 맞춥니다 . 델타 X 및 델타 Y 필드는 수행된 조정을 
반영하도록 변경됩니다 . 

• 델타 X 및 델타 Y 값 둘 다가 -0.002 ~ +0.002인치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프린터가 교정되고 조정
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음 그림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허용 오차 내 XY 오프셋을 보여줍니다 . 
3단계를 진행합니다 .

그림 6-11: XY 오프셋 - 조정 필요 없음

참고 : 각 측면 (X1, X2, Y1, Y2)에 해 하나의 오프셋 값을 선택해야 합니다 .

배율 아이콘 
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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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타 X 또는 델타 Y 값이 -0.002 ~ +0.002인치의 범위 밖에 있는 경우 프린터에 조정이 필요합니
다 . 다음 그림은 0.0050인치의 델타 X 값 및 -0.0030인치의 델타 Y 값 둘 다가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음을 보여줍니다 . 

그림 6-12: XY 오프셋 - 조정 필요

D.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정 부품을 다시 빌드해야 합니다 . 방법 :

• 조정 값을 입력한 후, 수동 팁 교정 페이지에서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버튼 위치는 그림 6-8 참조). 
교정 조정이 저장됩니다 .

• 수동 팁 교정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마침 버튼을 누릅니다(버튼 위치는 그림 6-8 참조). 

• 1단계를 반복하여 교정 부품을 빌드합니다 . 

• 2단계의 지침을 반복합니다. 계속하여 XY 오프셋을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델타 X 및 델타 Y 값 둘 
다가 허용 오처 내에 있을 때까지 재조정합니다 . 허용 오차는 -0.002 ~ +0.002 인치 이내입니다 . 

E. X 및 Y에 한 교정 툴패스가 허용 오차 내에 있으면 Z 오프셋 조정 (3단계 )을 진행합니다 . 

참고 : 지우기 버튼을 사용하여 적용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입력된 조정 값을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버튼을 누르면 값이 저장되고 프린터의 교정 설정에는 입력
된 조정 값이 반영됩니다 . 적용 버튼을 누르기 전에 조정 값이 올바르도록 조정 값
입력 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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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Z 오프셋 조정을 확인합니다 .

A. 교정 부품의 내부 사각형에서 서포트 레이어를 벗깁니다 .

B. 캘리퍼스 또는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하여 사각형의 각 면에서 서포트 레이어의 두께를 측정합
니다 . 각 면의 가운데에서 측정합니다 . 모서리 근처에서 측정하면 값이 부정확하게 됩니다 .

C. 네 개 측정값의 평균값을 구합니다 . 이 값은 Z 오프셋 측정을 위해 입력할 숫자입니다 . 

그림 6-13: 서포트 레이어 제거 및 측정

D. 프린터에 설치된 모델 팁의 슬라이스 높이에 한 참조로 표 6-1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C단계
에서 얻은 평균과 이 값을 비교할 것입니다 .

표 6-1: 모델 팁 슬라이스 높이

E. C단계에서 측정한 값이 모델 팁 슬라이스 높이의 ±0.0005인치 (0.01mm) 내에 있는 경우
(표 6-1 참조 ) 프린터가 Z 축에 해 교정되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4단계를 진행합
니다 .

F. C단계에서 측정한 값이 모델 팁 슬라이스 높이의 ±0.0005인치 (0.01mm) 내에 있지 않은 경
우 (표 6-1 참조 ) 수동 팁 교정 페이지의 위쪽 및 아래쪽 버튼을 사용하여 Z 오프셋 조정을 입
력해야 합니다 . 각 버튼 누르기는 1/10000인치에 해당합니다 . 

모델 팁
슬라이스 높이

(인치 ) 슬라이스 높이 (mm)

T14 0.010 0.254

여기에서 서포트 
레이어 벗기기

여기에서 서포트 레이어 측정
(4면 모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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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단계에서 구한 값이 팁의 슬라이스 높이보다 작은 경우 아래쪽 버튼을 사용하여 이 값을 입력합니
다 . 예를 들어 , 슬라이스 높이가 0.010인치 (0.254mm)인 팁에 해 평균 0.0080인치 (0.2032mm)
를 측정한 경우 0.0080(0.2032)이 슬라이스 높이 필드에 표시될 때까지 아래쪽 버튼을 누릅니다 . 

그림 6-14: Z 오프셋 조정 

• C단계에서 구한 값이 팁의 슬라이스 높이보다 큰 경우 위쪽 버튼을 사용하여 이 값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 슬라이스 높이가 0.010인치 (0.254mm)인 팁에 해 평균 0.0120인치 (0.3048mm)
를 측정한 경우 0.0120(0.3048)이 슬라이스 높이 필드에 표시될 때까지 위쪽 버튼을 누릅니다 . 

그림 6-15: Z 오프셋 조정 

영국식 단위 미터법 단위

Z 오프셋 조정용 
아래쪽 버튼 

영국식 단위 미터법 단위

Z 오프셋 조정용 
위쪽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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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Z 오프셋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정 부품을 다시 빌드해야 합니다 . 방법 :

• Z 오프셋 조정을 입력한 후, 수동 팁 교정 페이지에서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버튼 위치는 그림 6-8 
참조 ). 교정 조정이 저장됩니다 .

• 수동 팁 교정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마침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 위치는 그림 6-8 참조 ). 

• 1단계를 반복하여 교정 부품을 빌드합니다 . 

• 3단계의 지침을 반복합니다. 서포트 레이어가 모델 팁 슬라이스 높이 ±0.0005인치(0.01mm)와 일
치할 때까지 계속하여 Z 오프셋을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 

4. XY 및 Z에 한 조정을 마치면 수동 팁 교정 페이지에서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 화면이 잠깐 표시
되고 교정 조정이 저장됩니다 . 수동 팁 교정 페이지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마침 버튼을 눌러 
페이지를 끝냅니다 . 

참고 : 지우기 버튼을 사용하여 적용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입력된 조정 값을 재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버튼을 누르면 값이 저장되고 프린터의 교정 설정에는 입력
된 조정 값이 반영됩니다 . 적용 버튼을 누르기 전에 조정 값이 올바르도록 조정
값 입력 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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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교정

프린터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다시 교정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 부적절하게 교정된 터치스크린으로 인해 
버튼 정확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교정을 수행할 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터치스크린을 다시 교정하려면 : 

1. 도구 페이지에서 교정 버튼을 선택하여 교정 페이지를 엽니다 .

2. 터치스크린 교정 행에서 아무 데나 누릅니다 .

그림 6-16: 터치스크린 교정 행

3. 터치스크린 다시 교정을 원하는지 묻는 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 수용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 

그림 6-17: 터치스크린 다시 교정 확인 페이지

주의 : 정밀한 교정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교정 수행 시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해
야 합니다 . 손가락으로 이 교정을 수행하지 마십시오 .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연필 지우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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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터치스크린 다시 교정에 한 지침이 화 상자에 표시됩니다 . 스타일러스를 사용하여 , 표시된 
교정 포인트의 가운데에서 화면을 터치합니다 . 나머지 교정 포인트에 해 이 프로세스를 반복합
니다 (화면의 4개 모서리 각각에 해 1포인트 ).

5. 완료되면 교정 설정이 저장되고 화 상자가 닫힙니다 . 교정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 

그림 6-18: 터치스크린 교정 절차

참고: 화 상자의 가운데에 표시된 그래픽은 터치스크린 교정 시간이 초과되기까
지 남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 검은색 부분이 시계 방향으로 회색 원의 외곽을 채웁
니다 . 그래픽의 검은색 부분이 완전한 원이 되기 전에 화면에 표시된 교정 포인트
를 터치해야 합니다 . 표시되는 4개 교정 포인터 각각에 해 타이머가 재설정됩니
다 . 화면을 교정하지 않고 페이지를 끝내려면 그래픽의 검은색 부분이 완전한 원
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 화 상자가 닫히고 교정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

교정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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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 갠트리 교정

프린터는 초기화 및 시작 프로세스의 일부로 XY 갠트리 교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이 교정
은 갠트리를 이동하여 빌드 엔벨로프 전체에서 제 로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조형판과 비교하여 갠트리의 
참조를 결정합니다 . 프린터 전원이 켜질 때마다 , 자동으로 이 교정을 수행합니다 . XY 갠트리 교정은 X 축과 Y 
축의 홈 위치를 찾습니다 . 홈 위치는 프린터가 모든 이동에 해 참조하는 설정 위치입니다 .

XY 갠트리 교정 수행 시 프린터는 낮은 속도에서 X 및 Y 축에서 전체 이동 범위까지 헤드를 이동시킵니다 . 홈 지
정 프로세스는 오류 발생 후 활발히 서보 모터를 모니터링하면서 명령 실행된 모션 컨트롤과 함께 기계적 하드 스
탑을 사용합니다 . XY 갠트리 홈 지정이 완료된 후 , X 및 Y에서 이동 범위는 상한 및 하한과 비교되고 , 이동이 해
당 제한을 벗어나는 경우 오류가 생성됩니다 .

네 가지 갠트리 하드 스탑 위치 모두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명령 실행 모션은 동일합니다 . 컨트롤러는 각 하드 
스탑 위치에 한 상한 시간 및 거리를 설정합니다 . 이러한 제한은 예상되는 매개 변수 내에서 하드 스탑 연동이 
일어나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 

Z 제로 교정

각 작업이 빌드되기 전에 프린터가 자동으로 Z 제로 교정을 시작합니다 . 이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동안 사용자 인
터페이스의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에 “준비 중 ”이 표시됩니다 ( 48페이지의 “빌드 상태 디스플레이 ” 참조 ). 빌
드가 시작되기 전에 Z 제로 교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이 교정은 사용자 개입이 필요하지 않고 모델 팁과 기판 
간 참조 포인트를 설정하여 빌드의 첫 번째 레이어에 한 적절한 배치를 보장합니다 .

Z 제로 교정을 수행할 때 모델 팁의 퍼지가 수행됩니다 . 그런 다음 헤드가 조형판 후면 위에 배치되고 모델 팁이 
굴절될 때까지 Z 스테이지가 위로 이동됩니다 . 이 굴절은 토글 센서를 교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그런 다음 이 프
린터가 200°C(392°F) 아래 온도로 모델 팁을 냉각시킵니다 . 냉각된 후 , 모델 팁이 굴절될 때까지 해당 사분면 내
에서 Z 스테이지를 위로 이동하여 빌드 트레이의 4사분면 각각마다 한 번씩 네 번의 팁 터치를 프린터가 수행합
니다 . 그런 다음 네 번의 팁 터치의 평균 Z 스테이지를 기반으로 Z 제로 위치 지정이 결정됩니다 . 프린터가 Z 제
로 위치를 설정합니다 .

참고 : Z 제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 네 번의 팁 터치 중 어느 것이 평균보다 0.01”
멀리 있는 경우 홈 지정이 실패하고 빌드가 “기판이 평평하지 않음 ” 오류와 함께
중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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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와이프 높이 조정

필요한 도구

• 3mm 육각렌치

팁 와이프 높이 조정

1. 프린터 전원을 끕니다 . 164페이지의 “전원 끄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전면 상단 커버를 엽니다 .

3. 오븐 도어를 엽니다 .

4. 수동으로 모델 팁 와이프 어셈블리 (왼쪽 ) 위에서 모델 헤드 (왼쪽 )를 앞뒤로 이동합니다 . 브러
시 및 플리커 둘 다가 팁 커버와 닿는지 확인합니다 .

5. 필요한 경우 팁 와이프 높이를 조정합니다 .

A.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오븐 인클로저 후면에서 팁 와이프 마운팅 나사를 풉니다 . 
그림 6-19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B. 브러시 및 플리커의 상단이 헤드 팁 커버의 하단에 바로 닿도록 팁 와이프 높이를 조정합니다 .

