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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당되는 기종은 어떤 모델인가요? 
A: 모든 Excel, PC70, PC80 및 2100 프린터가 해당됩니다. 
 
Q: Videojet 레이저, 열전사 프린터 또는 1000 시리즈 잉크젯 프린터에도 해당되나요? 
A: 아니요. 
 
Q: 해당되는 전원 공급 장치와 관련된 문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모든 표준 작업 절차와 안전 권장 사항은 프린터 모델의 사용 매뉴얼과 서비스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특히 강조되는 두 가지 중요한 준수 사항입니다. 
인쇄 시 준수해야 할 단계: 

• 프린트 헤드의 포지티브 에어 조정 설정이 1.5 SCFH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절차에는 유속 측정이 
필요합니다. Videojet 공기 유속계 부품 번호 356230 이 이 과정에 사용됩니다.  

청소 시 준수해야 할 단계: 
• 과정을 시작하기 전, AC 전원을 반드시 꺼야 합니다. 
• 청소 후에는 다시 프린트 헤드 커버를 닫고 절차에 따라 포지티브 에어가 조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Q: 프린트 헤드 포지티브 에어 조정 및 프린트 헤드 청소 과정에 대한 안내서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A: 예. 이러한 과정 안내는 box.com 의 다음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여러 언어 버전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https://danaher.box.com/PositiveAirAdjust 
• https://danaher.box.com/XL2000PrintheadCleaning 

 
Q: Videojet 공기 유속계 부품 번호 356230 을 주문할 수 있습니까?  
A: 예. 지금 바로 부품 번호 356230 을 주문하실 수 있도록 지원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Q: 어떤 전원 공급 장치가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게 됩니까?  
A: 네, Videojet 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Videojet 은 2011 년에 생산된 모든 전원 공급 장치 또는 특정 

식별자로 구분되는 전원 공급 장치를 무료로 교환해드릴 예정입니다. 2011 년에 제조된 전원 공급 장치는 2011 년 1 
월부터 2015 년 2 월 사이에 생산된 프린터에 포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조연도가 2011 년임을 나타내는 일련 
번호가 기재되었거나 특정한 식별자로 구분되는 모든 예비용 전원 공급 장치가 해당됩니다. 이 FAQ 앞의 두 
페이지에 명시된 확인 절차를 참조해 주십시오. 

 
Q: 해당하는 고압 전원 공급 장치를 지금 교체할 수 있습니까? 
A: 예. 스스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숙련된 고객과 Videojet 서비스 기술진의 도움이 없이도 전원 공급 장치를 교체할 

수 있는 고객의 경우 전원 공급 장치 교환을 위한 RMA 주문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 교체에 지원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교체 과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Q: 계속 프린터를 작동해도 되나요? 
A: 예.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에 주의하면서 프린터의 표준 작동 과정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인쇄 시 준수해야 할 단계: 
• 프린트 헤드의 포지티브 에어 조정 설정이 1.5 SCFH인지 확인하십시오. 이 절차에는 유속 측정이 
필요합니다. Videojet 공기 유속계 부품 번호 356230 이 이 과정에 사용됩니다.  

청소 시 준수해야 할 단계: 
• 과정을 시작하기 전, AC 전원을 반드시 꺼야 합니다. 
• 청소 후에는 프린트 헤드 커버를 다시 닫고 과정에 따라 포지티브 에어가 조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Q: 새로운 전원 공급 장치를 장착한 후에도 그 절차 안내를 계속 따라야 합니까? 
A: 예, 반드시 따라주십시오. 프린트 헤드 청소 및 포지티브 에어 조정 과정은 프린터의 표준 작업 과정입니다. 이 권장 

사항을 계속 따라 주십시오. 
 
Q: 새로운 전원 공급 장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새로운 전원 공급 장치는 교체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구매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새로운 전원 공급 장치 주문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https://danaher.box.com/PositiveAirAdjust
https://danaher.box.com/XL2000Printhead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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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린터, 예비 부품, 소모품을 Videojet 공식 대리점에서 구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그 Videojet 공식 대리점에 연락해 해당하는 고압 전원 공급 장치를 교환 받으시기 바랍니다. 
 
Q: 현장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전원 공급 장치 교체를 위한 RMA 주문을 진행해야 합니까? 
A: 아니요. 현장 서비스 요청이 접수되면 Videojet 서비스 엔지니어가 전원 공급 장치의 주문 및 교체를 진행하게 

됩니다. 
 
