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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제1장 정성 마스템에 대하여
“정성 마스템(JSC MASTEM)”은 중공업, 자동차 산업, 일반 산업 등 다양한 곳에서 모든 종
류의 철, 각종 금속명판,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질 위에 광범위한 마
킹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마킹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기능키(F1~F10)와 숫자
키(1~6)를 이용하여 메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4장(마스템 시작하기)에서는 초보자들을 위해 설정 후 간단한 마킹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메뉴얼을 참고하여 마킹 시스템에 익숙해 지시길 바
랍니다.

CHAPTER2제2장 시스템의 구성
컨트롤러는 시스템의 심장부이며,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는 마이크로프로세서와 LCD 그리
고 마킹 헤드를 조절하는 모든 전자부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외 키보드, 원격 START/STOP BOX 및 마킹 헤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컨트롤러
컨트롤러를 켜게 되면 마이크로프로세서는 자동적으로 마킹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킵니다. 소
프트웨어는 각 단계별로 사용자가 해야 할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사용하
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적당한 기능키(F1~F10), 숫자 키(1~6) 또는 커서를 이용해 원하는
기능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작상의 실수가 있으면 그 사실을 즉시 알려주
어 재실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쉽게 파일을 작성할 수 있고, 각 파일은 한 필드당 150자, 총 50필드까지
입력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필드는 개별적으로 글자 크기나 마킹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직선(STRAIGHT)으로 마킹 할 때는 가로, 세로의 정확한 위치를, 호(ARC) 마
킹 할 때는 각 필드의 반경과 시작 각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하나의 파일은 각
필드마다의 여러 종류를 가질 수 있고, 그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속성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단 파일이 작성되면 마킹 범위에 알맞게 작성되어있는지 체크 해 보고, 알맞게 작성이 되
었으면 제 위치에 마킹이 되는지 마킹 위치 확인(F3-1)을 실행하여 확인해 보거나, 실제로
파일을 마킹(F1-1) 해보면 됩니다. 여러 각도에서 파일을 마킹 하거나, 마킹의 스타일을 바
꾼다거나 직선 마킹 모드를 호(ARC) 마킹 모드로 바꾸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다양합니다.
(4장 8PAGE 참조)

(2) 디스플레이와 키보드
- 디스플레이 : 37자×12라인의 읽기 쉬운 LCD로 되어있습니다. 파일의 크기는 디스플레이
의 크기에 제한 받지 않으며, 37×12의 범위를 훨씬 넘는 범위까지 SCROLL될 수 있으며,
텍스트 뿐 아니라 로고 및 HPGL 로고도 화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키보드 : 컨트롤러의 뒷면에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3) 마킹헤드
마킹헤드는 베이스와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베이스와 컬럼은 단순히 X-Y 축의
MOVEMENT UNIT를 받치고 있습니다.
기본 마킹범위는 파워도트는 100mm × 70mm, 오토도트는 100mm × 50mm, 스피드도트는
150mm x 100mm, 핸디도트는 80mm x 30mm이며 모델에 따라 기본값 범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센서는 PNP TYPE을 사용하고 파워도트와 오토도트는1mm당 40 STEP, 스피드도트와 핸디
도트는 1mm당 8 STEP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킹 헤드에는 2개의 근접 센서가 있어서 마킹시 항상 같은 위치에 반복하여 마킹
을 가능하게 합니다.

CHAPTER3제3장 효과적인 마킹 안내
마스템은 다양한 문자 형태, 크기 그리고 마킹 힘을 사용함으로써 광범위한 용도의 마킹을
실현하였습니다. 본 3장에서는 주로 DOT와 VARIDOT 마킹 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고정
마킹 피사체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좋은 마킹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고정이 완전하게 되지 않으면 활자들은 불규칙하게 각인되고, (예를 들어, DOT가 제 위치에
찍히지 않거나, 마킹의 깊이가 불규칙함) 마킹 라인도 위 아래로 흔들리게 됩니다. 아주 깊
은 마킹을 원하면 피사체를 단단히 고정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마킹 할 피사체가 여러 종류라면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의 고정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정장치를 신속히 교체하기 위해 MAGNETIC CHUCK이나 그와 유사한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피사체의 재질
마스템은 다양한 재질의 피사체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킹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질의 강도인데 마스템은 H.R.C 60(ROC
KWELL 경도)까지 각인할 수 있습니다.

피사체의 재질이 단단할수록 마킹의 깊이는 더 얇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재질의 종류는 바
늘(STYLUS)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며 STYLUS의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마모를
줄일 수 있으며 마킹의 선명도를 증가시킵니다.

(3) 표면상태
피사체의 표면이 매끄럽고 잘 마무리가 되어 있으면 거칠고 울퉁불퉁 할 때보다 작업이 쉽
습니다. 표면이 거칠수록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 마킹을 깊게 해야 하며, 피사체 표면에 도
색이 되어있다면 마킹 후 도색이 벗겨질 수 있으므로 STYLUS의 각도를 바꾸어 마킹을 하
여야 합니다.

(4) 표면의 평평함
완벽하게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사체에도 마킹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깊이(DEPTH)가
불규칙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STYLUS와 피사체의 틈(MARKING GAP)이 커질수록 마
킹 깊이가 깊어지며, 이 틈이 1~2mm일 때 이상적인 마킹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사체의 형태가 원통형 등으로 특이한 경우는 다음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
한 한 STYLUS와 피사체의 거리를 멀리 하고, 처음에 간격 5mm에서 간격을 1mm정도 더

벌렸을 경우가 처음 2mm에서 간격을 1mm정도 더 벌렸을 경우보다 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문자의 크기와 폭을 줄여서 전체 마킹을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마킹의 깊이
마킹의 깊이는 마킹의 강도, 마킹 갭(GAP), 피사체의 재질, STYLUS의 각도에 따라 달라지
므로 항상 고려를 한 뒤 마킹을 해야 합니다.
깊은 각인을 위해서 갭(GAP)과 높은 강도가 필요한데 이는 STYLUS의 수명을 단축시킵니
다. 단단한 피사체 위에 깊은 마킹을 해야 할 경우에는 열처리 전에 마킹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6) 마킹의 강도
마킹의 강도는 작성된 파일의 각 필드마다 깊이를 변화시키는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활자가 서로 다른 깊이에서 판독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용하
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은 활자는 큰 활자보다 더 얇은 마킹이 필요할 때 사용되고, 마킹
강도의 변화는 마킹 갭(GAP)이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다양한 깊이의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마킹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주어진 파일을 마킹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마킹 속
도를 가능한 한 빠르게 하고자 한다면 마킹의 강도를 되도록 낮게 유지시킵니다. 작은 갭
(GAP)과 높은 강도의 마킹 깊이는 큰 갭(GAP)과 낮은 강도의 마킹 깊이와 같습니다.

(7) STYLUS와 피사체의 간격
STYLUS와 피사체 표면과의 간격을 마킹 갭(GAP)이라고 합니다.
갭(GAP)을 변화시키면 마킹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갭(GAP)이 클수록 각인되는 깊이도 깊어
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갭(GAP)은 2~3mm이지만 넓히거나 좁힐 수 있습니다. 단단한 피사
체에 아주 깊은 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갭(약 7mm~15mm정도)이 필요하고, 부드
러운 재질에 아주 얇은 마킹을 하기 위해선 단지 0.1mm의 갭이 필요하며, 아주 작은 글자
를 각인할 경우에도 좁은 갭이 필요합니다.
만약 마킹 갭이 너무 넓거나 크면 STYLUS는 피사체 표면에 꽃이거나 긁히게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킹 힘(POWER)을 높이거나 갭(GAP)을 줄여야 합니
다.