C. 팁 와이프 어셈블리 마운팅 나사를 조입니다 .

D. 수동으로 헤드를 앞뒤로 이동하여 브러시와 플리커가 심한 저항 없이 팁 커버에 닿는지 확인
합니다 .

6. 서포트 헤드 (오른쪽 ) 및 서포트 팁 와이프 어셈블리 (오른쪽 )에 해 4단계와 5단계를 반복합
니다 .

그림 6-19: 팁 와이프 세부 정보
                                                            

장갑 : 오븐 인클로저 또는 다른 고온 영역 내에서 유지 관리 수행 시 항상 장갑
을 착용하십시오 .

참고 : 서포트 팁 와이프 어셈블리의 높이를 확인 /조정할 때 토글 막 가 낮은 위
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팁 커버

플리커

브러시

조정 나사

모델 헤드

서포트 헤드

모델 팁 와이프

서포트 팁 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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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7 유지 관리

이 장에서는 F123 시리즈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유지 관리 작업에 해 설명합니다 .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는 Insight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워크스테이션 PC에서 업데이트 파일로 이
동하여 수동으로 업데이트하거나 GrabCAD Print를 통해 전송되는 푸시 알림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수동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따르는 경우 프린터를 업그레이드 모드로 전환하고 ( 95페이지의 “소프트
웨어 업데이트 ” 참조 ) 워크스테이션 PC에서 저장된 위치의 업그레이드 파일로 이동하여 설치합니다 . 자동 업데
이트 프로세스를 따르는 경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사용 가능함을 알려주는 GrabCAD Print의 알림을 받게 
됩니다 . 그런 다음 화면상의 프롬프트 및 지침을 따라 업그레이드를 설치합니다 . 이러한 방법 중 하나를 통해 컨
트롤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 하지만 GrabCAD Print 방법이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

GrabCAD PRINT 방법

GrabCAD Print를 통해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 http://help.grabcad.com/article/196-printer-
firmware-management로 이동하여 “프린터의 펌웨어 업데이트 ”에 한 절차를 따릅니다 .

INSIGHT 소프트웨어 방법

프린터의 네트워크 연결이 약하거나 자동 업데이트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컨트롤러 소프
트웨어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1. 도구 페이지의 유지 관리 버튼을 눌러 유지 관리 페이지를 엽니다 (78페이지의 그림 4-34 참조 ).

2. 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행을 찾습니다 . 이 행에서 아무 데나 눌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페이지를 엽니다 (95페이지의 그림 4-67 참조 ).

3.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페이지가 열리고 프린터가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모드로 전환되
므로 ,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린터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모드에 있는 
동안 터치스크린에 다음이 표시됩니다 .

참고 :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작업 기열에서 모든 작업 파일이 
지워집니다 (샘플 기열 (내부 저장소 ) 내 파일은 보존됨 ). 소프트웨어 업그레
이드를 완료한 후 , 프린터로 작업을 다시 보내야 합니다 . 

http://help.grabcad.com/article/196-printer-firmware-management
http://help.grabcad.com/article/196-printer-firmware-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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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모드의 프린터

4. 워크스테이션 PC의 시작 메뉴에서 모든 프로그램 > Insight (설치된 버전 ) > Control Center 
(설치된 버전 )로 이동하거나 Control Center 바로 가기 (사용 가능한 경우 )를 두 번 클릭합니다 . 

5. Control Center에서 서비스 탭을 선택합니다 . 드롭다운 메뉴에서 F370 시리즈 프린터가 선택되
었는지 확인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그림 7-2: Control Center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참고 : 모든 최근 교정 데이터 (예 : 팁 오프셋 값 )뿐만 아니라 프린터 설정 및 구
성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 중에 자동으로 보존됩니다 . 이더넷이나 
Wi-Fi 연결을 통해 작업 기열에 전송되거나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프린터
로 전송된 파일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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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trol Center가 프린터와의 연결을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 연결이 설정되면 워크스테이션 PC
의 파일 탐색기가 열립니다 . 

7. .upg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파일 위치로 이동합니다 .

8. 다운로드할 .upg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 Control Center가 소프트웨어를 프린터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 Control Center 창 하단뿐만 아니라 터치스크린에도 진행률이 표시됩니다 .

그림 7-3: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진행률

9.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프린터에 성공적으로 다운로드되면 Control Center 창 하단에 표시기가 
나타납니다 .

그림 7-4: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다운로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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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터치스크린이 새로 고쳐져서 프린터가 업그레이드 파일을 확인 중임을 나타냅니다 . 

그림 7-5: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확인

11. 확인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프린터가 자동으로 재부팅되고 업그레이드 파일 설치를 시작합니다 . 
설치 프로세스 중에 다양한 출력이 터치스크린에 표시됩니다 . 

12.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설치되고 프린터가 일반 시작 프로세스를 실시하고 자동으로 
XY 갠트리 교정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07페이지의 “프린터 전원 켜기 ” 참조 ). 

참고 : 확인 프로세스는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으므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설치 프로세스는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으므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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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 (.CFG) 파일 내보내기
시스템에 오류 확인 코드가 표시되는 경우 , 시스템에서 구성 (.cfg) 파일을 내보내 고객 지원부로 보내야 할 수 있
습니다 .

GrabCAD PRINT 방법

시스템 구성 파일 내보내기에 한 자세한 지침을 보려면 http://help.grabcad.com/article/196-printer-firmware-
management로 이동하여 “프린터 구성 내보내기 ”에 한 절차를 따릅니다 .

INSIGHT 소프트웨어 방법

1. 워크스테이션 PC의 시작 메뉴에서 모든 프로그램 > Insight (설치된 버전 ) > Control Center 
(설치된 버전 )로 이동하거나 Control Center 바로 가기 (사용 가능한 경우 )를 두 번 클릭합니다 . 

2. Control Center에서 서비스 탭을 선택합니다 . 드롭다운 메뉴에서 F370 시리즈 프린터가 선택되
었는지 확인하고 내보내기 구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그림 7-6: Control Center 내보내기 구성

3. 구성 파일을 저장하려는 디렉터리로 이동합니다 .

4.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5. Control Center를 닫습니다 .

http://help.grabcad.com/article/196-printer-firmware-management
http://help.grabcad.com/article/196-printer-firmware-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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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관리 일정

최적의 시스템 작동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표 7-1에는 F123 시리즈에 
한 일반 유지 관리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 각 작업에 한 자세한 지침은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

표 7-2에는 다양한 교체 소모품에 한 부품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 Stratasys 또는 지역의 Stratasys 사무소에서 
교체 부품 주문 시 이 표에 나열된 부품 번호를 사용하십시오 . 

표 7-1: 유지 관리 일정

표 7-2: 교체 소모품

경고 : 오븐 내에서 작업 시 항상 적절한 열기 보호복을 입으십시오 . 

매주 매월 필요 시 유지 관리 작업

X 160페이지의 “오븐 챔버 청소 ”

X 160페이지의 “조형판 청소 ”

X 161페이지의 “팁 와이프 어셈블리 청소 /검사 ”

X 163페이지의 “프린터의 외부 표면 청소 ”

X 163페이지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청소 ”

부품 번호 설명

123-00300 모델 헤드 (표준 )

123-00300 서포트 헤드 (표준 )

123-00307 PLA 모델 헤드 

123-00301 PLA 냉각 모듈

123-00302 F170 기판 1 박스 /16

123-00303 F270 기판 1 박스 /16

123-00304 F370 기판 1 박스 /16

123-00305 팁 커버 키트 - 4세트

123-00306 2팩의 팁 와이프 어셈블리 ( 161페이지의 “팁 와이프 어셈블리 청소 /검사 ” 참조 ).



160

주별 유지 관리
오븐 챔버 청소

퍼지 슈트는 폐기를 위해 팁 와이프 어셈블리에서 오븐 챔버 바닥까지 퍼지된 재료 파편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었
습니다 . 그런 다음 퍼지된 재료 파편은 조형판 아래 오븐 챔버 바닥에 모입니다 . 오븐 챔버에 여분의 재료 파편이 
쌓이게 하지 마십시오 . 그러면 프린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매주 오븐 챔버를 청소하여 빌드 재료 파편과 먼지
를 제거하십시오 . 필요한 경우 표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이 영역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하게 쌓이면 필
요에 따라 오븐 챔버를 진공청소기로 청소합니다 . 

조형판 청소

강철 조형판은 부품이 빌드되는 수평면을 제공합니다 (조형판 개요는 27페이지의 그림 3-7 참조 ). 기판은 기판 방
출 핸들로 조형판에 단단히 부착됩니다 . 파편이 조형판에 모이면 기판 부착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1. 조형판에서 기판을 제거합니다 .

• 기판 방출 핸들을 아래로 눌러 조형판에서 기판을 풉니다 . 

• 조형판에서 기판을 밉니다 .

2. 조형판 입구에 떨어진 퍼지된 재료 파편을 주의하여 제거합니다 . 

• 표준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조형판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

경고 : 오븐 챔버 청소 시 항상 안전 장갑을 착용하고 긴 소매의 옷을 입으십시오 .
구성 요소가 뜨거우며 가장자리가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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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유지 관리

팁 와이프 어셈블리 청소 /검사

팁 와이프 어셈블리를 한 달에 한 번 청소해야 합니다 . 이 어셈블리를 청소하는 중에 플리커 /브러시 어셈블리가 
마모되지 않았는지 검사하고 마모가 발견되면 필요에 따라 교체하십시오 . 

팁에서 재료가 퍼지되면 , 팁 와이프 어셈블리의 플리커 부분이 팁의 입구를 가로질러 통과하면서 퍼지된 재료를 
작은 부분으로 자릅니다. 그런 다음 팁 와이프 어셈블리의 브러시 부분이 팁의 입구를 가로질러 통과하면서 팁과 
팁 커버를 청소합니다 . 따라서 , 플리커는 팁이 해당 표면과 접촉하는 위치에서 마모되며 , 결국에는 팁이 플리커
를 완전히 통과하기에 충분한 홈이 생기게 됩니다 . 홈이 생긴 플리커는 퍼지 재료를 제 로 자를 수 없습니다 . 이
와 마찬가지로 , 재료가 브러시의 털 사이에 끼어 엉겨 붙게 됩니다 . 엉겨 붙은 털은 팁이나 팁 커버를 제 로 청
소할 수 없습니다 . 어셈블리의 플리커 부분에서 상당한 크기의 홈이 생긴 경우 또는 털이 엉겨 붙는 현상 (브러
시로 제거할 수 없음 )이 어셈블리의 브러시 부분에 확실히 보일 때마다 팁 와이프 어셈블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 
팁 와이프 어셈블리는 단일 유닛으로 교체됩니다 .

팁 와이프 어셈블리를 청소하고 해당 구성 요소를 검사하려면 :

1. 프린터가 중지 (유휴 상태 )되었고 빌드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2. 오븐 도어를 엽니다 .

3. 위치 지정 핀을 통과할 때까지 모델 쪽 팁 와이프 어셈블리를 위로 들어 올려 제거합니다 .

그림 7-7: 팁 와이프 어셈블리 제거

뜨거운 표면 : 오븐 냉각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구성 요소가 뜨거울
수 있습니다 . 웰컴 키트에서 제공된 안전 장갑을 착용하고 나머지 모든 단계를 수
행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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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단계를 반복하여 서포트 쪽 팁 와이프 어셈블리를 제거합니다 .

5. 위치 핀 주변 표면을 청소하고 검사합니다 . 팁 와이프 어셈블리가 표면에서 같은 높이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

6. 팁 와이프 어셈블리의 플리커 부분을 검사합니다 . 플리커의 상단 가장자리는 곧아야 하며 과도한 
홈 /마모가 있지 않아야 합니다 . 

