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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설명서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 정보를 읽으십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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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잉크 및 잉크 용기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잉크가 눈에 들어간 경우 흐르는 물로 즉시 눈을 씻으십시오.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잉크를 교체할 때 피부에 잉크가 묻지 않도록 하십시오. 잉크가 피부에 
묻으면 해당 부위를 비누와 물로 철저히 씻으십시오.

• 기기를 벽면 콘센트에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비상 시 전원 코드를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 기기가 작동 중일 때 커버를 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손이나 손가락
이 기기에 끼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의



3

유지보수 킷

유지보수 킷을 사용하여 기기 내부를 청소하십시오. 유지보수 
킷에 제공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 도구
• 보호 안경
• 보호 장갑
• 스포이드
• 클리닝 액
• 흡수제
• 클리닝 스틱
• 클리닝 천
• 쓰레기 봉투

• 기기 내부를 청소할 때는 반드시 보호 안경과 보호장갑을 착용
하십시오.

• 사용한 흡수제나 잉크가 묻은 보호 장갑은 손이나 옷에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손이나 옷이 더러워집니다.

• 유지보수 킷에 제공된 품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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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유지 보수를 수행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유지 보수 장
치로 청소하십시오.

[▼/Menu] 키를 누르십시오.

[▲] 또는 [▼/Menu] 키를 눌러 [Maintenance]를 표시
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 또는 [▼/Menu] 키를 눌러 [[Clean Maint Unit]를 
표시한 후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Press # to clean Maint Unit"이 표시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Maintenance in process..."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Open Top Cover to clean unit"이 표시되면 상단 커버를 
엽니다.
유지 보수 장치가 청소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프린터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유지 보수 장치로 청소할 때 톱니가 있는 고무 벨트나 잉크 튜브를 만지지 마
십시오. 또한 케이블이나 잉크 튜브가 소매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유지보수 장치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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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닝 액을 적신 클리닝 스틱으로 그림과 같은 영역의 
먼지를 닦아냅니다.
캡 윗부분은 가볍게 닦아주세요.

DYX083

와이퍼
(후면 및 전면)
캡
(측면 부분, 상단 
부분 및 내부 부분)

레버

DSB103

상단 부분

측면부

내부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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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어진 잉크가 모두 제거될 때까지 캡의 측면 부분, 상단 부분, 내부 부분을 닦습
니다.

DYX084

상단 부분

내부
부품

측면부

• 클리닝 천은 유지보수 장치로 청소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클리닝 스틱
을 사용하여 청소하십시오.

• 유지보수 장치로 청소할 때 클리닝 스틱을 기기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유지 관리 장치로 청소한 후 상단 커버를 닫습니다.
다시 시작한 후 헤드 청소가 시작되고 그 후 기기가 정상 상태로 돌아갑니다.

• 프린트 헤드 노즐을 청소하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청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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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트 헤드 노즐 청소가 자동으로 수행되는 동안 제품 내부에 손을 
넣지 마십시오. 손가락이 기기 내부에 끼어 다칠 수 있습니다.

정기 유지 보수를 수행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프린트 헤드
를 청소하십시오.

 2개의 흡착제를 청소 도구에 장착한 다음 스포이드를   
사용하여 흡착제를 클리닝 액으로 적십니다.
스포이드를 사용하여 스포이드의 눈금 2까지 세척액을 빨아들입니다. 각 흡착제에 
절반을 사용합니다.
흡착제가 완전히 젖을 때까지 클리닝 액으로 흡착제를 적셔 주십시오.

DSB432

흡착제

청소 도구

[▼/Menu] 키를 누르십시오.

[▲] 또는 [▼/Menu] 키를 눌러 [Maintenance]를 표시
한 후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 또는 [▼/Menu] 키를 눌러 [Auto Head Maint.]를 
표시한 후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프린트 헤드가 청소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프린트 헤드 노즐 청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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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 to start Auto Head Maint." 가 표시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Remove Tray"가 표시되면 트레이를 제거하십시오.

 "Set Maint. Kit Press Start key"가 표시되면 청소 도구
를 트레이 스탠드에 부착합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청소 도구를 뒤쪽으로 밉니다.

DSA104

[Start] 키를 누릅니다.
프린트 헤드 노즐 청소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10~15분이 소요됩니다. 
"Maintenance in process..."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Remove Maint Kit Press Start key"가 표시되면 청소 
도구를 분리하고 [Start] 키를 누릅니다.
"Maintenance in process..."가 표시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후 기기는 정상 상태로 돌아갑니다.

메인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Escape]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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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트 헤드 노즐이 자동으로 청소되는 동안 커버를 열지 마십시오.
• 흡착제를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 유지 관리 장치로 청소하지 않은 경우 계속 청소하십시오.







유지보수 설명서

© 2018 Roland DG Corporation
Printed in China

EN     GB    EN     US     EN     AU    J089-7017
R1-181105 FA01389 


	Roland VersaSTUDIO BT-12<유지보수 설명서>
	공지 사항
	유지보수 킷
	유지보수 장치 청소
	프린트 헤드 노즐 청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