(8) STYLUS의 각도
STYLUS의 각도(일반적으로 90°로 구성)에 따라 STYLUS의 수명, 마킹의 깊이와 선명도가
달라집니다. 작은 각도(약 60°)는 깊은 마킹이 가능하게 하지만 STYLUS의 수명을 짧게 하
며, 마킹이 깊게 될수록 각 DOT의 반경이 작아지므로 덜 선명합니다. 표면에 도색이 되어
있거나 바탕 재질이 금속(METAL)일 때를 제외하고 각도를 줄여야 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큰 각도(약 120°)의 사용은 STYLUS의 수명을 늘립니다. 마킹은 덜 깊어지지만 문자의 각
DOT 간격이 넓어지므로 더 선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9) 활자의 크기
활자 크기는 파워도트와 오토도트는0.15~49.05mm까지 조절이 가능하며, 0.15mm 단위로
증가하고 스피드도트와 핸디도트는 0.75~48.85mm까지 조절이 가능하며, 0.75mm 단위로
증가합니다.
가능하다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문자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문자의 마킹은
중간문자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데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더 깊게 각인해야 하기 때문입
니다.

큰 문자를 각인해야만 한다면 기존의 7×5 DOT 대신 DOT가 더 많아 더 선명하게 보이는
7×9 DOT 이나 VARIDOT STYLE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작은 활자도 중간 활자보다는 각인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므로 작은 활자의 마킹
을 위해서는 마킹 갭(GAP)을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하며 STYLUS도 완벽한 상태로 있어야
하고 또한 피사체의 표면이 아주 매끄럽고 수평이 맞아야 합니다.

CHAPTER4제4장 마스템 시작하기
(1) 케이블 연결하기
컨트롤러 뒷면에 있는 커넥터가 그림 4-1과 같이 표시되어 연결이 용이하고 초보자들도 쉽
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①
I/OPORT

MONITOR

②

③

START/STOP

C/Z MOTOR

KEY BOARD

④
MARKING HEAD

RS-232
POWER SWITCH

⑤

⑥

⑦

⑧
AC 220V

그림 4-1 컨트롤러 뒷면

① 외부장치와 연결(PLC ETC) : 25핀(암놈)
② REMOTE START/STOP 상자와 연결 : 9핀(수놈)
③ Z축 모터/CIRCUMF. 장치와 연결 : OPTION(수놈)
④ 마킹헤드와 연결 :25핀(수놈)
⑤ 모니터와 연결 : OPTION(수놈)
⑥ 키보드와 연결 : PS-2(수놈)
⑦ RS232 케이블 연결 : 9핀(수놈)
⑧ 전원선 연결 : AC 220V

그림 4-1의 표시대로 선을 연결한 후, 8번 노이즈 필터의 스위치를 켜면 컨트롤러 전면에
있는 LCD에 마킹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마킹을 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됩니다.
먼저 새로운 파일을 만들기 전에 마킹헤드 아래 피사체를 고정시킨 후 마킹 핀(STYLUS)과
피사체의 간격을 2.0mm 정도로 조절합니다.

(2) 새로운 파일 만들기
마킹 할 내용
JSC

0001

고정문자

시리얼번호

◈JSC는 변하지 않는 고정문자로 업체명 또는 이름 등을 입력.
◈0001은 시리얼 번호.

1) 파일 작성

1. F2-1(새로운 파일)을 눌러 새 파일

2. 첫 번째 필드에 JSC라고 입력 한

을 만들기 위한 새 창을 엽니다.

후 ENTER키를 누르면 위와 같은 화
면이 나타나고, ENTER키를 두 번 눌
러 마킹 힘을 5로 입력하고, ENTER키
를 한번 더 눌러 크기를 3.00으로 입
력합니다.
(주의) X, Y 위치는 마킹위치확인에서
적절히 조절합니다.

3. 2번 단계에서 바로 F2나 TAB키를

4. 두 번째 필드에 0001을 입력하고,

눌러 필드 속성을 설정하여 줍니다.

ENTER키를 눌러 설정 창을 띄운 후1

이때 JSC는 텍스트이므로 종류를 “텍

번에서와 같이 ENTER키를 두 번 눌

스트”로 설정하고, ESC키를 한 번 눌

러 마킹 힘으로 이동하여 5로 입력하

러 필드로 빠져 나온 뒤 방향키(↓)로

고 ENTER키를 한번 더 눌러 크기를

두 번째 필드로 이동합니다.

3.00으로 입력합니다.

5. 그 위치에서 TAB 또는 F2 키를 누

6. 내용을 피사체에 제대로 마킹을 하

르면 필드 속성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기 위해 X, Y 위치를 F3-1(마킹위치

서 종류를 “일련번호”라고 설정한 뒤

확인)을 눌러 방향키로 위치를 조절하

ESC키를 한 번 눌러 필드속성에서

여 줍니다. (4장 10PAGE 참조)

빠져나옵니다.

7. 마킹 위치를 조절하고 F3-2(화면으로 보기)를 누르면 위 그림과 같은 내용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이 때 일련번호설정에 따라 한 번 마킹 할 때마다 증가한 수가 마킹을 하게 됩니다.
* 화면으로 보기에 관한 내용은 7장 44PAGE 참조
* 일련번호에 관한 내용은 6장 20PAGE 참조

※ TIP : 두 번째 필드의 X, Y위치를 설정할 때 커서를 두 번째 필드에 위치한 뒤 ENTER
키를 누르면 설명 4번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만약 첫 번째 필드의 X위치 값이 28.0이라면 두 번째 필드의 X위치 값은 “28.0 + 3(글자
크기) * 첫 번째 필드의 마킹 될 글자수입니다.
따라서 28.0 + (3*3) = 37.0 이 됩니다. 37.0을 두 번째 필드의 X위치 값에 입력하면 두
개의 필드가 한 라인처럼 연결되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이 때 글자와 글자 사이에 빈 공간을 삽입하려고 할 때 첫 번째 필드의 마킹 될 글자수
3자에 1자를 더해 계산하여 두 번째 필드의 X위치를 40.0으로 입력하면

“JSC 0001”이

라고 마킹이 됩니다.

2) 마킹위치확인
파일을 입력 후 피사체의 정확한 위치에 마킹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작업으
로, 실제로 마킹되는 것이 아니라 마킹 헤드를 움직여서 마킹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F3키 누른 후 숫자 1(마킹위치확인)을 누르면 마킹헤드가 좌측상단의 홈 포지션으로 돌아
간 후 파일 첫 필드의 상단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에는 마킹 될 텍스트 필드가 강조되어 나타나고, SPACE KEY 또는 RIGHT KEY(→)를
누르면 마킹헤드는 텍스트가 들어갈 범위로 이동합니다. 필드 사이의 이동은 커서의
UP(↑)/DOWN(↓) KEY를 이용하거나 ENTER 키를 이용하고, ESC를 누르면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마킹위치확인을 실행 시 각 필드의 위치 조정이 가능합니다.
TAB 키를 누르면 현재의 필드위치(X,Y)와 텍스트가 강조되어 나타나고, X축 위치를 변경
하려면 LEFT/RIGHT(←/→) KEY, Y축은 UP/DOWN(↑/↓) KEY를 이용하여 변경이 가능합
니다.
0.1mm씩 변경이 되는데 증가시키려면 “>”키를 누르고, 감소시키려면 “<”키를 눌러 단위
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스텝사이즈는 화면 좌측 하단부에 표시되며, 필드의 텍스트가
강조된 상태에서 빠져 나오려면 한번 더 TAB키를 누르면 됩니다.

3) 파일 편집

그림 4-6

그림 4-7

① 파일 편집은 F2키 누른 후 숫자 3(편집)을 눌러 실행합니다.
② 편집하고자 하는 필드에서 ENTER키를 누르면 그림 4-6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ENTER키나 방향키 이용해서 X,Y 위치와 마킹 힘, 크기로 이동하여 설정 값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③ 파일의 필드 속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F2키나 TAB키를 누르면 그림 4-7와 같은 화면
이 나타나고, 파일에 맞게 속성을 편집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파일의 구조<12~16>
참조)

4) 파일 마킹
마킹 할 파일이 만들어 지면 피사체에 직접 마킹을 합니다.
① 마킹을 하는 두 가지 방법 :
-

F1) 마킹을 선택한 후 ENTER를 눌러 마킹하는 법.