7. 팁 와이프 어셈블리의 브러시 부분을 검사합니다 . 브러시 털에 마모의 흔적이 없어야 하며 (즉 , 
털 패턴에 홈 없음 ) 확연하게 털이 뭉치지 않아야 합니다 . 털이 마모되어도 모든 털의 상단 가장
자리가 균등하면 괜찮습니다 .

8. 과도하게 마모된 경우 팁 와이프 어셈블리 중 하나나 둘 다를 교체합니다 교체 어셈블리 주문에 
한 자세한 내용은 표 7-2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 어셈블리의 구성 요소는 개별적으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 플리커나 브러시가 과도하게 마모된 경우 
전체 팁 와이프 어셈블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

그림 7-8: 팁 와이프 어셈블리 세부 정보

9. 어셈블리를 위치 지정 핀에 놓고 아래로 밀어 서포트 쪽 팁 와이프 어셈블리를 다시 설치합니다 .

10. 9단계를 반복하여 모델 쪽 팁 와이프 어셈블리를 다시 설치합니다 . 

참고 : 헤드가 퍼지 영역 위에 있는 경우 팁 와이프 어셈블리를 제거하는 데 방해
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단 커버를 열고 수동으로 헤드를 퍼지 영역에서 멀어지게 
이동하십시오 . 

팁 와이프 어셈블리

플리커

브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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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른 유지 관리
프린터의 외부 표면 청소

프린터의 외부 표면 (도어 및 패널 )에 먼지가 쌓일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 터치스크린 디스
플레이를 제외하고 , 외부 도어 및 패널은 약간 적신 극세사 천 (웰컴 키트에서 제공됨 )을 사용하여 청소할 수 있
습니다 . 이 천은 약간만 적셔서 물이 프린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물이 너무 많으면 내부 구성 요소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청소

필요에 따라 , 얼룩과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LCD 클리너와 웰컴 키트에서 제공된 극세사 천을 사용하여 터치스
크린 디스플레이를 청소합니다 .

적당량의 LCD 세척액을 제공된 극세사 천에 적시고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의 외부 표면을 부드럽게 닦아 표면
을 청소합니다 . 과도한 습기는 디스플레이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에 직접 LCD 클리너
를 뿌리지 말고 이 클리너를 극세사 천에 묻히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 : 암모니아 및 /또는 알코올이 포함된 클리너를 사용하면 터치스크린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 적합한 LCD 세척액과 극세사 천 (웰컴 키트에 포함됨 )만을 사
용하여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청소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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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교체 가능 유닛
다음 서비스 절차에서는 F123 시리즈 프린터의 고객 교체 가능 유닛에 한 교체 지침에 해 설명합니다 . 

전원 끄기

프린터 전원 끄기

1.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 위치는 107페이지의 그림 5-1 참조 ).

2.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에서 수용을 누릅니다 .

3. 프린터의 전원이 꺼질 때까지 25초 정도 기다립니다 .

4. 시스템 후면에서 AC 전원 코드를 뺍니다 .

그림 7-9: AC 전원 코드 위치

경고 : 프린터에서 AC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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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패널

필요한 도구

• 3mm 육각렌치

후면 패널 제거

1. 프린터 전원을 끕니다 . 164페이지의 “전원 끄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후면 패널 마운팅 나사 (16)를 제거합니다 . 그림 7-10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

3. 후면 패널에는 프린터 프레임에 걸 수 있는 브래킷이 있습니다 . 프린터에서 후면 패널을 위로 들
어 올린 후 당겨서 제거합니다 .

그림 7-10: 후면 패널 마운팅 나사 위치

후면 패널 설치

1. 측면 패널의 홈에 후면 패널 행거 브래킷을 삽입합니다 . 그림 7-10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프레임의 마운팅 구멍과 후면 패널을 맞춥니다 . 그림 7-10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3.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후면 패널 마운팅 나사 (16)를 느슨하게 설치합니다 . 그림 7-10 내용
을 참조하십시오 .

4. 후면 패널 마운팅 나사 (16)를 조입니다 .

후면 패널을 제거하려면 AC 전원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 후면 패널이 제거된 상태

에서 AC 전원 코드를 꼽지 마십시오 .

마운팅 나사행잉 브래킷



166

오른쪽 및 왼쪽 측면 패널

필요한 도구

• 5mm 육각렌치

측면 패널 제거

1. 프린터 전원을 끕니다 . 164페이지의 “전원 끄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후면 패널을 제거합니다 . 165페이지의 “후면 패널 제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3. 5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후면 패널 마운팅 나사 (각 패널에서 6개 )를 제거합니다 . 그림 7-11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7-11: 측면 패널 마운팅 나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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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면 측면 패널만 : 후면 측면 패널은 프린터 프레임 안에 고정되는 스탠드오프로 제자리에 장착
됩니다 . 프린터에서 패널을 밖으로 밀어 고정 스탠드오프를 빼냅니다 . 그림 7-12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

그림 7-12: 후면 측면 패널 고정 스탠드오프 세부 정보

5. 프린터에서 측면 패널을 제거합니다 .

측면 패널 설치

1. 프린터 프레임의 구멍에 측면 패널 고정 스탠드오프를 삽입하고 마운팅 나사 구성에 맞춰질 때까
지 패널을 제자리에 밀어 넣습니다 . 그림 7-12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5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마운팅 나사 (6)를 다시 설치합니다 . 그림 7-11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고정 스탠드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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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상단 커버

필요한 도구

• 2mm 육각렌치

전면 상단 커버 제거

1. 프린터 전원을 끕니다 . 164페이지의 “전원 끄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오븐 도어를 열어 전면 상단 커버 래치를 풉니다 .

3. 전면 상단 커버를 엽니다 .

4. 2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크로스바에서 힌지 마운팅 나사 (4)를 제거합니다 . 그림 7-13 내용을 참조
하십시오 .

그림 7-13: 전면 상단 커버 힌지 마운팅 나사 위치

5. 전면 상단 커버를 위로 올리고 프린터에서 빼내 제거합니다 .

전면 상단 커버 설치

1. 크로스바의 마운팅 위치와 전면 상단 커버 힌지를 맞춥니다 . 그림 7-13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2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힌지 마운팅 나사 (4)를 다시 설치합니다 . 그림 7-13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

3. 전면 상단 커버를 닫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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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상단 커버

필요한 도구

• 2.5mm 육각렌치

후면 상단 커버 제거

1. 프린터 전원을 끕니다 . 164페이지의 “전원 끄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오븐 도어를 열어 상단 커버 래치를 풉니다 .

3. 전면 상단 커버를 엽니다 .

4. 2.5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후면 상단 커버를 크로스바에 고정하는 나사 (2)를 제거합니다 .

5. 후면 상단 커버를 뒤로 밀어 프린터에서 제거합니다 . 그림 7-14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7-14: 후면 상단 커버 제거

후면 상단 커버 설치

1. 크로스바의 마운팅 구멍 (2)과 후면 상단 커버를 맞춥니다 .

2. 2.5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후면 상단 커버를 크로스바에 고정하는 나사 (2)를 설치합니다 . 
그림 7-14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3. 전면 상단 커버를 닫습니다 .

4. 오븐 도어를 닫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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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2 VDC ATX 전원 공급 장치

필요한 도구

• 3mm 육각렌치

3.3/5/12 VDC ATX 전원 공급 장치 제거

1. 프린터 전원을 끕니다 . 164페이지의 “전원 끄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후면 패널을 제거합니다 . 165페이지의 “후면 패널 제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3. 전원 공급 장치에서 입력 전원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

4. I/O 보드 (J16, J19, J20, J29)에서 전원 공급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

5.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전원 공급 브래킷 마운팅 나사를 제거합니다 . 그림 7-15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

6. 브래킷을 돌리고 약간 들어 올려 전자 베이에서 전원 공급 장치를 제거합니다 .

7. 브래킷에서 전원 공급 장치를 제거합니다 .

그림 7-15: 3.3/5/12 VDC ATX 전원 공급 장치 마운팅 위치

3.3/5/12 VDC ATX 전원 공급 장치 설치

1. 마운팅 브래킷을 새로운 전원 공급 장치에 끼웁니다 .

2. 전자 베이 패널의 홈이 난 구멍에 전원 공급 장치 브래킷의 하단 탭을 삽입합니다 . 전원 공급 장치를 
마운팅 방향으로 돌립니다 .

3.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전원 공급 장치 브래킷의 상단에 단일 마운팅 나사를 다시 설치합니다 . 

4. I/O 보드 (J16, J19, J20, J29)에 전원 공급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

5. 3.3/5/12 VDC ATX 전원 공급 장치에 입력 전원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

6. 전원 공급 장치의 스위치가 켜기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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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후면 패널을 다시 설치합니다 . 165페이지의 “후면 패널 설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오븐 서미스터

필요한 도구

• 3mm 육각렌치

오븐 서미스터 제거

1. 프린터 전원을 끕니다 . 164페이지의 “전원 끄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후면 패널을 제거합니다 . 165페이지의 “후면 패널 제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3. 오른쪽 후면 측면 패널을 제거합니다 . 166페이지의 “오른쪽 및 왼쪽 측면 패널 ”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

4. I/O 보드 (J36)에서 서미스터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

5.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오븐 벽에 서미스터를 고정하는 마운팅 나사 (1)를 제거합니다 .
그림 7-16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6. 프린터에서 서미스터를 제거합니다 . 그림 7-16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7-16: 서미스터 세부 정보

오븐 서미스터 설치

1. 오븐 서미스터를 마운팅 위치와 맞추고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마운팅 나사 (1)를 다시 설치
합니다 . 그림 7-16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프린터를 통해 오븐 서미스터 와이어를 연결하고 I/O 보드 (J36)에 다시 연결합니다 .

3. 오른쪽 후면 측면 패널을 다시 설치합니다 . 167페이지의 “측면 패널 설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4. 후면 패널을 다시 설치합니다 . 165페이지의 “후면 패널 설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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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베이

필요한 도구

• 2.5mm 육각렌치

재료 베이 제거

1. 재료를 언로드합니다 . 114페이지의 “재료 언로드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재료 베이 서랍을 엽니다 .

3. 재료 베이 서랍 리드를 벗겨서 엽니다 .

4. 재료 베이에서 기존 재료 스풀을 제거합니다 .

5. 사용된 재료 스풀을 밀폐된 백에 넣어 밀봉합니다 .

6. 재료 베이 리드를 닫습니다 .

7. 재료 베이 서랍을 닫습니다 .

8. 프린터 전원을 끕니다 . 164페이지의 “전원 끄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9. 후면 패널을 제거합니다 . 165페이지의 “후면 패널 제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10. 해당되는 재료 베이 후면에서 잠금 탭을 눌러서 잡고 재료 튜브를 풉니다 .

11. 재료 베이에서 재료 튜브를 분리하고 잠금 탭을 풉니다 . 그림 7-17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7-17: 재료 튜브 분리

12. 재료 드라이브 컨트롤러 보드 커넥터에서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 그림 7-17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잠금 탭 재료 드라이브 
컨트롤러 보드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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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료 베이 서랍을 엽니다 .

14. 2.5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재료 베이 마운팅 나사 (2)를 제거합니다 . 그림 7-18 내용을 참조
하십시오 .

15. 재료 베이를 살짝 기울여 들어 올리고 열린 서랍에서 제거합니다 . 그림 7-18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7-18: 재료 베이 제거

재료 베이 설치

1. 재료 베이를 열린 서랍에서 살며시 설치합니다 . 그림 7-18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2.5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서랍 상단에 재료 베이를 고정하는 마운팅 나사를 조입니다 . 
그림 7-18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3. 재료 베이 서랍을 닫습니다 .

4. 프린터 후면에서 재료 드라이브 컨트롤러 보드 커넥터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 그림 7-17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5. 잠금 탭을 눌러서 잡고 재료 베이 후면에 필라멘트 튜브를 설치합니다 . 그림 7-17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

6. 재료 베이 서랍을 열고 프린터의 후면에서 필라멘트 튜브를 봅니다 . 필라멘트 튜브가 간섭 없이 
제 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7. 재료 베이에 재료 스풀을 설치합니다 .

