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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별 유지 보수 

이 섹션에서는 매주 한 번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잉크 시스템 내에 많은 양의 청소 용액이 흘러 점도가 묽게 
된다면 이 섹션의 절차를 준수하십시오. 

주간 유지 보수 일정 

절차 다음 페이지로 이동

프린트 헤드 청소* 

요약: 프린트 헤드를 매주 
청소하십시오. 종료 중에는 
프린트 헤드를 절대로 
청소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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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주간 유지 보수 일정 

프린트 헤드 청소하기 이 섹션에서는 프린트 헤드의 청소 방법을 설명합니다. 

프린트 헤드 청소 시기 프린트 헤드를 매주 청소하십시오. 제품 적용별로 더 자주 
청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프린트 헤드를 
점검하십시오. 일반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사용할 시 더 자주 
청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 프린트 헤드의 
청소 빈도가 결정됩니다. 

종료 중에는 프린트 헤드를 절대로 청소하지 마십시오. 종료 
시에는 프린트 헤드를 청소하지 않아야 노즐 끝에서 잉크가 
건조되어 뚜껑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잉크 뚜껑은 노즐로 
공기가 유입되어 잉크가 건조되지 것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노즐 막힘을 예방합니다. 

참고: 자동 세척 옵션이 있는 프린터의 경우 프린터를 
종료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노즐과 잉크 리턴 
라인을 희석제로 청소합니다. 이 경우 노즐 안쪽의 
잉크가 씻겨져 나가므로 노즐 입구에 잉크 뚜껑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프린터가 서비스 모드에 있을 때 
프린터를 종료하면 자동 세척 절차가 자동으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유지 보수 

2 

절차  경고: 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프린터의 AC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프린터의 AC 전원 및 압축 공기 공급 장치가 
분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경고를 따르지 않으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1. 프린터가 작동 중이면 OFF 키를 눌러서 프린터를 
끄십시오. 프린터가 프로그래밍된 4 분의 종료 시퀀스를 
완료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2. AC 전원 스위치를 Off(O) 위치에 놓습니다. 두 가지 접지 
방법은 그림 6-4 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6-4. AC 전원 스위치 
3. 프린트 헤드 커버를 제 위치에 고정하는 나사를 

찾습니다( 그림 6-5 참조). 
4. 스크루드라이버로 나사를 풀고 프린트 헤드 커버에서 

프린트 헤드를 밀어냅니다. 

 
그림 6-5. 커버에서 프린트 헤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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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린트 헤드 어셈블리를 눈으로 검사합니다. 노즐 
구멍(노즐 앞쪽에 위치), 충전 터널, 편향장치 플레이트와 
잉크 리턴에 외부 물질이나 잉크가 쌓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두 가지 접지 방법은 그림 6-6 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6-6. 프린트 헤드 부품 표시 

6. 프린트 헤드를 접지하십시오. 두 가지 접지 방법은  
그림 6-7 을 참조하십시오. 

경고: 반드시 서비스 트레이를 프린터에 접지하고 프린트 
헤드를 서비스 트레이에 설치하십시오. 서비스 
트레이와 프린트 헤드를 제대로 접지하지 않으면 
가연성 잉크 사용 시 정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 6-7. 접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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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충전 터널을 청소할 때 주의하십시오. 청소할 때 
무리하게 힘을 주면 정합이 크게 어긋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7. 프린트 헤드가 접지된 서서스 트레이 쪽으로 아래를 
향하도록 하십시오. 권장 VIDEOJET 청소용제나 
희석제를 사용하여 오염 물질을 제거하십시오( 그림 6-8 
참조). 

참고: 청소용제를 분사하여 사용하십시오. 청소용제를 잉크 
리턴 블록에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십시오. 

 
그림 6-8. 프린트 헤드 청소하기 

8. 약 20psi(1.4bar)의 압축 공기로 프린트 헤드를 완전히 
건조시키십시오. 

주의: 옷감이나 종이 타월로 프린트 헤드나 커버를 닦지 
마십시오. 약 20psi(1.4bar)의 압축 공기만 
사용하십시오. 압축 공기를 잉크 리턴 블록에 강제로 
주입하지 마십시오. 

9. 프린트 헤드를 서서스 트레이에서 분리하십시오. 
10. 프린트 헤드 커버가 오염된 경우 청소한 후 프린트 

헤드를 다시 프린트 헤드 커버에 삽입합니다. 
11. 서서스 트레이(또는 사용된 다른 폐기물 용기)의 

청소용제를 적절히 버리십시오.  
주의: 청소용제를 싱크대, 하수구 또는 배수구에 버리지 

마십시오. 프린터 잉크를 폐기할 때는 모든 적절한 
규제를 준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규제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경우에 따라 사용 전에 노즐 끝을 다시 청소하고 
건조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