-

REMOTE CONTROL 위에 있는 녹색 버튼(START)를 눌러 마킹하는 법.

② 마킹을 중지하는 두 가지 방법 :
-

REMOTE CONTROL 위에 있는 적색 버튼(STOP)을 누르면 현재 마킹 중인 파일을
망가뜨리지 않고 정지시킬 수 있음.

-

컨트롤러 케이스 뒷면의 전원 스위치를 끄면 컨트롤러의 전원이 차단되며 마킹이
중지됨. (* 이 경우 현재 마킹 중인 파일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모두 잃게 됨)

③ 마킹의 깊이가 얕을 때 : 갭을 크게 하거나 마킹 힘을 높여줍니다.
④ 마킹의 깊이가 깊을 때 : 갭을 작게 하거나 마킹 힘을 줄여줍니다.
* 이상적인 마킹 갭 : 2.0mm

5) 파일 저장
① 파일을 저장 할 때 : F2을 누른 후 숫자4
(저장)를 누릅니다.
②저장할 파일의 이름을 입력한 후 ENTER키를
누르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③ 한 번 이름이 주어진 파일은 재저장시 그
파일에 덮어 씌워집니다.
④ 화면 오른쪽에 INDEX 리스트(INDEX 1~9)
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LEFT/RIGHT(←/→) KEY
를 사용 해 사용자가 원하는 INDEX에 저장 시
킬 수 있습니다.
6) 파일 불러오기
①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려면 F2를 누른 후 숫
자 2(열기)를 눌러 불러옵니다.
② 이전에 저장되어있는 INDEX 리스트를 방향
키(←/→)로 선택 후, 파일의 첫 글자나 이름을
입력하거나 방향키(↑/↓)를 이용해 파일을 선택
하여 ENTER키를 누르면 처음 화면으로 빠져
나옵니다.
③ 사용자가 불러오고자 하는 파일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F3을 누른 후 숫자 2(화면으로 보
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7) 파일 삭제
① 저장된 파일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F2를
누른 후 숫자 6(삭제)을 눌러 파일의 이름을 입
력하거나 방향키(↑/↓)로 파일 선택 후 ENTER
키를 눌러 파일을 삭제 합니다.

8) 파일 복사
① 필요한 파일을 F2-2(열기)하여 원하는 파일
을 선택하여 불러온 뒤 F2를 누른 후 숫자 5
(새이름으로 저장)를 눌러 새로운 파일의 이름
을 입력한 다음 ENTER키를 누르면 새로운 이
름의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파일은 필요한 부분만을 부분 편집 시 사용
하기 유용한 저장 방법입니다.

CHAPTER5제5장 파일의 구조
여러 개의 필드로 구성된 것을 파일이라고 합니다. 한 파일은 최대 50개의 필드까지 가질
수 있고, 각 필드에는 마킹 내용, X-Y 위치, 마킹 힘, 크기 외에 다른 속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러에는 파일을 최대 27,000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필드로 구성된
파일이나 로고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는 최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감소하게 됩니다.
파일의 이름은 최대 8자까지 입력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필드 내용 편집
필드에 내용을 입력 후 ENTER키를 누르면 그림 5-1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편집 창에서
텍스트, X-Y위치, 마킹 힘, 크기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림 5-1

- 텍스트는 150자까지 입력 할 수 있습니다.
- X 위치 : 범위는 0~ 250mm이고, 기본값은 파워도트, 오토도트는 100mm, 스피드도트는
150mm, 핸디도트는 80m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Y 위치 : 범위는 0~ 250mm이고, 기본값은 파워도트 70mm, 오토도트 50mm, 스피드
도트 100mm, 핸디도트는 30m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범위 변경 : F6키를 누른 후 숫자 3(장치구성)을 누르고 사용자가 원하는 속성으로
0~250mm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위 변경 : F4키를 누른 후 숫자 5(기타설정)을 누르고 mm(미터), in(인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변경합니다.(기본 단위 mm(미터))
- 활자의 크기는 오토도트와 파워도트는 0.15mm~49.05mm까지 가능하며 0.15mm 단위로
증가하며 스피드도트와 핸디도트는 크기는 0.75mm~48.75mm까지 가능하며 0.75mm
단위로 증가합니다.
- 마킹 힘 : 10단계로 0(NO MARK) ~ 9(DEEP MARK)까지 조절 가능(기본값 5)

(2) 편집 키
다음 키들은 파일을 편집할 때 사용된다.
KEY

기능

UP

이전 필드로 이동

DOWN

다음 필드로 이동

LEFT

좌측 활자로 이동

RIGHT

우측 활자로 이동

HOME

시작 장소로 이동

END

끝 장소로 이동

PAGE UP

몇 필드 위로 이동

PAGE DAWN

몇 필드 아래로 이동

ENTER

다음 필드의 시작 장소로 이동

DELETE

커서가 위치한 활자 삭제

BACKSPACE

커서 좌측 활자 삭제

INSERT

커서가 있는 곳에 공간삽입

ESC

편집종료

(3) 필드 속성
필드에 커서가 위치하였을 때 F2 또는 TAB키를 누르면 그림 5-2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
다. 사용자가 ↑,↓ 방향키를 누름으로써 사용하고자 하는 메뉴 항목을 선택할 수 있고,
←,→ 방향키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내용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림 5-2
1) 종 류
속 성

내 용

텍스트

필드에 입력한 내용 그대로 마킹 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일련번호

연속되는 텍스트를 마킹 할 때 사용합니다. (6장 20 PAGE 참조)

모든 일련번호

모든 일련번호가 모든 파일에 적용되어 있을 시 모든 파일의 일련번호
가 순차적으로 마킹됩니다. (6장 20 PAGE 참조)

통신

전체 파일을 편집하지 않고 텍스트의 필드를 변경 할 때 사용합니다.

일자

특수 명령어를 사용하여 일자를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6장 21 PAGE
참조)

로고

로고의 이름을 내용에 입력합니다. (6장 23 PAGE 참조)

통신로고

통신로고의 이름을 내용에 입력합니다. (6장 26 PAGE 참조)

I/O 명령

IN/OUT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명령을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6장 29
PAGE 참조)

바코드

바코드 리더기로부터 문자를 읽을 때 사용합니다. (6장 28 PAGE 참조)

2) 폰 트
폰트 속성은 활자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폰 트

설 명

7×5 도트

표준 도트이며, FONT SIZE는 파워도트와 오토도트는 최소 0.15mm
~ 최대 49.05mm, 스피드도트와 핸디도트는 최소 0.75mm ~ 최대
48.75mm까지 가능합니다.

9×7 도트

FONT SIZE는

속도가 가장 빠른 마킹 폰트입니다.

파워도트와

오토도트는

최소

0.20mm ~ 최대

49.00mm까지, 스피드도트와 핸디도트는 최소 1.00mm ~ 최대
49.00mm까지
바리도트

가능합니다.

활자가 도트의 라인으로 만들어지고, 도트 사이의 간격 조절이 가
능하지만 작은 활자에는 부적당한 폰트입니다. 또한 거친 표면 위
에서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9×5 OCR

OCR STANDARD에 부합하는 DOT METRIX 활자입니다.

9×5 USER OCR

OCR STANDARD에 부합하는 VECTOR활자이며, 작은 활자에 부적
당합니다.

◈폰트 마킹 방법
- DOT MARK UNIT
DOT MARK UNIT는 7×5 DOT 나 9×7 DOT를 이용해 마킹을 합니다.
각 DOT는 다양한 소재에 마킹이 가능한 SINGLE CARBIDE TIPPED STYLUS에 의해 각
인됩니다. 이 STYLUS는 전기 솔레노이드의 조정에 의해 피사체를 각인하며, 마킹 깊이
는 파일의 각 필드마다 다르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STYLUS가 마모나 손상되었을 경우
STYLUS를 교체하거나 각도를 맞추어 다듬어야 합니다.