8. 재료 베이를 닫고 걸쇠를 겁니다 .

9. 재료 베이 서랍을 닫습니다 .

10. 후면 패널을 설치합니다 . 165페이지의 “후면 패널 설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11. 프린터 전원을 켭니다 . 107페이지의 “프린터 전원 켜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12. 재료를 로드합니다 . 110페이지의 “재료 로드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주의 : 재료 베이 측면의 스풀 인터페이스 보드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
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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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교체

헤드가 1500 빌드 시간 (계기판 제한 )에 도달하는 경우 , 경고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되고 헤드의 헤드 상
태 아이콘이 재료 페이지에서 빨간색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 계기판 제한을 초과한 헤드를 계속 사용할 수는 있지
만 , 부품 품질이 예측 가능하지 않게 되므로 헤드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델 또는 서포트 헤드 교체에 한 
지침은 118페이지의 “표준 헤드 교체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PLA 헤드 교체에 한 프로세스는 표준 헤드 교체에 한 프로세스와 약간 다릅니다 . PLA 재료로 빌드 시 특수 
PLA 헤드가 사용됩니다 . PLA 헤드는 갠트리 내 모델 헤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냉각 모듈은 PLA 모델 헤드
와 함께 사용되며 갠트리 내 서포트 헤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PLA 모델 헤드는 모델과 서포트 재료 모두를 
압출합니다 . PLA 헤드 또는 연결된 냉각 모듈 교체에 한 지침은 119페이지의 “PLA 헤드 교체 ”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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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리본 케이블

필요한 도구

• 3mm 육각렌치

헤드 리본 케이블 제거

1. 프린터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상단 커버를 엽니다 .

2. 갠트리 인클로저 전면으로 X 브리지를 이동합니다 .

3. 재료 및 서포트 헤드 상단에서 헤드 리본 케이블 커넥터 (2)를 분리합니다 . 그림 7-19 내용을 참조
하십시오 .

4. 프린터 전원을 끕니다 .

5. 후면 패널을 제거합니다 . 165페이지의 “후면 패널 제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6. I/O 보드 (J6 및 J7)에서 헤드 리본 케이블 커넥터 (2)를 분리합니다 . 그림 7-19 내용을 참조하십
시오 .

그림 7-19: 헤드 리본 케이블 연결

참고 : 다시 설치 후 자동 교정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프린터의 전원을 켠 동안 
헤드 리본 케이블을 분리해야 합니다 .

모델 헤드 J6 서포트 헤드 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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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토글 어셈블리 후면에서 전면 리본 케이블 브래킷 마운팅 나사 (3)를 
제거합니다 . 재설치용으로 나사를 남겨둡니다 . 그림 7-20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7-20: 전면 리본 케이블 브래킷 마운팅 나사 위치

8. 프린터 프레임 후면 , 상단에서 후면 리본 케이블 브래킷을 들어 올려 떼어 냅니다 . 그림 7-21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7-21: 후면 리본 케이블 브래킷 마운팅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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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프린터에서 헤드 리본 케이블과 케이블 브래킷을 제거합니다 . 그림 7-22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7-22: 헤드 리본 케이블 및 브래킷

헤드 리본 케이블 설치

1. 프린터 프레임 후면 , 상단의 컷아웃에 후면 리본 케이블 브래킷을 설치합니다 . 그림 7-21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마운팅 나사 (3)를 설치하고 전면 리본 케이블 브래킷을 토글 어셈블
리 후면에 조입니다 . 그림 7-20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3. I/O 보드 (J6 및 J7)에 후면 헤드 리본 케이블 커넥터 (2)를 연결합니다 . 그림 7-19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

4. 재료 및 서포트 헤드에 전면 헤드 리본 케이블 커넥터 (2)를 연결합니다 . 그림 7-19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

5. 후면 패널을 설치합니다 . 165페이지의 “후면 패널 설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6. 상단 커버를 닫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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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필요한 도구

• 3mm 육각렌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제거

1. 프린터 전원을 끕니다 . 164페이지의 “전원 끄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디스플레이 패널 브래킷에 터치스크린을 고정하는 마운팅 나사 (1)를 
제거합니다 . 그림 7-23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3. 터치스크린을 살짝 들어 올려 디스플레이 패널 브래킷에서 스탠드오프 패스너 (4)를 떼어 냅니다 . 
그림 7-23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4. 터치스크린을 받친 상태로 , 기울이면서 브래킷에서 떼어 내어 터치 연장 케이블과 디스플레이 케
이블을 디스플레이 후면에서 분리합니다 .

5. 터치스크린을 살짝 물러나게 하여 프린터에서 제거합니다 . 그림 7-23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7-23: 터치스크린 마운팅 나사 위치

주의 :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의 커넥터와 케이블은 파손되기 쉽습니다 . 과도하게
힘을 주면 커넥터 핀 또는 전선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참고 : 플랫 디스플레이 케이블 커넥터는 파손되기 쉽습니다 . 앞뒤로 흔들지 말고 , 
동시에 커넥터 모서리를 둘 다 똑바로 당겨서 빼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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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설치

1. 터치 연장 케이블과 디스플레이 케이블을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후면에 다시 연결합니다 .

2. 터치스크린의 스탠드오프 패스너 (4)를 마운팅 플레이트의 해당되는 슬롯에 맞추고 완전히 장착
될 때까지 아래로 가볍게 누릅니다 . 그림 7-24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7-24: 마운팅 플레이트 슬롯 및 정렬

3.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터치스크린 마운팅 나사 (1)를 다시 설치합니다 . 그림 7-23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참고 : 커넥터의 윤이 나는 면을 디스플레이에서 떨어지게 놓습니다 .

플랫 디스플레이 케이블 커넥터는 파손되기 쉽습니다 . 앞뒤로 흔들지 말고 , 동시
에 커넥터 모서리를 둘 다 똑바로 밀어 넣으십시오 .

참고 : 스탠드오프 패스너 네 개 중 일부가 제 로 설치되지 않으면 브래킷 상단의 
마운팅 나사 구성이 맞춰지지 않게 됩니다 .

참고 : 터치스크린 교정은 적절한 터치스크린 작동이 확인된 후 수행해야 합니다 . 
150페이지의 “터치스크린 교정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마운팅 
플레이트 슬롯

스탠드오프 
패스너

마운팅 나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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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및 왼쪽 측면 오븐 송풍기

필요한 도구

• 2.5mm 육각렌치

• 3mm 육각렌치

오븐 송풍기 제거

1. 프린터 전원을 끕니다 . 164페이지의 “전원 끄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후면 패널을 제거합니다 . 165페이지의 “후면 패널 제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3. 측면 패널을 제거합니다 . 166페이지의 “오른쪽 및 왼쪽 측면 패널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4. 오른쪽 오븐 송풍기만 : 2.5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가운데 쪽 베젤을 고정하는 마운팅 나사 (2)
를 제거하고 프린터에서 이를 제거합니다 .

그림 7-25: 가운데 쪽 베젤 마운팅 나사 위치

5. I/O 보드에서 오븐 송풍기 모터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J39 - 오른쪽 송풍기 , J37 - 왼쪽 송풍기 ).

참고 : 손쉬운 설치를 위해 와이어 연결 구성을 기록해 두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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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오븐 프레임에 송풍기 어셈블리를 고정하는 마운팅 나사 (5)를 제거
합니다 . 그림 7-26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7. 프린터에서 송풍기 어셈블리를 제거합니다 . 그림 7-26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7-26: 오른쪽 측면 송풍기 어셈블리 마운팅 나사 위치

오븐 송풍기 어셈블리 설치

1.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송풍기 어셈블리 마운팅 나사 (5)를 다시 설치합니다 . 그림 7-26 내용
을 참조하십시오 .

2. 송풍기 모터 케이블이 제 로 연결되고 타이 랩으로 고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3. I/O 보드에 팬 송풍기 모터 케이블 커넥터를 다시 연결합니다 (J39 - 오른쪽 송풍기 , J37 - 왼쪽 
송풍기 ).

4. 오른쪽 오븐 송풍기만 : 2.5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프린터의 측면 베젤을 고정하는 마운팅 나
사 (2)를 다시 설치합니다 .

5. 측면 패널을 다시 설치합니다 . 167페이지의 “측면 패널 설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6. 후면 패널을 다시 설치합니다 . 165페이지의 “후면 패널 설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참고 : 오른쪽 오븐 송풍기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 왼쪽 송풍기 절차는 오른쪽과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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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 도어 개스킷

필요한 도구

• 드라이버 또는 유사 도구

오븐 도어 개스킷 제거

1. 프린터 전원을 끕니다 . 164페이지의 “전원 끄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오븐 도어를 엽니다 .

3. 오븐 인클로저의 입구 주위에 있는 구멍에서 개스킷 핀을 뽑아 냅니다 . 그림 7-27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

4. 오븐 인클로저의 입구 아래에 있는 구멍에서 개스킷 끝을 당겨 빼냅니다 . 그림 7-27 내용을 참조
하십시오 .

5. 프린터에서 오븐 개스킷을 제거합니다 . 

그림 7-27: 오븐 도어 개스킷 세부 정보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도어 제거됨 )

오븐 도어 개스킷 설치

1. 오븐 인클로저의 입구 주위에 있는 구멍에 개스킷 핀을 삽입합니다 .

2. 드라이버 또는 유사 도구를 사용하여 오븐 인클로저의 입구 아래에 있는 구멍에 개스킷 끝을 넣습
니다 .

3. 오븐 도어를 닫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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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드라이브 벨트

필요한 도구

• 3mm 육각렌치

• 작은 일자 드라이버

Z 드라이브 벨트 제거

1. 프린터 전원을 끕니다 . 164페이지의 “전원 끄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후면 상단 커버를 제거합니다 . 169페이지의 “후면 상단 커버 제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3. 갠트리 인클로저 내부에서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Z 모터 마운팅 나사 (4)를 풉니다 . 그림 7-28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7-28: Z 모터 마운팅 나사 위치

4.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압축 스프링에서 Z 모터 장력 브래킷을 살짝 들어 올려 벨트 장력을 
느슨하게 풉니다 . 그림 7-29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7-29: Z 벨트 장력 풀기

5. 벨트 장력이 풀린 상태에서 도르래에서 Z 드라이브 벨트를 제거하고 프린터에서 빼냅니다 .



184

Z 드라이브 벨트 설치

1.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압축 스프링에서 Z 모터 장력 브래킷을 살짝 들어 올려 벨트 장력을 
느슨하게 풉니다 . 그림 7-29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Z 드라이브 벨트를 Z 모터 풀리에 설치합니다 .

3. Z 드라이브 벨트를 Z 축 리드 스크류 도르래에 설치합니다 .

4. 장력 브래킷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제거하여 Z 벨트에 한 적절한 장력을 복원합니다 .

5. 리드 스크류 도르래를 두 번 돌려 도르래 둘 다에서 Z 드라이브 벨트를 맞춥니다 .

6.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Z 모터 마운팅 나사 (4)를 조입니다 . 그림 7-28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7. 후면 상단 커버를 다시 설치합니다 . 169페이지의 “후면 상단 커버 설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8. 전면 상단 커버를 닫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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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벨로우

필요한 도구

• 3mm 육각렌치

Y 벨로우 제거

1. 프린터 전원을 끕니다 .

2. 전면 상단 커버를 엽니다 .

3. 전면 Y 벨로우 어셈블리를 제거합니다 . 그림 7-30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A. 오븐 프레임 전면에 전면 벨로우 리테이너를 고정하는 클립 (4)을 제거합니다 .

