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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주의

청소

깨끗한 커팅 작업을 위해 기계 내부 청소가 중요하다. 기계를 주기적으로 청소한
다.

블레이드 홀더 캡 청소

지침에 지정된 대로 작업을 수행하고 지침에 지정되지 않은 
영역을 만지지 않는다.
기계가 갑자기 움직이면 부상을 입을 수 있다.

휘발유, 알코올, 신나등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기계 청소

필수 품목

물에 적셔 완전히 짜낸 천

청소하기 전에 전원을 끈다.



1: 그리트롤러
모든 찌꺼기들을 정기적으로 청소 한다.

2: 디스플레이: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으로 부드럽게 닦아준다. 

3: 핀치롤러
브러시를 사용하여 소재 스크래치 등이 쌓인 찌꺼기들을 제거한다.  금속 브러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블레이드 홀더 캡 청소

캡 내부에 소재 접착제나 먼지가 쌓였을 경우 캡을 풀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블레이드 홀
더 캡 안에 소재나 먼지가 쌓이면 칼날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여 깨끗하게 커팅
되지 않는다.

1: 캡
2: 풀어준다

소모품



주의

블레이드와 시트컷 나이프 교체 

블레이드가 마모된 경우 블레이드를 교체한다.

소모품

지침에 지정된 대로 작업을 수행하고 지침에 지정되지 않은 영역을 
만지지 않는다.
기계가 갑자기 움직이면 부상을 입을 수 있다.

블레이드를 교체하기전 장착된 소재를 제거한다.

블레이드 교체

절차

툴 캐리지의 나사를 풀고 캐리지에서 블레이드 홀더를 분리한다.



주의           절대 손가락으로 블레이드 끝을 만지지 않는다.
날카로운 블레이드로 인해 부상을 입을수 있다.

오래된 블레이드를 제거.



1 : 핀을 누른다.
2 : 오래된 블레이드

새로운 블레이드 장착.

1 : 새로운 블레이드
2 : 장착 완료

블레이드 홀더 장착.

시트컷 나이프 교체



절차

시트컷 나이프 제거 
(1) 나사가 빠질때 까지 풀어준다.
(2) 나사부분을 잡고 화살표 방향으로 천천히 당겨 뺀다.

이작업을 수행 할때 화살표 방향이 아닌 앞으로 당겨 빼지 않는다.

새로운 나이프 설치

나이프는 자석에 의해 고정된다.

1: 자석
2: 위치 고정 홈

교체한 나이프를 화살표 방향으로 천천히 장착 한다.

나사를 조여준다.

이때 나이프가 제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한다.





소모품

소모품 구매

소모품을 구입하려면 Roland DG Corp. 웹 사이트(http://www.rolanddg.kr/)를 방문
하거나 공인 Roland DG Corp. 대리점에 문의한다.

블레이드

블레이드

아래는 칼날의 수명이 다된 경우이다.  새 블레이드로 교체한다.
• 블레이드 끝부분이 부러진다.

• 블레이드 힘이 50~60gf까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커팅되지 않은 부분이 유지되는 경우.

• 절단면이 예전처럼 깨끗하지 않다.

• 정밀한 부위나 모서리를 자르면 이형지에서 소재가 찌그러지기 시작한다.

블레이드와 시트컷 나이프 교체

블레이드 홀더

http://www.rolanddg.kr


블레이드 홀더

블레이드 끝부분이 조정된 후(마모되어 짧아지거나 길이를 너무 짧게 조정 하여 사용하는 
경우) 커팅 시 칼날 홀더의 캡이 소재에 마찰되어 점차 마모된다.  캡이 점점 마모되면서 
블레이드 끝을 올바르게 조정할 수 없게 되고, 깨끗한 커팅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경우 
블레이드 홀더를 교체한다.  블레이드 홀더를 오래 사용하면 블레이드를 지탱하는 베어링
이 나빠져 블레이드가 회전하기 어려워진다.  손상된 블레이드 홀더를 계속 사용하면 칼
날 끝이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커팅되지 않는다.  모서리나 곡선 부분
이 깨끗하게 절단되지 않았거나 커팅된 부분이 구멍이 뚫린 선처럼 보이기 시작하거나 유
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Cleaning the Blade Holder Cap" 를 참조하여 블레이드 홀더 
캡을 청소한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블레이드 홀더를 새것으로 교체한
다.

블레이드 프로텍터

블레이드의 길이나 블레이드 압력이 적절히 조정되지 않고 커팅을 할 경우 블레이드의 
끝부분이 소재의 이형지를 뚫고 블레이드 프로텍터를 긁을 수 있다.  블레이드 프로텍터
가 긁혔을 때 커팅을 할 경우 깨끗하게 커팅할 수 없다.  블레이드 프로텍터의 표면이 긁
히거나 기타 손상으로 인해 변형된 경우 블레이드 프로텍터를 교체해야 한다.  공인 
Roland DG Corp. 대리점에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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