- VARIDOT MARKING
이 방법 역시 DOT MARKING UNIT를 사용합니다. 사용자는 활자 크기나 활자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DOT 사이의 간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활자크기 : 파워도트와 오토도트는 0.15mm ~ 49.05mm 까지 가능하며 0.15mm
단위로 증가하고 스피드도트와 핸디도트는 0.75mm ~ 48.75mm까지 가능하며
0.75mm 단위로 증가합니다.
▪ VARIDOT MARKING의 장점
→ 큰 활자 마킹하는데 유용함.
→ DOT 사이 간격을 좁게 할 때 : 활자는 많은 DOT로 이루어져서 같은 크기의 7×5
DOT 나 9×7 DOT 보다 훨씬 선명해 보일 것입니다.
▪ VARIDOT MARKING의 단점

→ 작은 활자의 마킹에는 적당하지 않으며, DOT 공간이 어색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
니다.

3) 도트간격
바리도트 폰트가 선택 되었을 때의 도트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속성이고, 간격은 파워도
트와 오토도트는 5에서 100으로 설정할 수 있고 스피드도트와 핸디도트는 1에서 100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 도트 반복 수
같은 도트를 지정된 횟수만큼 최소 1회에서 최대 9회까지 반복해서 마킹 할 수 있습니다.
깊은 마킹을 할 때 사용되고 마킹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5) 형태
텍스트의 형태를 설정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속성입니다.
형 태

설 명

직선

X,Y 위치가 마킹 지역의 좌측 상단에 위치하여 시작하는 속성입니다.

직선(중앙정렬)

직선과 같은데 X,Y 위치가 중앙에 위치하는 속성입니다.

호(CW)

텍스트를 시계 방향으로 호를 만듭니다.

호(ACW)

텍스트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호를 만듭니다.

호(CW)중앙정렬

호(CW)와 같은데 각도를 지정함으로써 중심이 맞춰집니다.

호(ACW)중앙정렬

호(ACW)와 같은데 각도를 지정함으로써 중심이 맞춰집니다.

6) 프롬프트
종류가 통신이거나 일련번호 일 때 사용되며 이 속성은 통신, 일련번호가 편집될 때 화면
에 통신, 일련번호의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속성입니다.

7) 글자 폭
각 문자의 폭을 변화 시킬 때 사용되는 속성이며, 글자 폭 속성이 0.00 일 때 자동으로
현재 글자 높이와 같은 수치로 계산됩니다.
범위는 파워도트와 오토도트는 0.00mm~49.05mm 까지 가능하며 스피드도트와 핸디도트
는 0.00mm ~ 48.85mm까지 가능합니다.

8) 각도
- 형태 속성이 직선 마킹을 나타낼 때 : 각도는 마킹이 X-Y 위치 주위를 회전하는 각도
를 말하는 것입니다.
- 형태 속성이 호 마킹을 나타낼 때 : 각도는 텍스트의 START ANGLE을 표시하는 것입

니다. 범위는 -359.90 ~ +359.90 입니다.

9) 반지름
형태 속성이 호 마킹을 나타내면 반지름은 텍스트가 마킹 될 호의 내부 지름을 표시합니
다.

10) 필드길이
형태가 직선 마킹을 표시하면 필드길이는 최대 마킹 길이를 표시하며, 활자 폭은 필드길
이에 맞추어지며, 텍스트의 폭보다 필드길이가 더 긴 경우는 무시합니다. 또한 필드길이
가 0에 맞추어져 있으면 무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형태가 호를 표시하면 필드길이는 각도의 최대 길이를 나타냅니다.

11) 마킹방향
마킹 방향에는 정방향과 역방향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정방향 :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킹.
- 역방향 :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마킹.
첫 번째 필드가 정방향으로 마킹하고 다음 필드부터 자동으로 역방향 → 정방향, 정방향
→ 역방향 순으로 마킹을 합니다.

12) 공백필드
필드에 데이터가 없을 때 헤드가 그 필드의 좌표로 이동 또는 통과를 선택하는 속성입니
다.
- 이동 : 헤드가 필드 좌표로 움직임.
- 통과 : 헤드가 다음 필드 좌표로 움직임.

13) 일련번호 증가, 반복, 마킹수
- 일련번호 증가 수 : 필드가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을 시 정해준 수만큼 일련번호를 증가
시키는 속성입니다.
- 일련번호 반복 수 : 일련번호의 반복 횟수를 나타냅니다.
- 일련번호 마킹 수 : 일련번호가 반복 횟수에서 몇 번이나 마킹이 되었는지를 표시해주
는 속성입니다.
* 이 속성은 모든 일련번호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4) 필드기능
필드기능 메뉴를 열기 위해서는 F1을 누릅니다. 이것은 복잡한 파일 필드의 편집을 가능
하게 합니다.

OPTION

기능

F1) 잘라내기

현재 필드를 삭제해서 버퍼에 저장하고, 삭제된 필드 자리에는
남아있는 필드가 위로 이동해 채워줍니다.

F2) 복사하기

현재 필드의 텍스트와 내용을 복사할 때 사용됩니다.

F3) 붙여넣기

빈 필드에 잘라내거나 복사한 필드를 붙여 넣을 때 사용됩니다.

F4) 빈 필드 삽입하기

현재 필드에서 빈 필드를 만들기 위해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CHAPTER6제6장 파일의 기능
제 一 절
제 二 절6.1 일련번호
(1) 모든 일련번호
만약 3개의 파일에 모든 일련번호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때 하나의 파일을 마킹하고 다른
하나의 선택된 파일이 마킹이 될 때 모든 일련번호가 적용되어 첫 번째 파일에서 0003으로
마킹이 끝났다면, 다음 선택된 파일은 그 뒤를 이어 0004로 일련번호를 마킹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련번호는 입력된 텍스트는 무시하고 일련번호가 적용됩니다.
이 때 일련번호의 증가수, 반복수의 설정은 F2-3(편집)을 눌러 편집화면으로 들어가서 모든
일련번호가 설정된 필드 위치에서 TAB이나 F2옵션을 통하여 설정하여 주며, 일련번호를 시
작하고자 하는 숫자의 입력은 F8-1(일련번호편집)을 눌러 설정을 수정하여 줍니다.
만약 시작하고자 하는 숫자의 설정이 00034로 되어 있을 시 00034부터 마킹을 시작하게
됩니다.

(2) 일련번호
파일에 일련번호를 넣으려면 필드에 일련번호설정을 하고 텍스트에 일련번호의 시작 값을
설정해줍니다. 이 때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필드속성에서 일련번호 증가와 일련번호 반복
수를 설정하여 그 필드의 일련번호가 증가하는 정도를 바꾸어줍니다. 일련번호가 설정된 필
드는 마킹이 하나 끝날 때마다 설정된 문자와 수가 자동적으로 증가하여 다른 일련번호를
마킹을 합니다.

1)일련번호 편집하기
프롬프트 : 필드속성에서 프롬프트에 “JSC”라고
입력하고 필드로 돌아와서 일련번호로 속성변경,
증가시키고자 하는 텍스트를 입력 후 일련번호편
집(F8-1)을 실행시키면 현재 프롬프트 “1)”로 설
정된 프롬프트가 “JSC)”로 바뀌게 됩니다.
프롬프트의 역할은 사용자가 보기 쉽게 일련번호
필드에 이름을 정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① F8를 누른 후 숫자 1(일련번호 편집)을 눌러 현재 파일에 사용되는 일련번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② 일련번호를 마킹 할 때 TAB 옵션을 사용함으로써 연속성을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련번호는 1씩 증가하는데 TAB옵션을 사용하여 일련번호 증가를 1에서
2로 바꿈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③ 하나의 파일에서 50까지의 일련번호가 허용됩니다.