B. X 브리지 어셈블리 트레이 전면에 전면 벨로우 리테이너를 고정하는 클립 (4)을 제거합니다 .

C. 갠트리 인클로저에서 전면 Y 벨로우 및 리테이너를 제거합니다 .

D. 재설치용으로 Y 벨로우 리테이너를 남겨둡니다 .

4. 후면 Y 벨로우 어셈블리를 제거합니다 . 그림 7-30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A. 오븐 프레임 후면에 후면 벨로우 리테이너를 고정하는 클립 (4)을 제거합니다 .

B.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X 브리지 어셈블리 트레이 후면에 후면 벨로우 리테이너를 고정
하는 나사 (3)를 제거합니다 .

C. 갠트리 인클로저에서 후면 Y 벨로우 및 리테이너를 제거합니다 .

D. 재설치용으로 Y 벨로우 리테이너를 남겨둡니다 .

그림 7-30: Y 벨로우 세부 정보

참고 : 필요에 따라 X 브리지를 이동하여 Y 벨로우 마운팅 클립 및 나사에 접근합
니다 .

전면 Y 벨로우후면 Y 벨로우 클립 (12)

리테이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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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벨로우 설치

1. Y 벨로우 리테이너를 새로운 Y 벨로우에 끼웁니다 .

2. 갠트리 인클로저 전면으로 X 브리지를 이동합니다 .

3. 전면 Y 벨로우 어셈블리를 X 브리지와 오븐 프레임에 고정하는 전면 및 후면 클립 (8)을 설치합니다 . 
그림 7-30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4. 오븐 프레임 후면에 후면 Y 벨로우 어셈블리를 고정하는 후면 클립 (4)을 설치합니다 . 그림 7-30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5.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X 브리지 어셈블리 트레이 후면에 후면 벨로우 리테이너를 고정하는 
나사 (3)를 설치합니다 . 그림 7-30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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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 조명

필요한 도구

• 3mm 육각렌치

• 작은 일자 드라이버

오븐 조명 제거

1. 프린터 전원을 끕니다 . 164페이지의 “전원 끄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오븐 도어를 엽니다 .

3. 오븐 인클로저 위의 오븐 조명 두 측면 모두에서 상단 개스킷 핀을 제거합니다 . 오븐 도어 개스킷 
상단을 일시적으로 옮겨 오븐 조명에 접근합니다 . 

4.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오븐 조명 마운팅 나사 (2) 및 고정 브래킷을 제거합니다 . 그림 7-31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5. 오븐 조명을 약간 이동하여 오븐 조명 케이블 커넥터에 접근합니다 .

6. 오븐 조명 케이블 커넥터를 분리하여 프린터에서 제거합니다 . 필요한 경우 ,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케이블 커넥터 탭을 떼어 냅니다 . 그림 7-31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7-31: 오븐 조명 세부 정보

케이블 커
넥터 탭

오븐 조명 고정 브래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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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 조명 설치

1. 느슨한 케이블 커넥터를 오븐 조명에 연결합니다. 녹색 와이어가 있는 케이블을 조명 가운데 쪽으로 
놓습니다 . 그림 7-32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7-32: 오븐 조명 케이블 세부 정보

2. 여분의 케이블을 베젤 입구에 넣고 오븐 조명을 해당 마운팅 위치에 밀어 넣습니다 . 필요한 경우 
갠트리 내부에서 케이블을 당겨 늘어지지 않게 합니다 .

3. 오븐 인클로저 위의 입구에 오븐 조명을 삽입합니다 .

4.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고정 브래킷과 오븐 조명 마운팅 나사 (2)를 설치합니다 . 그림 7-31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5. 오븐 조명의 두 측면 모두에 상단 개스킷 핀을 다시 설치합니다 .

6. 오븐 도어를 닫습니다 .

7. 프린터 전원을 켭니다 .

녹색 와이어 
방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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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 도어 카메라

필요한 도구

• 3mm 육각렌치

오븐 도어 카메라 제거

1. 프린터 전원을 끕니다 . 164페이지의 “전원 끄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오븐 도어를 엽니다 .

3.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오븐 도어 상단의 구멍을 통해 카메라 어셈블리 마운팅 나사 (1)를 제
거합니다 . 그림 7-33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4. 살짝 카메라 어셈블리를 약간 옮겨서 카메라 후면의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

5. 프린터에서 카메라 어셈블리를 제거합니다 . 그림 7-33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7-33: 카메라 어셈블리 마운팅 나사 위치

참고 : 카메라 렌즈를 만지지 마십시오 . 필요한 경우 , 깨끗한 극세사 천으로 카메
라 렌즈를 닦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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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하여 마운팅 브래킷에서 카메라를 제거합니다 . 마운팅 브래킷을 남겨둡니다 . 그림 7-34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7-34: 카메라 세부 정보

오븐 도어 카메라 설치

1. 마운팅 브래킷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 그림 7-34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카메라 후면의 커넥터에 카메라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

3.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오븐 도어 상단의 구멍을 통해 마운팅 나사를 설치하고 카메라 어셈
블리를 고정합니다 . 그림 7-33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참고 : 카메라 렌즈를 만지지 마십시오 . 필요한 경우 , 깨끗한 극세사 천으로 
카메라 렌즈를 닦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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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 도어 래치

필요한 도구

• 2.5mm 육각렌치

• 4mm 소켓 렌치

오븐 도어 래치 제거

1. 프린터 전원을 끕니다 . 164페이지의 “전원 끄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오븐 도어를 엽니다 .

3. 2.5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내부 도어 패널 마운팅 나사 (11)를 제거합니다 . 그림 7-35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4. 도어 어셈블리에서 내부 도어 패널을 돌려 제거합니다 . 피벗 암을 살짝 눌러 도어 어셈블리에서 
빼냅니다 . 그림 7-35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7-35: 내부 도어 패널 마운팅 나사 위치

피벗 암 (2) 내부 도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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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어 래치 어셈블리 솔레노이드 케이블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

6. 도어 래치 어셈블리 센서 케이블 커넥터 (2)를 분리합니다 .

7. 4mm 소켓 렌치를 사용하여 , 도어 래치 어셈블리 마운팅 너트 (2)를 제거합니다 . 그림 7-36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8. 오븐 도어에서 도어 래치 어셈블리를 제거합니다 . 그림 7-36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7-36: 도어 래치 어셈블리 마운팅 너트 위치

9. 2.5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센서 브래킷 마운팅 나사 (2)를 제거합니다 . 그림 7-37 내용을 참
조하십시오 .

10. 래치 어셈블리에서 센서와 브래킷을 제거하고 재설치용으로 남겨둡니다 . 그림 7-37 내용을 참조
하십시오 .

그림 7-37: 도어 래치 센서 마운팅 브래킷 세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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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 도어 래치 설치

1. 2.5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센서 브래킷 마운팅 나사 (2)를 설치하고 오븐 도어 래치 어셈블리
에 센서 마운팅 브래킷을 고정합니다 . 그림 7-37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4mm 소켓 렌치를 사용하여 , 도어 래치 어셈블리 마운팅 나사 (2)를 설치하고 오븐 도어 어셈블리 
안에 도어 래치 어셈블리를 고정합니다 . 그림 7-36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3. 도어 래치 어셈블리 센서 케이블 커넥터 (2)를 연결합니다 .

4. 도어 어셈블리에 내부 도어 패널을 설치합니다 . 그림 7-38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A. 내부 도어 패널을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이고 도어 프레임 양쪽에 있는 하단 홈에 피벗 너트를 
삽입합니다 .

B. 피벗 너트가 도어 프레임에 완전히 장착될 때까지 도어 패널을 가볍게 누릅니다 .

C. 도어 어셈블리 쪽으로 도어 패널 상단을 회전합니다 . 피벗 암을 살짝 눌러 도어 프레임 양쪽
에 있는 상단 홈에 삽입합니다 .

D. 도어 패널을 닫고 패널과 프레임 마운팅 구멍이 맞춰졌는지 확인합니다 .

그림 7-38: 내부 오븐 도어 패널 세부 정보

5. 2.5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내부 도어 패널 마운팅 나사 (11)를 설치합니다 . 그림 7-35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6. 오븐 도어를 닫습니다 .

피벗 
너트 홈

피벗 
암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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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블록

필요한 도구

• 3mm 육각렌치

제거 절차

1. 재료를 언로드합니다 .

2. 프린터 전원을 끕니다 . 164페이지의 “전원 끄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3. 압축 피팅을 느슨하게 풀고 튜브를 바깥쪽으로 당겨 Y 블록의 재료 튜브를 분리합니다 . 그림 7-39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그림 7-39: Y 블록에서 재료 튜브 분리

참고 : Y 블록 제거는 Y 블록 둘 다에 해 동일합니다 . 이 절차에서는 모델 재료 
Y 블록 제거에 해 설명합니다 .

압축 피팅을 느슨하게 
풀어 재료 튜브를 바깥
쪽으로 당기기



195

4.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Y 블록 마운팅 나사 (2)를 제거합니다 . 그림 7-40 내용을 참조하십
시오 .

5. Y 블록을 제거합니다 .

그림 7-40: Y 블록 마운팅 나사 위치

Y 블록 설치

1. Y 블록을 마운트에 맞추고 3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마운팅 나사 (2)를 다시 설치합니다 . 
그림 7-40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재료 튜브를 바닥이 나올 때까지 느슨한 압축 피팅을 통해 밀어 Y 블록에 다시 연결합니다 . 
이 튜브가 완전히 장착될 때까지 압축 피팅을 조입니다 . 그림 7-39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3. 프린터 전원을 켭니다 .

4. 첫 번째 모델 및 서포트 재료 베이에서 헤드로 재료를 로드합니다 . 

5. 헤드에서 재료를 언로드합니다 .

6. 두 번째 모델 및 서포트 재료 베이에서 헤드로 재료를 로드합니다 .

참고 : 튜브가 올바른 모델 및 서포트 연결부로 가는지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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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커버 인터락 센서 및 액츄에이터

필요한 도구

• 2mm 육각렌치

• 2.5mm 육각렌치

상단 커버 인터락 센서 제거

1. 프린터 전원을 끕니다 . 164페이지의 “전원 끄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전면 상단 커버를 엽니다 .

3. 빠른 분리에서 상단 커버 센서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

4. 센서 마운팅 브래킷에 케이블을 고정하는 세 개의 케이블 타이를 제거합니다 .

5. 2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센서 마운팅 나사 (2)를 제거합니다 . 그림 7-41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6. 마운팅 브래킷에서 상단 커버 센서를 제거합니다 .

그림 7-41: 상단 커버 센서 마운팅 나사 위치

7. 2.5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상단 커버 액추에이터 마운팅 나사 (2)를 제거합니다 . 그림 7-42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8. 상단 커버 액추에이터를 제거합니다 .

그림 7-42: 상단 커버 액추에이터 마운팅 나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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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커버 인터락 센서 설치

1. 2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마운팅 브래킷에 인터락 센서를 고정하는 마운팅 나사 (2)를 다시 설
치합니다 . 그림 7-41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2. 빠른 분리 커넥터에서 상단 커버 센서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

3. 세 개의 케이블 타이를 설치하여 마운팅 브래킷에 센서 케이블을 고정합니다 .

4. 2.5mm 육각렌치를 사용하여 , 상단 커버에 인터락 액추에이터를 고정하는 마운팅 나사 (2)를 다
시 설치합니다 . 그림 7-42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5. 상단 커버를 닫습니다 .

6. 프린터 전원을 켭니다 .

7. 상단 커버를 열고 닫아 작동을 확인합니다 . 

8. 터치스크린에 커버가 닫히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오류가 표시되면 액추에이터 위치를 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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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제 해결

이 장에서는 F123 시리즈에서 기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단계를 
설명합니다 .

지원 받기

이 가이드에 나오지 않는 프린터나 프린터 재료의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교체 부품을 주문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
역의 고객 지원부에 문의하십시오 . 연락처 정보는 Stratasys 웹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 http://www.stratasys.com/
customer-support/contact-customer-support.