Q: 유지 관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전원 공급 장치를 직접 교체할 경우 프린트 헤드 고압 플레이트 갭도 

확인해야 합니까? 
A: 고압 플레이트 갭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압 전원 공급 장치의 교체는 이러한 점검을 수행할 

좋은 기회입니다. Videojet은 이 점검을 위해 고압 갭 측정기를 서비스 도구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프린터 모델에 
따라 특정한 갭 측정기가 필요합니다. 다음 표에는 프린터 모델별로 해당되는 고압 갭 측정기의 부품 번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갭 측정기 
부품 번호 

지원되는 프린터 모델 

186611 Excel 20, Jet Stream II( 구형) 
186932 Excel 100, Jet Stream II( 신형) 
186976 Excel 170i, Excel 170i AF, Excel 270i, Excel 270G, Excel 273se, Excel 273se AF, Excel P, Excel 178i 1-3 라인 
186961 Excel 178i 4 라인 
186984 Excel UHS 
363244 16-8530 잉크를 사용하는 Excel UHS 
355893 고해상도 
186915 Excel PC-70, Excel PC80 
186995 2100, 2130, 2140, 2150 

 
Q: 유지 관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프린트 헤드의 고압 플레이트 갭을 점검하고 싶습니다. 수행 과정은 

무엇입니까? 

Q: 인터넷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예. 업데이트는 다음 링크에 게시됩니다. 

국가 국가별 웹 랜딩 페이지 URL 
대한민국 http://www.videojetkorea.com/kr/homepage/general/excel-power-supply.html 

A: 고압 플레이트는 접지 플레이트로부터 
특정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프린터 모델에 지정된 적합한 
고압 갭 측정기를 사용해 수행됩니다. 이 
측정기는 플라스틱에 소폭의 단계가 
새겨진 형태로 되어 있으며 갭 측정기는 
첫 단계를 지나 고압 플레이트 아래로 
쉽게 밀려들어갈 수 있어야 하지만 
플레이트 아래에서 두 번째 단계를 
지나면서 약간의 저항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플레이트를 조정하려면 
플레이트를 고정하고 있는 암의 나사를 
풀고 플레이트를 다시 조정한 후 나사를 
조이십시오. 

 

갭 측정기 

고압 암 나사 

http://www.videojetkorea.com/kr/homepage/general/excel-power-suppl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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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압 전원 공급 장치 교체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온라인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A: 예. 전원 공급 장치 교체 프로그램을 위한 온라인 요청 양식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다음 표에는 온라인 양식에 

대한 국가 특정 URL 링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적합한 URL 를 선택해 전원 공급 장치 교체를 요청하시거나 현장 
서비스를 통한 직접 지원을 요청해 주십시오. 고객 서비스 직원이 요청을 확인하고 계속 진행하기 위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국가 국가별 온라인 양식 URL 
대한민국 www.videojetkorea.com/kr/homepage/excel-power.html 

 
Q: 유지 관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데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한 현장 서비스 예약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다음 두 가지 옵션을 활용해 주십시오. 

• 온라인 양식 URL 로 이동해 현장 서비스를 요청하는 온라인 양식을 작성합니다. 고객 서비스 직원이 요청을 
확인하고 계속 진행하기 위해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 (070-7433-7241)으로 Videojet 고객 서비스 팀에 연락합니다. 
 
 

http://www.videojetkorea.com/kr/homepage/excel-pow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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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식별자로 구분되는 전원 공급 장치는 교체해야 합니다. 
  

2011 Globtek 전원 공급 장치 
 

• 2011 Globtek 전원 공급 장치. 초록 라벨이나 
초록 및 노랑 라벨이 없는 것. (교체 필요) 
 

 

사람이 판독할 수 있는 

바코드의 끝자리가 "11"인 

번호는 해당 전원 공급 

장치가 2011 년에 

  

사각형의"OK" 라벨이 부착된 Globtek 전원 공급 

장치 
 

• “OK” 라는 문자가 표시된 사각형 라벨이 

부착된 Globtek 전원 공급 장치. 초록 

라벨이나 초록 및 노랑 라벨이 없는 것. 

(교체 필요) 
 

 
 

 

고압 커넥터 

“OK”가 표시된 사각형 라벨은 

고압 커넥터와 함께 제공된 전원 

공급 장치 측면에 부착되어 

 



Videojet Excel 고압 전원 공급 장치 식별자 – 교체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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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식별자로 구분되는 전원 공급 장치는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증된 2011 Globtek 전원 공급 장치 
 

• 인증된 2011 Globtek 전원 공급 장치는 

초록 라벨이나 초록 및 노랑 라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교체 필요 없음) 
 

• 아래 예시를 참조해 주십시오. 
 

기타 전원 공급 장치 생산업체 
 

• Tower Electronics 또는 Keltron 

Corporation 에서 제조한 전원 공급 장치. 
(교체 필요 없음) 
 

• 아래 예시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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