2)일련번호 설정하기

① F8을 누른 후 숫자 2(일련번호 설정)을 누른 후 설정합니다.
② 일반적으로 숫자만을 증가시키지만, 문자를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일련번호 설정에서
문자가 나오기 위해 필요한 문자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EX)기본설정 외 ABCDEFGHIJKLMNOPQRSTUVWXYZ를 SEQUENCE가 더해지면
일련번호 AA98은 AA99, AB00, AB01 등과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때 필요하지 않은 문자가 있다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三 절6.2 통신
필드에 통신을 삽입하려면 필드 속성에서 종류를 통신으로 설정해줍니다.
통신은 전체 파일을 편집하지 않고 텍스트의 필드를 변경 할 수 있게 하며, 통신이 편집될
때 프롬프트가 화면상에 표시되어서 작업자는 각 통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 四 절6.3 시간과 일자의 기능
(1) 소개
마스템은 시간과 날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REAL-TIME CLOCK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시간과 일자
실제 시간과 날짜에 관한 정보를 파일에 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필드속성 종류를 “일자”에 설정을 한 후 아래에 나열된 특수 명령어를 사용하여 텍스트의
필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명령어

표시범위

시

$HOUR$

00~23

분

$MIN$

00~59

초

$SEC$

00~59

일

$DATE$

01~31

월

$MON$

01~12

연

$YEAR$

00~99

CENTURY

$CEN$

19, 20

주이름

$DOW$

MON~SUN

월이름

$MOY$

JAN~DEC

$DOY$

001~365

일코드

$DCODE$

ABCDEFGHIJKLMNOPQRSTUVWXYZ12345

월코드

$MCODE$

ABCDEFGHIJKL

연코드

$YCODE$

ABCDEFGHIJKLMNOP(설정 년도는 2000년)

시간코드

$SCODE$

일~월요일까지

WEEK

$WEEK$

01~52. 일주일의 첫날은 월요일, 1주는 4일 이상이 있는 첫 주. 마지

Day

Of

Year

막 주는 52주이다.

1) 일, 월, 연 코드
일, 월, 연 코드의 설정방법은 일코드 31자를 1일은 A로, 31일은 5등으로 설정하고, 월코
드 12자를 1월은 A, 2월은 B 등으로 설정하고, 일, 월코드와 마찬가지로 00년은 A, 01년
은 B 등으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EX) $YCODE$ $MCODE$ $DCODE$(현재 04년 06월 30일) -> E F 4 로 표시 됨.

2) 시간 코드
한 주의 매시간은 자신만의 SHIFT CODE를 가질 수 있습니다. SHIFT CODE를 구성하려
면 시간 설정메뉴에서 24시간으로 구분된 7개의 요일에 대한 설정을 기입합니다.
각 설정의 첫 번째 문자는 00:00:00~00:59:59이며, 두 번째 문자는 01:00:00~01:59:59
등입니다.

실제 SHIFT가 반시간에서 시작하면 그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 REAL-TIME CLOCK를 반시
간에 맞춥니다.

3) START OF DAY (SOD)
일반적으로 날짜는 자정 00:00에 바뀝니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이 06:00에서 다음날
06:00이라면 날짜를 06:00으로 바꿀 때 SOD가 사용됩니다.
SOD를 구성하려면 F4-2(시간설정)에서 날짜가 바뀌는 SOD 시간과 SOD 분을 입력합니
다.
하지만 컨트롤러 화면상에는 연장된 날짜가 아니라 실제 날짜가 나타납니다.

제 五 절6.4 로고
(1) 소개
마스템은 여러 가지 스타일과 크기의 표준문자를 마킹 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로고도 마킹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로고는 마스템 내에서 단순한 편집을 사용해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캐드 프로그램이 사용 가능한 PC상에서도 그릴 수 있습니다(통신로고).

(2) 로고
로고는 DOT의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각 로고는 160×90까지 만들 수 있으며 여러 크기
로 마킹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내에 50개의 DOT 로고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1) 로고 만들기
로고 편집 창으로
x : 189 STEP
y : 99 STEP의
영역입니다.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좌표 값과
스텝 수를 표시

실제로 로고가 그려
지는 공간으로 편집
이 가능합니다.
F1 기능을 사용할
때 도트와 도트의
사이 간격을 지정하
는 갭(GAP)과 포인
트 수가 표시됩니다.

◈ 로고 만드는 방법 :
① F9를 누르고 숫자 1(새로만들기)을 눌러 새 창을 띄웁니다.
② 스페이스키를 이용하여 커서가 위치해 있는 로고에서 DOT를 만들거나 삭제합니다.
③ 커서는 기본으로 1칸씩 움직이는데 10칸씩 움직이고자 할 때는 “>”키를 누른 후 방향
키를 누르면 10칸씩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키를 누르면 1칸씩 움직입니다.
④ 로고는 로고범위 좌측 하단에 가깝게 위치하도록 만들면 로고의 전체 사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⑤ 로고를 저장할 때는 로고 메뉴에서 이탈되기 전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로고도 손실되어 버립니다.

2) 로고 저장, 열기, 편집
① 로고가 작성되면 로고메뉴에서 4(저장하기)를 누르고 이름을 지정한 뒤 저장을 합니다.
② 한 번 저장된 파일은 로고메뉴에서 2(열기)를 눌러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③ 불러온 파일은 3(편집하기)을 눌러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불필요한 로고 파일은 6(삭제하기)를 누르고 삭제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 후 ENTER
를 누르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⑤ 파일을 새 이름으로 저장하고 할 때는 5(새 이름으로 저장)를 눌러 새로운 파일의 이
름을 입력한 다음 ENTER키를 누르면 새로운 이름의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파일은
필요한 부분만을 부분 편집 시 사용하기 유용한 저장 방법입니다.

3) 로고 마킹
로고를 파일에 삽입하려면 텍스트에 로고의 이름을 기입하고 필드속성 종류를 로고에 맞
춥니다. 로고의 크기는 얼마든지 조정가능하고, 로고의 최소 크기는 DOT 사이의 최소공
간에 의해 조정되는 DOT로 만들어진 로고의 높이와 같습니다.

로고는 직선모드에서 각도를 주어서 마킹 될 수 있지만 호 모드에서는 텍스트에서처럼 호
로 마킹 될 수 없습니다.

4) F1 옵션
로고 작성에 편리하도록 간단한 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툴은 GUIDELINE으로서 포
인터를 사용합니다. 포인터(SMALL + CROSSES)는 ENTER를 누르면 나타나는데 1개의 로
고에 최대 10개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포인터를 지우려면 스페이스키를 누르면 됩니다.
툴을 사용하려면 로고에 적당한 수의 포인터를 표시한 후 F1키를 눌러서 툴을 선택합니
다. 사용 가능한 툴은 다음과 같습니다.

◈ F1옵션을 사용하여 로고작성을 하는 방법
1. F1로 직선을 그릴 때
: 두 개의 포인터를 왼쪽 그림과 같이 생성하여 F1옵션에서 F1)직선 키를 선택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선이 그려집니다. 최대 10개의 포인터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각 점을 연결하는 선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2.

F2로 박스를 그릴 때
: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두 개의 포인터를 왼쪽 그림과 같이 생성하여 F1옵션에서
F2)박스를 선택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박스가 그려집니다.

3.

F3으로 원을 그릴 때
: 왼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포인터를 생성하여 F1옵션에서 F3)원을 선택하면 두 포
인터가 원의 지름이 되는 원을 그립니다.

4.

F4로 타원을 그릴 때
: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두 개의 포인터를 왼쪽 그림과 같이 생성하여 F1옵션에서
F4)타원을 선택하면 사각형안에 맞는 타원을 그립니다.

5.

F5)로 복사하기
: 복사하고자 하는 그림을 포함하도록 두 개의 포인터를 생성하여 F1옵션에서 F5)복
사하기를 선택하면 사각형 안에 있는 그림을 버퍼에 복사합니다.

6.

