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플라스틱 및 파이버 노즐 교체

□□ 플라스틱 노즐: 3~6개월마다 또는 1,000시간 인쇄 
주기로 교체(5분)
□□ 파이버 노즐: 1~3개월마다 또는 500시간 인쇄 주기로 
교체(1분)

이동 시스템의 구성품을 교체한 후 그리고 500시간 인쇄 주기로 
필요에 따라 벨트 장력을 점검하고 조정하십시오(5분).

□□ 산업용: 82~84Hz로 벨트 튜닝, 지원 문서 참조
□□ 데스크톱:  후면 벨트 장력을 49Hz로 튜닝하고 전면 벨트 
장력을 62Hz로 튜닝, 지원 문서 참조

모든 Bowden 및 피드 튜브 교체
□□ 플라스틱 Bowden 및 피드 튜브를 약 3~6개월마다 
또는 1,000시간 인쇄 주기로 교체합니다(5~10분).
□□ 탄소 섬유를 인쇄할 때 파이버 Bowden 및 피드 
튜브는 더 빨리 마모됩니다. 벽면이 얇아지거나 
변형되었는지 살펴보십시오. 피드 튜브를 3~6
개월/1,000시간 인쇄 주기로 교체하고 Bowden 
튜브는 1~3개월/500시간 인쇄 주기로 교체합니□
다(5분).

복합 프린터

예방 유지 관리 일정
단기 
모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Settings → Update Manager 

플라스틱 스풀을 전환할 때마다 건조함의 제습 파우치를 비우고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오닉스를  사용할  경우  가요성  튜브의  마모  상태를 
점검하십시오(5~10분).

산업용 시리즈 레이저 렌즈에 얼룩과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동봉된 천을 사용하여 청소합니다.

인쇄 노즐이 정상 상태인지 확인합니다(1분).
□□ 플라스틱 노즐이 마모되었다는 첫 번째 징후는 인쇄 
품질 저하입니다.
□□ 파이버 노즐 끝이 납작해지거나 화살표 방향으로 
마모됩니다. 화살표가 노즐 끝에 접촉하면 노즐을 
교체하십시오.
□□ 노즐을 가열하고 트위저 및 황동 와이어 브러시로 
청소합니다.

매 2~4회 인쇄 주기마다, 변위 발생, 인쇄 실패 및 유지 관리 
후에는 베드 수평을 조절하고 노즐을 조정하십시오.

□□ 플라스틱: 베드 수준 테스트 인쇄 유틸리티
□□ 파이버: 파이버 노즐 조정 루틴

인쇄물 간에 수 일이 경과된 경우 인쇄하기 전에 Bowden 튜브와 
압출기에서 젖은 물질을 제거합니다.

 □ Menu → Utilities → Test Prints → Wet Plastic 
Purge Print (5~10분)

매일
프린터 베드, 프린터 챔버 및 터치스크린에서□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각각의 인쇄 실행 후 싱크 내 프린터 베드를 세척합니다. 
□□ 젖은 스폰지를 사용하여 남은 접착제 제거
□□ 비누 사용 금지
□□ 종이 타월이나 보풀 없는 천으로 건조

소모품 확인
□□ 다음 인쇄 작업을 위해 플라스틱 및 파이버 재료가 

충분히 로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노즐, 튜브 및 튜브 팁의 마모 여부를 점검합니다.
□□ 재료 경로에는 가능한 한 굽힘이 없어야 하며 프린터 
입구 구멍 근처에 건조함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 수준 점검(5~20분)
□□ 데스크톱 시리즈: 심 베드 수준 루틴
□□ 산업용 시리즈: 레이저 베드 수준 또는심 베드 수준 루틴

개정. 2019년 1월 support.markforged.com에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교체용 소모품은 현지 리셀러에게 문의하십시오.
현재까지 누적된 총 인쇄 시간 표시: Menu→Settings→System Info→ . 카운터는 전체 시스템 초기화 후에만 재설정됩니다.

교체 일정
500시간 인쇄 주기
(1~3개월)

파이버 Bowden 튜브
파이버 노즐

1,000시간 인쇄 주기
(3~6개월)

플라스틱 피드 튜브
플라스틱 Bowden 튜브
플라스틱 노즐
파이버 피드 튜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