필요한 경우 다음 주소로 북아메리카 고객 지원부에 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

Stratasys, Inc.
Customer Support
7665 Commerce Way
Eden Prairie, MN 55344 USA

서비스 또는 물품을 위해 문의하기 전에 항상 다음 정보를 준비해 두십시오 .

• 프린터의 소프트웨어 버전 (이 정보 확인에 한 지침은 137페이지의 “소프트웨어 버전 ” 참조 ).

• 프린터의 일련 번호(프린터의 일련 번호 찾기에 한 정보는 12페이지의 그림 2-6 또는 96페이지의 
“일련 번호 ” 참조 ).

• 필요한 경우 구성 파일을 제공하려면 GrabCAD Print 워크스테이션에 액세스하십시오(이 정보 확인에 
한 지침은 158페이지의 “시스템 구성 (.CFG) 파일 내보내기 ” 참조 ).

http://www.stratasys.com/customer-support/contact-customer-support
http://www.stratasys.com/customer-support/contact-customer-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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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및 오류

프린터가 빌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감지하는 경우 이 문제가 빌드 페이지의 알림 디스플레이 부분에 표시
됩니다 . 경고에 한 이유를 나타내는 텍스트와 함께 경고 /오류 심각도에 따라 노란색 또는 빨간색 알림 배지 아
이콘이 표시됩니다 . 화면의 텍스트를 터치하면 알림에 한 이유 및 경우에 따라 알림을 수정하는 단계를 나타내
는 화 상자가 열립니다 (42페이지의 그림 4-4 참조 ). 

경고 /오류 유형에 따라 알림 배지 아이콘이 재료 페이지에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 경고를 나타내기 위해 네비게
이션 메뉴에서 경고 상태로 재료 버튼이 표시됩니다 (40페이지의 표 4-1 참조 ). 재료 페이지에서 알림 배지 아이
콘이 경고 /오류가 발생하는 재료 상태 아이콘 가운데에 표시됩니다 (68페이지의 표 4-7 참조 ). 화면의 알림 배
지 아이콘을 터치하면 해당 재료의 재료 세부 정보 페이지가 열리고 경고 /오류의 원인을 나타내는 정보가 제공
됩니다 (71페이지의 그림 4-29 참조 ).

빌드 시작 시 경고

모델 재료가 선택된 작업과 일치하지 않음

• 현재 설치된 모델 재료가 선택된 작업의 모델 재료 구성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 상태 시정 - 잘못된 모델 재료를 언로드하고 선택한 작업에 한 올바른 모델 재료를 로드합니다. 지침
은 114페이지의 “재료 언로드 ” 및 110페이지의 “재료 로드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서포트 재료가 선택된 작업과 일치하지 않음

• 현재 설치된 서포트 재료가 선택된 작업의 서포트 재료 구성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 상태 시정 - 잘못된 서포트 재료를 언로드하고 선택한 작업에 한 올바른 서포트 재료를 로드합니다. 
지침은 114페이지의 “재료 언로드 ” 및 110페이지의 “재료 로드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부품 빌드에 모델 재료 부족

• 프린터에 현재 설치된 모델 재료 양이 선택된 빌드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

• 상태 시정 - 프린터에 추가 모델 재료를 설치합니다. 지침은 110페이지의 “재료 로드” 내용을 참조하십
시오 . 추가 재료 설치 시 자동 전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두 번째 재료 스풀을 설치하거나 빌드를 완
료하기에 충분한 재료가 포함된 완전히 새로운 스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전환은 F270 및 
F370 프린터에만 해당됩니다 . 

부품 빌드에 서포트 재료 부족

• 프린터에 현재 설치된 서포트 재료 양이 선택된 빌드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

• 상태 시정 - 프린터에 추가 서포트 재료를 설치합니다. 지침은 110페이지의 “재료 로드” 내용을 참조하
십시오 . 추가 재료 설치 시 자동 전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두 번째 재료 스풀을 설치하거나 빌드를 
완료하기에 충분한 재료가 포함된 완전히 새로운 스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전환은 F270 및 
F370 프린터에만 해당됩니다 . 

새 모델 헤드 주문

• 모델 헤드가 1350 빌드 시간에 도달했으며 계기판 제한에 가깝습니다 . 빌드 시간은 헤드의 헤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65페이지의 “헤드 세부 정보 보기 ” 참조 ). 

• 상태 시정 - 이 헤드를 사용하여 계속 빌드할 수 있지만 , 부품 품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헤드의 
계기판 제한에 도달하면 , 헤드를 변경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118페이지의 “헤드 교체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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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서포트 헤드 주문

• 서포트 헤드가 1350 빌드 시간에 도달했으면 계기판 제한에 가깝습니다 . 빌드 시간은 헤드의 헤드 세
부 정보 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65페이지의 “헤드 세부 정보 보기 ” 참조 ). 

• 상태 시정 - 이 헤드를 사용하여 계속 빌드할 수 있지만 , 부품 품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헤드의 
계기판 제한에 도달하면 , 헤드를 변경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118페이지의 “헤드 교체 ” 참조 ).

모델 헤드 교체

• 모델 헤드가 1500 빌드 시간 (계기판 제한 )에 도달했습니다 . 빌드 시간은 헤드의 헤드 세부 정보 페이
지에서 제공됩니다 (65페이지의 “헤드 세부 정보 보기 ” 참조 ). 

• 상태 시정 - 이 헤드를 사용하여 빌드를 계속할 수 있지만 새로운 빌드를 시작하기 전에 헤드를 변경하
는 것이 좋습니다 (118페이지의 “헤드 교체 ” 참조 ).

서포트 헤드 교체

• 서포트 헤드가 1500 빌드 시간 (계기판 제한 )에 도달했습니다 . 빌드 시간은 헤드의 헤드 세부 정보 페
이지에서 제공됩니다 (65페이지의 “헤드 세부 정보 보기 ” 참조 ). 

• 상태 시정 - 이 헤드를 사용하여 빌드를 계속할 수 있지만 새로운 빌드를 시작하기 전에 헤드를 변경하
는 것이 좋습니다 (118페이지의 “헤드 교체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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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를 시작할 수 없게 하는 오류

프린터 사용 중

• 프린터가 다른 작업을 완료하는 중이며 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빌드를 시작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
다 . 

• 상태 시정 - 몇 분을 기다린 후 빌드 다시 시작을 시도합니다 . 

도어 닫기

• 오븐 도어가 열려 있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오븐 도어를 닫습니다 .

커버 닫기

• 상단 커버가 열려 있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상단 커버를 닫습니다 . 

부품 제거

• 이전에 빌드된 작업에서 완료된 부품이 계속 프린터의 오븐 챔버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오븐 도어를 열고 완료된 부품을 제거합니다 . 지침은 128페이지의 “프린터에서 부품 제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작업 선택

• 빌드를 위해 작업이 선택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작업 기열에서 빌드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 지침은 121페이지의 “빌드할 작업 선택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모델 헤드 삽입

• 모델 헤드가 프린터에 설치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모델 헤드를 설치합니다 . 지침은 118페이지의 “헤드 교체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서포트 헤드 삽입

• 서포트 헤드가 프린터에 설치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서포트 헤드를 설치합니다 . 지침은 118페이지의 “헤드 교체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모델 헤드가 통신하지 않음

• 모델 헤드가 활성화되지 않았거나 /통신 중이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 상단 커버가 닫힌 경우에만 표시
됩니다 . 

• 상태 시정 - 상단 커버를 열고 모델 헤드에서 헤드 케이블을 풉니다 . 몇 초 기다린 후 헤드 케이블을 모
델 헤드에 다시 연결하고 상단 커버를 닫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8페이지의 “헤드 교체 ” 참조 ). 오
류가 계속되면 헤드 또는 헤드 케이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Stratasys 고객 지원부 또는 지역 
Stratasys 사무소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으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198페이지의 “지원 받기 ” 
참조 ). 

서포트 헤드가 통신하지 않음

• 서포트 헤드가 활성화되지 않았거나 /통신 중이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 상단 커버가 닫힌 경우에만 표
시됩니다 . 

• 상태 시정 - 상단 커버를 열고 서포트 헤드에서 헤드 케이블을 풉니다 . 몇 초 기다린 후 헤드 케이블을 서
포트 헤드에 다시 연결하고 상단 커버를 닫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8페이지의 “헤드 교체 ” 참조 ). 오
류가 계속되면 헤드 또는 헤드 케이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Stratasys 고객 지원부 또는 지역 
Stratasys 사무소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으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198페이지의 “지원 받기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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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헤드가 초기화되지 않음

• 헤드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프린터가 새로 설치된 헤드를 초기화하는 중인 경우 
또는 초기화 프로세스가 실패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 상태 시정 - 오류가 처음 표시된 후 60초 이상 기다립니다 . 오류가 계속되면 상단 커버를 열고 모델 헤
드에서 헤드 케이블을 풉니다 . 몇 초 기다린 후 헤드 케이블을 모델 헤드에 다시 연결하고 상단 커버
를 닫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8페이지의 “헤드 교체 ” 참조 ). 오류가 계속되면 헤드 또는 헤드 케이
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Stratasys 고객 지원부 또는 지역 Stratasys 사무소에 문의하여 추가적
인 지원을 받으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198페이지의 “지원 받기 ” 참조 ). 

서포트 헤드가 초기화되지 않음

• 헤드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프린터가 새로 설치된 헤드를 초기화하는 중인 경우 
또는 초기화 프로세스가 실패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 상태 시정 - 오류가 처음 표시된 후 60초 이상 기다립니다 . 오류가 계속되면 상단 커버를 열고 서포트 
헤드에서 헤드 케이블을 풉니다 . 몇 초 기다린 후 헤드 케이블을 서포트 헤드에 다시 연결하고 상단 
커버를 닫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8페이지의 “헤드 교체 ” 참조 ). 오류가 계속되면 헤드 또는 헤드 
케이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Stratasys 고객 지원부 또는 지역 Stratasys 사무소에 문의하여 추
가적인 지원을 받으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198페이지의 “지원 받기 ” 참조 ). 

모델 재료 로드

• 모델 재료가 프린터에 로드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모델 재료를 로드합니다 . 지침은 110페이지의 “재료 로드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서포트 재료 로드

• 서포트 재료가 프린터에 로드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서포트 재료를 로드합니다 . 지침은 110페이지의 “재료 로드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잘못된 모델 스풀 교체

• 재료 스풀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잘못된 재료는 라이센스가 없거나 , 연결된 헤드 유형과 호환
되지 않는 재료입니다 . 

• 상태 시정 - 잘못된 재료 스풀을 제거하고 올바른 스풀로 교체합니다. 지침은 115페이지의 “재료 스풀 
제거 ” 및 111페이지의 “재료 스풀 설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잘못된 서포트 스풀 교체

• 재료 스풀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잘못된 재료는 라이센스가 없거나 , 연결된 헤드 유형과 호환
되지 않는 재료입니다 . 