F6)으로 붙여넣기
: 복사한 그림을 붙여 넣고자 할 때는 원하는 위치에 포인터 하나를 생성하여 F1
옵션 F6)붙여넣기를 버퍼에 있는 그림을 포인터의 우측 하단으로 붙입니다.

7.

F7)으로 잘라내기
: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두 개의 포인터를 생성하면 그 사각형 안에 포함되는 그림을
지웁니다.

8.

F8)으로 취소하기
: 포인터가 요구되지 않으며 바로 전에 실행한 마지막 옵션을 원상태로 되돌립니다.

직선, 박스, 원과 타원은 각 도트 사이의 공간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며, 공간의 크기는 화
면의 우측 하단에 표시되는 갭(GAP)에 의해 지정됩니다. 이 갭(GAP)은 +/-키를 사용해
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갭(GAP)이 0이면 조밀한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6.5 HPGL(통신로고)
(1) HPGL
통신로고는 반드시 PC상의 캐드 프로그램을 사용해 만들어야 하며, 이 경우에만 마스템
컨트롤러로 전송된 후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각 라인을 이루는 도트 사이의 공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통신로고는 모든 크기로
마킹이 가능합니다.

(2) HPGL 전송
PC상에 HPGL FILE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RS232 SERIAL PORT를 이용해서 마스템 컨트
롤러로 전송됩니다. 통신로고를 마스템으로 전송하고 메모리 안에 저장하는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 PC를 컨트롤러에 연결합니다.(COM1 이용)
◈ 마스템 상에서 F10)HPGL을 선택해서 로고의 이름을 정한 다음 ENTER를 누릅니다.
◈ 예를 들어, PC상에 HPGL FILE LOGO.PLT를 컨트롤러로 보내려면 HPGL.EXE라는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 마스템이 HPGL FILE을 PROCESS하면 로고가 화면상에 나타난다. HPGL 메뉴로 돌
아가려면 ESC를 누릅니다.

1) HPGL 전송방법
HPGL 로고 전송

Index
HPGLG

0 파일
15 Total
35% Used
◈ 진행순서 :
① F10-1(HPGL 전송)을 선택하여 저장할 파일명을 입력한 후 ENTER키를 누르면 “전송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② PC의 마스템 HPGL PROGRAM을 실행시키고 “OPEN” 버튼을 눌러 전송시킬 파일을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하면 “HPGL 파일 전송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③ 전송이 완료되면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며, 컨트롤러에서 다운 받은 파
일을 처리한 후 저장합니다.

◈ 통신구성(F6-4) 설정과는 상관없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 HPGL 열기
통신로고는 마스템 컨트롤러에서는 편집될 수 없으며, 통신로고를 검사하려면 통신로고
메뉴에서 F10을 누른 후 숫자 2(열기)를 누르면 됩니다.

3) HPGL 삭제
통신로고를 지우려면 통신로고 메뉴에서 F10을 누른 후 숫자 3(삭제)를 선택하면 “삭제하
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출력되고 F1)예를 선택하면 파일이 삭제됩니다.

제 六 절6.6 SERIAL COMMUNICATION
(1)개요
마스템 컨트롤러에는 2개의 RS232 SERIAL PORT(A&B)가 있으며 여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통신구성 설정방법
SERIAL PORT를 구성하려면 설정메뉴에서 F6를 누른 후 숫자 4(통신설정)를 누릅니다.
각 PORT마다 다음의 속성들이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본 기기의 기본 설정값은 BAUD : 9600, PARITY : 8 + NONE 입니다.

옵

속성
기능

션

사용안함, 리모트, 바코드, 프린터, HOST, 선택 레이아웃, BATCH,
NETWORK

BAUD

300,1200,2400,4800,9600,38400

RATE
DATA

7,8

BITS

PARITY

NONE, ODD, EVEN

(3) 바코드
이 모드는 바코드리더와 같은 외부장치로 하여금 텍스트를 현재 파일 속에 직접 넣을 수 있
게 해줍니다. 파일의 한 필드를 정해서 필드속성 종류를 바코드로 맞춰주면, 그 필드의 텍
스트는 바코드리더에서 보내진 데이터로 대체됩니다. 한 파일 안에 1개 이상의 필드가 바코
드로 구성되면, 첫 필드는 첫 번째 SCANNED BAR-CODE로 대체되고 둘째 필드는 그 다음

으로 대체되는 방식이 됩니다. 잘못된 코드로 스캔 되었을 때 ESC키를 눌러 START 상태로
RESET 시킵니다.
각 바코드가 스캔 될 때마다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화면상에 나타납니다.

◈ 프로그래밍의 예
컨트롤러에 전송될 포맷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SOH : 바코드 내용 초기화
STX : HEADER(시작을 알리는 신호)
ETX : TERMINATOR(끝을 알리는 신호)
EOT : 마킹신호
예 1) 바코드 리더기에서 데이터만 입력 받고 다른 방법으로 마킹 신호를 줄 때,
STX + "바코드 리딩 데이터 1“ + ETX
STX + "바코드 리딩 데이터 2“ + ETX
예 2) 바코드 리더기에서 데이터를 입력 받으면서 바로 마킹을 하고자 할 때,
STX + "바코드 리딩 데이터“ + ETX + EOT

(4) 파일선택
① 개요
이 모드는 외부장치로 하여금 SERIAL PORT를 통해 다음 기능들을 실행하게 합니다.
◈ 특정 INDEX에서 특정 파일을 선택합니다.
◈ 현재 파일을 마킹합니다.

② 방법
파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외부장치는 STX 문자, 파일이름, ETX 문자의 순서대로 보내주어
야 합니다. 이것이 INDEX01로부터 명시된 파일을 로드시킵니다. INDEX에서 파일을 로드
시키긴 위해선 파일번호와 함께 파일 이름을 맨 앞에 넣습니다.

◈ 프로그래밍의 예
STX : 바코드 내용 초기화
ETX : HEADER(시작을 알리는 신호)
SOH : TERMINATOR(끝을 알리는 신호)
EOT : 마킹신호

제 七 절
예1) INDEX를 지정하고 데이터만 전송할 때

STX + “INDEX 이름 : 파일이름” + ETX
STX + “첫 번째 변수에 적용될 DATA” + SOH
STX + “두 번째 변수에 적용될 DATA” + SOH + BEL
예2) INDEX1에 있는 파일을 선택하고 마킹 명령 신호까지 전송할 때
STX + “파일 이름” + ETX
STX + “첫 번째 변수에 적용될 DATA” + SOH
STX + “두 번째 변수에 적용될 DATA” + SOH + EOT

(5) 통신테스트
DATA의 수신 및 전송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신테스트(F7-6)를 선택합니다.
통신테스트를 선택하면 상하로 구분된 창이 나타납니다.
화면 하단 부위는 수신되는 문자가 표시되며, 상단 부위엔 전송될 문자(키보드의 타이
핑에 의해)가 표시됩니다.

KEY FUNCTION
키보드 PAUSE 키(.) : DATA 수신을 정지
DELETE : DISPLAY를 CLEAR
ESC : 기능 종료

제 八 절6.7 DIGITAL INPUT/OUTPUTS
(1) 소개
컨트롤러는 8 개의 OPTO-ISOLATED 24V INPUTS 과 6 개의 RELAY ISOLATED VOLT-FREE
CONTACTS OUTPUTS 및 DA24V 100mA 전원 공급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2) 설정
장치구성(F6-3)을 선택하고 INPUT/OUTPUT 을 적당한 모드(“프로그램”,“선택파일”,”리모
트”)로 변환시킵니다.

(3) CONNECTOR
CONNECTOR PINOUT 은 다음과 같습니다.
PIN

NAME

DESCRIPTION

6, 19

OUT 1

RELAY 1 CONTACTS

5, 18

OUT 2

RELAY 2 CONTACTS

4, 17

OUT 3

RELAY 3 CONTACTS

3, 16

OUT 4

RELAY 4 CONTACTS

2, 15

OUT 5

RELAY 5 CONTACTS

1, 14

OUT 6

RELAY 6 CONTACTS

10

IN 1

INPUT 1

23

IN 2

INPUT 2

9

IN 3

INPUT 3

22

IN 4

INPUT 4

8

IN 5

INPUT 5

21

IN 6

INPUT 6

7

IN 7

INPUT 7

20

IN 8

INPUT 8

11

INGND

INPUT 1-8 ISOLATED GND

12, 13

GND

CONTROLLER GND

24, 25

24V

CONTROLLER 24V 100 mA MAX.

(4) 연결방법
1. INPUT
INPUTS 는 ISOLATED SIGNAL GROUND 를 갖춘 OPTO-ISOLATED 24V 입니다. 컨트롤러
내부전원을 사용하여 스위치 연결방법은 스위치의 한쪽을 24V(핀 24,25,5 번)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을 관련된 INPUT 단자(INPUT1~8)에 연결합니다. 이때 INGND 는 GND 와
연결해야 합니다. 외부의 24V 전원을 사용하려면 관련된 INPUT 단자를 외부전원 +에
연결하고 외부 전원의 GND 는 INGND 에 연결합니다.

* INPUT 회로 연결방법

I/O INPUT 회로 구성 방법

외부 전원 사용시
Marking Controller

외부 장치
Pin NO.

Photocoupler
Photocoupler
Photocoupler
Photocoupler
Photocoupler
Photocoupler
Photocoupler
Photocoupler

10

INPUT 1

23

INPUT 2

9

INPUT 3

22

INPUT 4

8

INPUT 5

21

INPUT 6

7

INPUT 7

20

INPUT 8

외부전원 DC 24V

INGND

외부전원 GND

11
Controller DC 24V 100mA
Controller GND

24
12

DC 24V
GND

내부 전원 사용시
Marking Controller

외부 장치
Pin NO.

Photocoupler
Photocoupler
Photocoupler
Photocoupler
Photocoupler
Photocoupler
Photocoupler
Photocoupler
Controller DC 24V 100mA
Controller GND

10

INPUT 1

23

INPUT 2

9

INPUT 3

22

INPUT 4

8

INPUT 5

21

INPUT 6

7

INPUT 7

20

INPUT 8

11

INGND

24
12

DC 24V
GND

2. OUTPUT
OUTPUT 은 VOLT-FREE RELAY CONTACTS 로써 DC 24V 1A 의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AC 전원을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 INDICATOR LAMP 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LAMP 의 한쪽을 GND 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을 OUT1-6 중에서 한 곳에 연결하며 다른 곳에는 24V 에 연결합니다.
DC +24V

OUTPUT1(핀 19 번)
OUTPUT1(핀 6 번)

GND

* Output 회로 연결방법

I/O OUTPUT 회로 구성 방법
외부 전원 사용시
Marking Controller

외부 장치(P COMMON)

Pin NO.

Relay1

19

OUTPUT1(+)

Relay2

18

OUTPUT2(+)

Relay3

17

OUTPUT3(+)

Relay4

16

OUTPUT4(+)

Relay5

15

OUTPUT5(+)

Relay6

14

OUTPUT6(+)

외부전원 DC 24V

6

OUTPUT1(-)

외부전원 GND

5

OUTPUT2(-)

4

OUTPUT3(-)

3

OUTPUT4(-)

2

OUTPUT5(-)

1

OUTPUT6(-)

Controller DC 24V 100mA
Controller GND

25
13

DC 24V
GND

내부 전원 사용시
Marking Controller

19

OUTPUT1(+)

Relay2

18

OUTPUT2(+)

Relay3

17

OUTPUT3(+)

Relay4

16

OUTPUT4(+)

Relay5

15

OUTPUT5(+)

Relay6

14

OUTPUT6(+)

6

OUTPUT1(-)

5

OUTPUT2(-)

4

OUTPUT3(-)

3

OUTPUT4(-)

2

OUTPUT5(-)

1

OUTPUT6(-)

Controller DC 24V 100mA
Controller GND

외부 장치(P COMMON)

Pin NO.

Relay1

25
13

DC 24V
GND

(5) 설정 모드
1. 프로그램 모드
이

모드는

INPUTS/OUTPUT

명령어를

사용하여

외부기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명령어를 사용하려면 필드속성의 종류를 “I/O 명령”으로 바꿉니다. 한 줄에 한
명령어 이상을 입력할 수 있으며, 각각의 명령어는 space 로 분리됩니다. OUTPUT 은
CLAMP, INDEX FICTURES 를 조작할 때 사용되며, INPUT 은 외부의 신호(근접센서 등)를
받을 때 사용됩니다.
이용 가능한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Command

DESCRIPTION

GO

외부 마킹신호를 기다림, 마킹도중 일시 정지할 때 유용함

NOGO

외부 마킹신호가 해제되기를 기다림

+n

OUTPUT n 신호 출력 (n is 1 to 6)

-n

OUTPUT n 신호 해제 (n is 1 to 6)

Tn

INPUT n 신호를 기다림 (n is 1-8)

Fn

INPUT n 신호가 해제되기를 기다림 (n is 1-8)

Dn

n*0.1 초 동안 동작 지연 (n is 1 to 99)

Mn

INPUT n 신호를 들어오면 다음 라인 내용을 마킹 (n is 1-8)

H

원점 복귀 신호

2. 선택파일 모드
이 모드는 외부장치로 하여금 31 개의 서로 다른 파일 중에서 1 개를 선택해서 마킹하도
록 해줍니다. 컨트롤러로부터 나오는 OUTPUT 은 다양한 여러 상황을 나타냅니다.
INPUT/OUTPUT 의 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I/O

NAME

DESCRIPTION

IN 1

START

활성화 파일 마킹 신호

IN 2

STOP

마킹 중지 신호

IN 3

RESET

에러 발생시 reset 신호

IN 4

S1

이진 숫자, 값 1

IN 5

S2

이진 숫자, 값 2

IN 6

S4

이진 숫자, 값 4

IN 7

S8

이진 숫자, 값 8

IN 8

S16

이진 숫자, 값 16

OUT 1

READY

CONTROLLER 대기 출력 신호

OUT 2

BUSY

CONTROLLER 마킹 출력 신호

OUT 3

ERROR

에러 발생 출력 신호

파일의 이름은 LAYOUT01 ~ LAYOUT31 로 INDEX1 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code 에 따른 파일이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Number

S16

S8

S4

S2

S1

파일이름

0

0

0

0

0

0

현재 활성화된 파일

1

0

0

0

0

1

LAYOUT01

2

0

0

0

1

0

LAYOUT02

3

0

0

0

1

1

LAYOUT03

4

0

0

1

0

0

LAYOUT04

...

...

...

...

...

...

...

30

1

1

1

1

0

LAYOUT30

31

1

1

1

1

1

LAYOUT31

만약 31 개보다 많은 다른 파일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다른 INDEX 로부터
파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RS232 통신의 파일선택 기능을 이용합니다.
* INPUT/OUTPUT 외부장치로 LAYOUT 을 선택하는 방법
: S1 = 1, S2 = 2, S4 = 22, S8 = 23, S16 = 24 이진숫자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외부장치가 받은 신호로 LAYOUT 이 선택이 됩니다.
EX) LAYOUT21 을 선택할 경우
S1, S4, S16 에 신호를 주면 LAYOUT21 이 선택됩니다.

3. 입력테스트/출력테스트

입력(INPUT)이 정확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하려고 할 경우 F7 를 누른 후 숫자 4(입력
테스트)를 누르면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스톱 버튼을 누르면 작동여부를
0 에서 1 로 바뀌는지 확인하고, IN/OUT 외부기기로 신호를 받았을 때 값이 0 에서 1 로
바뀌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출력(OUTPUT)이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할 경우 F7 를 누른 후 숫자 5(출력
테스트)를 누르고 테스트를 합니다. 적절한 장치(LAMP 등)을 연결하여 출력상태를
확인하는데, 방법은 위 그림과 같이 알파벳 A~R 까지의 적절한 키를 누름으로써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8 그 밖의 기능들
(1) 백업/리스토어
컨트롤러의 전체 메모리 내용은 보안을 위해 PC DISK DRIVE 에 저장됩니다. 실수로 메모리
내용이 사라지면 PC DISK DRIVE 로부터 다시 로드됩니다. UTILITY PROGRAM 을 포함하는
CABLE 과 DISK 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쓰입니다.