• 상태 시정 - 잘못된 재료 스풀을 제거하고 올바른 스풀로 교체합니다. 지침은 115페이지의 “재료 스풀 
제거 ” 및 111페이지의 “재료 스풀 설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빈 모델 스풀 교체

• 재료 스풀에 재료가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빈 재료 스풀을 제거하고 새 스풀로 교체합니다. 지침은 115페이지의 “빈 재료 스풀 제거” 
및 111페이지의 “재료 스풀 설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빈 서포트 스풀 교체

• 재료 스풀에 재료가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빈 재료 스풀을 제거하고 새 스풀로 교체합니다. 지침은 115페이지의 “빈 재료 스풀 제거” 
및 111페이지의 “재료 스풀 설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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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필라멘트 끝이 감지됨

• 재료 스풀의 필라멘트가 재료 드라이브의 필라멘트 유무 스위치에 의해 감지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재료 스풀을 천천히 돌려 드라이브 메커니즘에 필라멘트를 피드합니다 . 필라멘트 유무 스
위치에 닿으려면 필라멘트가 2인치 (50.8mm) 정도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 지침은 110페이지의 “재
료 로드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서포트 필라멘트 끝이 감지됨

• 재료 스풀의 필라멘트가 재료 드라이브의 필라멘트 유무 스위치에 의해 감지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재료 스풀을 천천히 돌려 드라이브 메커니즘에 필라멘트를 피드합니다 . 필라멘트 유무 스
위치에 닿으려면 필라멘트가 2인치 (50.8mm) 정도 나아가게 해야 합니다 . 지침은 110페이지의 “재
료 로드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쿨러 모듈 설치 안 됨

• 비드 쿨러가 연결된 PLA 재료 헤드에 설치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비드 쿨러를 설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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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언로드 오류 

시간 초과됨

• 필라멘트가 로드 시작 5분 내에 헤드에서 감지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재료 스풀을 제거하고 설치와 로드에 적합하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115페이지의 “재료 스풀 제거 ” 및 111페이지의 “재료 스풀 설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재료 스풀
을 다시 로드합니다 (110페이지의 “재료 로드 ” 참조 ). 

퍼지 실패함

• 필라멘트가 현재 헤드에 있지만 , 로드가 실패했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모델 및 서포트 재료를 언로드하고(114페이지의 “재료 언로드” 참조) 해당 재료를 다시 로드
합니다 (110페이지의 “재료 로드 ” 참조 ). 로드되면 , 팁 유지 관리 페이지의 퍼지 버튼으로 각 팁의 수
동 퍼지를 수행하여 재료가 팁에서 퍼지되는지 확인합니다 (66페이지의 “헤드 유지 관리 ” 참조 ).

리소스가 사용 가능하지 않음 

• 프린터가 다른 작업을 완료하는 중이며 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로드 /언로드를 시작할 수 없음을 나
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몇 분을 기다린 후 재료 로드 /언로드를 시도합니다 . 

작업이 이미 실행 중임

• 프린터가 다른 베이를 로드 또는 언로드하는 중임을 나타냅니다 . 한 번에 하나의 재료 베이만 로드 또
는 언로드할 수 있습니다 .

• 상태 시정 - 다른 재료 베이에 재료를 로드하거나 언로드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진행 중인 로드 /언로드
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필라멘트 삽입

• 재료 드라이브 컨트롤러의 센서가 필라멘트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재료 스풀이 비어 
있거나 필라멘트가 로드 프로세스 중에 손상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 

• 상태 시정 - 재료 스풀을 제거하고 필라멘트 튜브에서 모든 필라멘트를 없앱니다 (115페이지의 “재료 
스풀 제거 ” 참조 ). 재료 스풀을 다시 로드합니다 (110페이지의 “재료 로드 ” 참조 ). 오류가 계속되면 
Stratasys 고객 지원부 또는 지역 Stratasys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198페이지의 “지
원 받기 ” 참조 ). 

스풀 삽입

• 재료를 로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재료 베이에 재료 스풀이 설치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재료 스풀을 설치합니다 . 지침은 111페이지의 “재료 스풀 설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잘못된 재료

• 설치된 재료에는 프린터에서 사용하기 위한 라이센스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프린터의 재료 라이센스를 조정합니다 . Stratasys 고객 지원부 또는 지역 Stratasys 사무소
에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198페이지의 “지원 받기 ” 참조 ). 

서포트 헤드에 모델을 로드할 수 없음

• 재료 베이의 잘못된 위치에 모델 스풀을 설치했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재료 베이의 현재 위치에서 모델 스풀을 제거하고 모델 재료 베이에 이 스풀을 삽입합니다 . 
두 가지 작동 재료 베이가 있는 프린터의 경우 모델 베이는 왼쪽 베이입니다 . 네 가지 작동 재료 베이가 
있는 프린터의 경우 모델 베이는 맨 왼쪽 베이 두 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30페이지의 그림 3-11 내용
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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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헤드에 서포트를 로드할 수 없음

• 재료 베이의 잘못된 위치에 서포트 스풀을 설치했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재료 베이의 현재 위치에서 서포트 스풀을 제거하고 서포트 재료 베이에 이 스풀을 삽입합
니다 . 두 가지 작동 재료 베이가 있는 프린터의 경우 서포트 베이는 오른쪽 베이입니다 . 네 가지 작동 
재료 베이가 있는 프린터의 경우 서포트 베이는 맨 오른쪽 베이 두 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30페이
지의 그림 3-11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빌드 중 재료 유형을 변경할 수 없음

• 프린터가 현재 빌드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빌드 중에 모델 또는 서포트 재료를 변경하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프린터가 부품을 빌드하고 있는 동안에는 재료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재료 변경 전
에 빌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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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 일시 중지 경고

사용자 요청됨

• 운영자가 일시 중지를 시작했거나 작업 파일에 일시 중지가 삽입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빌드 페이지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 빌드를 재개합니다 (버튼 세부 정보는 51페이지의 
표 4-3 참조 ).

재료를 변경하지 못함

• 자동 전환 중에 로드 또는 언로드 프로세스가 실패했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재료 스풀을 제거하고(115페이지의 “재료 스풀 제거” 참조) 재료를 몇 인치 뽑아서 스풀에
서 자유롭게 재료가 이동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 재료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경우 재료 스풀을 다시 설치하고 다시 로드합니다 (지침은 110페이
지의 “재료 로드 ” 참조 ). 재료 로드가 다시 실패하는 경우 Stratasys 고객 지원부 또는 지역 
Stratasys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1페이지의 “서비스 ” 참조 ). 

• 재료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지 않으면 Stratasys 고객 지원부 또는 지역 Stratasys 사무소에 문의
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198페이지의 “지원 받기 ” 참조 ).

모델 재료 부족

• 프린터에 모델 재료가 부족합니다 . 2개의 모델 재료 스풀이 설치된 경우 이 경고는 두 스풀이 비어 있
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빈 재료 스풀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합니다 . 지침은 115페이지의 “빈 재료 스풀 제
거 ” 및 111페이지의 “재료 스풀 설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서포트 재료 부족

• 프린터에 서포트 재료가 부족합니다 . 2개의 서포트 재료 스풀이 설치된 경우 이 경고는 두 스풀이 비
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빈 재료 스풀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합니다 . 지침은 115페이지의 “빈 재료 스풀 제
거 ” 및 111페이지의 “재료 스풀 설치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활성 모델 스풀이 제거됨

• 프린터에서 재료 스풀 메모리 칩과의 연결이 끊기거나 재료 드라이브 컨트롤러가 실수로 들어올려졌
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재료 스풀이 재료 드라이브 내에서 제 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그러한 경우 , 스풀을 
제거한 후 다시 설치합니다 (115페이지의 “재료 스풀 제거 ” 및 111페이지의 “재료 스풀 설치 ” 참조 ). 
그래도 오류가 해결되지 않으면 , 스풀을 제거하고 새 스풀을 설치합니다 .

활성 서포트 스풀이 제거됨

• 프린터에서 모델 재료 스풀 메모리 칩과의 연결이 끊기거나 재료 드라이브 컨트롤러가 실수로 들어올
려졌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재료 스풀이 재료 드라이브 내에서 제 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한 경우, 스풀을 제
거한 후 다시 설치합니다 (115페이지의 “재료 스풀 제거 ” 및 111페이지의 “재료 스풀 설치 ” 참조 ). 그
래도 오류가 해결되지 않으면 , 스풀을 제거하고 새 스풀을 설치합니다 . 

참고: 운영자가 일시 중지를 시작한 경우, 프린터가 빌드를 재개하려면 사용자 인
터페이스에서 확인해야 하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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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헤드 제거됨

• 프린터에서 모델 헤드와의 연결이 끊겼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헤드가 갠트리 내에서 제 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그러한 경우 , 헤드를 제거한 후 
다시 설치합니다 (118페이지의 “헤드 교체 ” 참조 ). 그래도 오류가 해결되지 않으면 , 헤드를 제거하고 
새 헤드를 설치합니다 .

서포트 헤드가 제거됨

• 프린터에서 서포트 헤드와의 연결이 끊겼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헤드가 갠트리 내에서 제 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그러한 경우 , 헤드를 제거한 후 
다시 설치합니다 (118페이지의 “헤드 교체 ” 참조 ). 그래도 오류가 해결되지 않으면 , 헤드를 제거하고 
새 헤드를 설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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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 취소 오류

사용자에 의해 중지됨

• 운영자가 취소를 시작했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프린터에서 취소된 빌드를 제거합니다 . 지침은 128페이지의 “프린터에서 부품 제거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Z 제로를 찾지 못함

• Z 스테이지가 홈 위치를 찾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조형판에서 교정 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지침은 160페이지의 “조
형판 청소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부품을 처리하지 못함

• CMB 파일을 프린터에 한 명령으로 변환하려고 시도하는 중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 

• 상태 시정 - CMB 파일이 손상되거나 오래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프린터의 소프트웨어 버전
이 최신 상태이고 (154페이지의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참조 ) 올바른 버전의 GrabCAD 
Prin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GrabCAD Print를 사용하여 작업 파일을 재처리 , 
방향 재지정 및 프린터로 재전송하고 (38페이지의 “GrabCAD Print 소프트웨어 ” 참조 ) 빌드를 다시 
시작합니다 (지침은 120페이지의 “기본 작업 빌드 태스크 ” 참조 ).

툴패스를 로드하지 못함

• 프린터가 예기치 않게 빌드 중에 작업 정보를 손실했습니다 . 

• 상태 시정 - GrabCAD Print를 사용하여 작업 파일을 재처리 , 방향 재지정 및 프린터로 재전송합니다
(38페이지의 “GrabCAD Print 소프트웨어 ” 참조 ). 재처리된 파일로 다시 빌드할 때 동일한 오류가 발
생하는 경우 , 다른 파일을 빌드해 보고 오류가 다시 발생하는지 확인합니다 . 오류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 Stratasys 고객 지원부 또는 지역 Stratasys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198페이지
의 “지원 받기 ” 참조 ).

팁 오프셋을 교정하지 못함

• 프린터가 팁 오프셋을 교정하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자동 팁 교정을 수행합니다(140페이지의 “자동 팁 교정”). 교정이 실패하면 수동 팁 교정을 
수행합니다 (142페이지의 “수동 팁 교정 ”). 교정이 다시 실패하면 Stratasys 고객 지원부 또는 지역 
Stratasys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198페이지의 “지원 받기 ” 참조 ).

활성 스풀이 제거됨

• 활성 재료 스풀이 제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프린터가 빌드를 위해 준비 중인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 상태 시정 - 재료 스풀을 설치하고 모델 재료를 로드합니다 . 지침은 111페이지의 “재료 스풀 설치 ” 및 
110페이지의 “재료 로드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모델 헤드 제거됨

• 프린터에서 모델 재료 스풀 메모리 칩과의 연결이 끊기거나 재료 드라이브 컨트롤러가 실수로 들어올
려졌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재료 스풀이 재료 드라이브 내에서 제 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한 경우, 스풀을 제
거한 후 다시 설치합니다 (115페이지의 “재료 스풀 제거 ” 및 111페이지의 “재료 스풀 설치 ” 참조 ). 그
래도 오류가 해결되지 않으면 , 스풀을 제거하고 새 스풀을 설치합니다 .

참고 : 프린터가 취소된 상태로 전환되기 전에 모든 취소 관련 오류를 사용자 인터
페이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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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포트 헤드가 제거됨

• 프린터에서 서포트 재료 스풀 메모리 칩과의 연결이 끊기거나 재료 드라이브 컨트롤러가 실수로 들어
올려졌음을 나타냅니다 .

• 상태 시정 - 재료 스풀이 재료 드라이브 내에서 제 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한 경우, 스풀을 제
거한 후 다시 설치합니다 (115페이지의 “재료 스풀 제거 ” 및 111페이지의 “재료 스풀 설치 ” 참조 ). 그
래도 오류가 해결되지 않으면 , 스풀을 제거하고 새 스풀을 설치합니다 .

파일을 찾지 못함

• 프린터가 빌드를 위해 선택된 작업 파일을 찾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 이 오류는 USB 플래시 드라이
브를 통해 로드된 작업 파일에만 해당됩니다 .

• 상태 시정 - 선택된 작업 파일이 포함된 USB 플래시 드라이브가 인터페이스 패널의 USB 포트 중 하
나에 단단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포트 위치는 23페이지의 그림 3-3 참조 ). 플래시 드라이브가 
프린터의 USB 포트 중 하나에 단단히 삽입되면 , 작업 기열에 파일을 로드하여 빌드할 파일을 선택
합니다 (53페이지의 “USB 방법 ” 참조 ).

알 수 없는 오류

• 프린터가 알 수 없는 취소 이유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 

• 상태 시정 - 빌드를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 지침은 120페이지의 “기본 작업 빌드 태스크 ” 내용을 참조
하십시오 . 오류가 계속되면 Stratasys 고객 지원부 또는 지역 Stratasys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연락
처 정보는 198페이지의 “지원 받기 ” 참조 ). 

참고 : 아래에 나열된 경고 및 오류는 헤드 세부 정보 페이지의 알림 영역에 표시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65페이지의 “헤드 세부 정보 보기”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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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경고
초기화되지 않음

• 헤드 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프린터가 새로 설치된 헤드를 초기화하는 중인 경우 
또는 초기화 프로세스가 실패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 상태 시정 - 오류가 처음 표시된 후 60초 이상 기다립니다 . 오류가 계속되면 상단 커버를 열고 해당되
는 헤드에 연결된 헤드 케이블을 풉니다 . 몇 초 기다린 후 헤드 케이블을 헤드에 다시 연결하고 상단 
커버를 닫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18페이지의 “헤드 교체 ” 참조 ). 오류가 계속되면 헤드 또는 헤드 
케이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Stratasys 고객 지원부 또는 지역 Stratasys 사무소에 문의하여 추
가적인 지원을 받으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198페이지의 “지원 받기 ” 참조 ). 

새 모델 헤드 주문

• 모델 헤드가 1350 빌드 시간에 도달했으며 계기판 제한에 가깝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 이 경고는 계기
판 제한에 도달하고 있는 헤드의 교체 헤드를 주문하라는 미리 알림으로 표시됩니다 . 빌드 시간은 헤
드의 헤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65페이지의 “헤드 세부 정보 보기 ” 참조 ). 

• 상태 시정 - 이 헤드를 사용하여 계속 빌드할 수 있지만 , 부품 품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헤드의 
계기판 제한에 도달하면 , 헤드를 변경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118페이지의 “헤드 교체 ” 참조 ).

새 서포트 헤드 주문

• 서포트 헤드가 1350 빌드 시간에 도달했으며 계기판 제한에 가깝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 이 경고는 계
기판 제한에 도달하고 있는 헤드의 교체 헤드를 주문하라는 미리 알림으로 표시됩니다 . 빌드 시간은 
헤드의 헤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65페이지의 “헤드 세부 정보 보기 ” 참조 ). 

• 상태 시정 - 이 헤드를 사용하여 계속 빌드할 수 있지만 , 부품 품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헤드의 
계기판 제한에 도달하면 , 헤드를 변경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118페이지의 “헤드 교체 ” 참조 ).

헤드 오류

모델 헤드 교체

• 모델 헤드가 1500 빌드 시간 계기판 제한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오류 메시지는 다른 빌드 시작 
전에 헤드를 교체해야 함을 나타내는 미리 알림으로 표시됩니다 . 빌드 시간은 헤드의 헤드 세부 정보 
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65페이지의 “헤드 세부 정보 보기 ” 참조 ). 

• 상태 시정 - 이 헤드를 사용하여 빌드를 계속할 수 있지만 새로운 빌드를 시작하기 전에 헤드를 변경하
는 것이 좋습니다 (118페이지의 “헤드 교체 ” 참조 ).

서포트 헤드 교체

• 서포트 헤드가 1500 빌드 시간 계기판 제한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 이 오류 메시지는 다른 빌드 시
작 전에 헤드를 교체해야 함을 나타내는 미리 알림으로 표시됩니다 . 빌드 시간은 헤드의 헤드 세부 정
보 페이지에서 제공됩니다 (65페이지의 “헤드 세부 정보 보기 ” 참조 ). 

• 상태 시정 - 이 헤드를 사용하여 빌드를 계속할 수 있지만 새로운 빌드를 시작하기 전에 헤드를 변경하
는 것이 좋습니다 (118페이지의 “헤드 교체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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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찾기

다음 표에는 프린터를 작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발생 시나리오 및 이러한 시나리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상태 가능한 원인 해결 방법

재료 스풀 로드 안 됨 재료 스풀이 비어 있습니다 (0 볼
륨 ).

빈 재료 스풀을 제거한 후 교체합니다 ( 115페이지의 “재료 
스풀 제거 ” 및 111페이지의 “재료 스풀 설치 ” 참조 ).

잘못된 재료 스풀 유형이 설치되
었습니다 .

F123 시리즈는 기타 Stratasys 프린터와 다른 재료 스풀 메
모리 칩을 이용합니다 . 따라서 , 프린터에서 부품을 빌드하
는 데 F123 시리즈 재료 스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123 시리즈 재료 스풀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재료 스풀 메모리 칩 회로 장애입
니다 .

재료 페이지에서 스풀의 연결된 재료 상태 아이콘을 봅니다. 
아이콘이 빨간색인 경우 재료 스풀 메모리 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스풀을 언로드하고 다시 로드합니다 . 오류가 
계속되는 경우 스풀을 새로운 스풀로 교체합니다 . 114페이
지의 “재료 언로드 ”, 115페이지의 “재료 스풀 제거 ” 및 
110페이지의 “재료 로드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필라멘트가 헤드에 닿지 않습니
다 (로드 시간 제한 도달함 ).

재료 스풀을 제거한 후 새로운 스풀로 교체합니다 ( 115페이
지의 “재료 스풀 제거 ” 및 110페이지의 “재료 로드 ” 참조 ). 

오류가 계속되면 고객 지원부 또는 지역 Stratasys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198페이지의 “지원 받기 ” 
참조 ). 

LOE(Loss of extrusion)
(헤드가 재료를 압출하
지 않게 됨 )

팁이 막혔습니다 . 모델 및 /또는 서포트 퍼지 버튼으로 퍼지를 시작하여 재료
가 퍼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66페이지의 “헤드 유지 관리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헤드를 새로운 헤드로 교체하고 다시 교정합니다 . 118페이
지의 “헤드 교체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프린터가 교정되지 않았습니다 . 팁 오프셋 교정을 수행합니다 . 139페이지의 “팁 교정 ” 내
용을 참조하십시오 .

서포트 재료를 부품에
서 제거하기가 어려움

서포트 재료가 부품의 수직 표면 
안에 들어갔습니다 .

팁 오프셋 교정을 조정합니다 . 142페이지의 “수동 팁 교정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모델 재료 표면 마감이 
아래를 향하는 표면에
서 불량함

서포트 재료가 너무 쉽
게 제거됨

팁 간 교정이 제 로 설정되지 않
았습니다 .

팁 오프셋 교정을 반복합니다 . 142페이지의 “수동 팁 교정 ”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흘러내리는 재료 재료 스풀에 습기가 있습니다 . 고객 지원부 또는 지역 Stratasys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198페이지의 “지원 받기 ” 참조 ). 

오븐이 온도를 유지하
지 않음

히터 장애 . 고객 지원부 또는 지역 Stratasys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198페이지의 “지원 받기 ” 참조 ). 

오븐 도어가 열렸습니다 . 오븐 도어를 닫습니다 . 도어가 열린 동안 히터가 꺼집니다 .

오븐 도어가 밀폐되지 않았습니
다 .

오븐 도어 밀폐부를 확인하고 오븐 도어 프레임에 단단히 부
착되고 잘리거나 /마모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과도하게 마모된 부분이 보이면 고객 지원부 또는 지역 
Stratasys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는 198페이
지의 “지원 받기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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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보충 정보

적합성 선언

적합성 선언 정보는 Stratasys 웹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 http://www.stratasys.com/customer-support/
customer-resource-center/documentation.

규정 및 환경 정보

EMC 클래스 A 경고 

FCC 문구 (미국 )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 (47 cfr1 5.105)는 이 제품의 사용자가 다음 공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

이 장치는 FCC 규칙의 15부를 준수합니다 . 작동에는 다음 두 조건이 적용됩니다 . (1)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그리고 (2) 이 장치는 원하지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한 모든 간섭
을 수락해야 합니다 .

경고 : 이 제품은 클래스 A 제품입니다 . 국내 환경에서 이 제품은 전파 장해를 일
으킬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용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FCC 규칙 15.21부에 따라 , Stratasys, ltd.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이 장비에 한 변경이나 개조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고 , 이 장비를 작동할 수 있
는 FCC 승인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이 장비는 테스트를 받았으며 , FCC 규칙의 15부에 따른 클래스 A 디지털
장치에 한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해당 제한은 상업 환경에서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며 , 방출할 수 있고 , 지침에 따라 설치하
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주거 지
역에서 이 장비를 작동하면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자비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

http://www.stratasys.com/customer-support/contact-customer-support
http://www.stratasys.com/customer-support/customer-resource-center/documentation
http://www.stratasys.com/customer-support/customer-resource-center/documentation
http://www.stratasys.com/customer-support/customer-resource-center/documentation
http://www.stratasys.com/customer-support/customer-resource-center/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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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ES DE SÉCURITÉ (CANADA)

Le présent appareil numérique n’émet pas de bruits radioélectriques dépassant les limites applicables aux 
appareils numériques de Classe A prescrites dans le réglement sur le brouillage radioélectrique édicté par le 
Ministère des Communications du Canada.

DOC 문구 (캐나다 )

이 디지털 장치는 캐나다 통신부의 전파 장해 규정에 명시된 디지털 장치의 무선 노이즈 방출에 한 클래스 A 제
한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프린터에 사용되는 재료에 한 최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다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http://www.stratasys.com/materials/material-safety-data-sheets. 

EU에서 개인 가정 사용자의 장비 폐기물 처리 

제품이나 포장의 이 기호는 해당 제품을 기타 가정용 폐기물과 함께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나
타납니다 . 신 ,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지정된 수거함에 넣어 장비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 폐기 시 장비 폐기물을 별도로 수거하고 재활용하면 천연 자
원 보호에 도움이 되며 ,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활용되게 합니다 . 재활용을 
위해 장비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위치에 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 시청 , 가정용 폐기물 처리 서
비스 또는 제품을 구입한 매장에 문의하십시오 .

http://www.stratasys.com/materials/material-safety-data-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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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7665 Commerce Way, Eden Prairie, MN 55344

+1 888 480 3548(미국 수신자 부담 전화 )

+1 952 937 3000(해외 )

+1 952 937 0070(팩스 )

2 Holtzman St., Science Park, PO Box 2496
Rehovot 76124, Israel
+972 74 745 4000

+972 74 745 5000(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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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시오 .

설명서 의견

고객 , 리셀러 및 Stratasys 직원들께서는  c-support@stratasys.com으로 설명서 및 교육에 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Stratasys는 귀하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 보내주신 의견을 모두 검토한 후 , 이를 통해 후속 설명서 릴리스를 개선할 것입니다 . 이메일 
메시지에 문서 제목 , 부품 번호 (전면 커버에 있음 ) 및 페이지 번호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 이 이메일 주소로 제출되는 일반 질문이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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