<CONTROLLER의 백업/리스토어>

<PC용 백업/리스토어 프로그램>

1) 백업 받는 방법
① 컨트롤러를 PC 에 연결합니다.(COM1
사용)
② PC 에서 프로그램(HPGL)을 실행시킨 후
“BACKUP” 버튼을 누릅니다.
③ 저장할 폴더 지정하고, 확장자는
“*.sa”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예 : jsc.sa)
④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⑤ 프로그램의 “UPLAOD” 버튼을 누릅
니다.
⑥ 컨트롤러에서 F5 를 누르고 숫자 5 를
누른 후 F1 키를 눌러(백업) 백업합니다.
⑦ 지정한 폴더에 백업이 잘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2) 리스토어하는 방법
① “리스토어” 버튼을 누릅니다.
② 컨트롤러에서 F5 를 누르고 숫자 5 를
누른 후 F2 키를 눌러(리스토어) 재저
장합니다.
③ 프로그램의 “DOWN” 버튼을 누릅니다.
④ 다운이 완료되면 PC 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이 컨트롤러 옮겨졌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2) 암호설정

F6)구성메뉴에서 1) 암호설정을 통해 암호 설정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암호가
설정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쓰이는 암호와 각 메뉴를 보호할 암호를 위
그림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Counters
마스템은 미리 지정된 한도 내에서 파일이 성공적으로 마킹되고 정지되는 횟수를 셀 수
있습니다. 계산된 수치가 메뉴상에 나타납니다.

1) 카운터의 종류
· 개별마킹수량 : 특정한 파일이 마킹되는 횟수를 표시해 주는 것으로, 파일과 같이 저장
됩니다.
(F5 를 누른 후 숫자 1(개별마킹수량)을 눌러 설정함.)
· 전체마킹수량 : 일반 파일이 마킹되는 횟수를 표시해줍니다.
(F5 를 누른 후 숫자 2 (전체마킹수량)를 눌러 설정함.)

이 2 가지 타입의 카운터에 사용(예,아니오), 현재수, 설정수 그리고 증가수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개별마킹수량이 사용으로 현재수:0, 설정수:100, 증가수:1 에 설정되어
있으면 그 파일은 마킹이 필요 없게 될 때 까지 총 100 번을 성공적으로 마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카운터가 무의미하게 되면 그 직전에 값이 다시 한 번 더 표시됩니다.

둘 다 사용 상태일 때, 전체마킹수량의 값이 개별마킹수량의 값보다 먼저 화면상에
나타납니다.

(4) 원점
마킹헤드는 고정된 XY 축을 가지고 있는데, 정상적인 원점은 마킹헤드의 좌측 맨 처음
위치가 됩니다. 이 위치는 2 개의 센서 위치에 의해 감지된다. 파일을 마킹하기 전과 후에
마킹헤드는 이 위치로 돌아옵니다. 이 점이 매번 같은 위치에서 마킹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옵셋이 한정되지 않았다면 마킹의 XY 위치는 이 원점과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파일을 마킹하지 않고 원점으로 움직이기 위해선 F5 를 누른 후 숫자 3(원점수동복귀) 를
누르면 됩니다.

(5) OFFSETS
파일은 XYZ PROXIMITY 스위치에 의해 정해진 본래의 홈 포지션으로부터 지정된 XYZ
ZERO POSITION 을 OFFSET 으로 갖게 됩니다. 이것은 만일 WORK PIECE 가 마킹하기
힘든 곤란한 형태를 지니고 있을 경우에 절대적인 홈 포지션으로 지나치게 많이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OFFSET 은 또한 파일 각 필드의 XY POSITION 을
변경시키지 않고 마킹범위 주변으로 전체 파일을 이동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OFFSET 은 파일만을 위한 것이며, 파일에 저장됩니다. OFFSET 을 구성하려면 F4-4(XYZ
옵셋설정)을 선택합니다.

파라미터

설 명

X 옵셋

본래의 X ZERO POSITION 과 연관된 새로운 X ZERO POSITION 의 위치

Y 옵셋

본래의 Y ZERO POSITION 과 연관된 새로운 Y ZERO POSITION 의 위치

Z 옵셋

본래의 Z ZERO POSITION 과 연관된 새로운 Z ZERO POSITION 의 위치

방법

자동(컨트롤러는 OFFSET ZERO POSITION 이 여전히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간격을 유지하면서 자동으로 본래의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수동(MOVE

TO

HOME

기능이

선택되었을

경우에만

본래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복귀수량

STYLEMATIC RESET CYCLE 사이의 마킹의 수

마킹을 중단하기 위해 적색 버튼(STOP)을 누르면 마킹헤드는 파일이 다시 마킹 될 때
자동으로 본래의 원점으로 되돌아 갑니다.

(6) 마킹속도
마스템에서는 다양한 속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마킹 속도가 저속일수록 고품질의 활자를
얻을 수 있지만 속도는 느려지고, 속도를 높이게 되면 저속 일 때 보다 마킹은 빠르지만
마킹의 질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마킹속도 설정방법은 F6 를 누른 후 숫자 5(마킹속도)을 누르고 느리게, 보통, 빠르게, 아주
빠르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정하면 됩니다.

(7) ZERO STYLE
0 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활자는 0 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YLE 변경을 위해서는 F4 를 누른 후 숫자 5(기타설정)를 눌러 ZERO 메뉴에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8) 단위
단위의 종류에는 미터(mm)와 인치(inch),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단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F4 를 누른 후 숫자 5(기타설정)를 누른 후 단위 메뉴에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9) AUTO SAVE
자동저장을 설정하는 방법은 메뉴의 F4 를 누른 후 숫자 5(기타설정)의 자동저장 메뉴에서
“예”, “아니오”를 통하여 설정을 합니다.
자동저장이 “예”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현재의 파일은 마킹이 끝난 후 특별한 메시지 창을
선택할 필요 없이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10) AUTOLOAD
F4 를 누른 후 숫자 5(기타설정) 을 누른 후 자동 로드 메뉴 항목에 “예”와 “아니오”를
통해 설정을 합니다.
“예”로 설정되어 있으면 컨트롤러를 켰을 때 최종적으로 저장한 마킹 파일이 로드되고
“아니오”로 설정 되었을 때는 새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CHAPTER7제7장 각 메뉴의 기능
제 一 절
7.1 메뉴 화면 설명

서브 메뉴창
메인 메뉴창

파일명 표시창
INDEX
창

표시
마킹시간/카운터 표시창

1) 메인 메뉴창 : 마스템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메뉴 10개가 표시됩니다.
2) 서브 메뉴창 : 메인 메뉴가 갖고 있는 하위 메뉴가 표시되는 창입니다.
3) INDEX 표시창 : 로드되어 있는 파일이 저장된 INDEX 이름이 표시되며, 새로 만들
어 저장하지 않았을 경우는 ‘No INDEX’가 표시됩니다.
4) 마킹시간/카운터 표시창 : 마킹이 끝난 후 걸린 시간을 표시하거나 카운터를 표시.

전체 마킹 수량, 개별 마킹 수량 모두 설정되어 있을 때는 전체 마킹 수량을 우선
순위로 표시해줍니다.
5) 파일명 표시창 : 로드되어 있는 파일의 이름이 표시되는 창입니다. 새로 만들어 저
장하지 않았을 경우는 ‘New File’ 이 표시되고, 로드 된 파일이 없을 경우는 ‘No
File’이 표시됩니다.

◈ 메인 메뉴 선택 방법 :
-

적절한 기능키 (F1~F10) 을 누름으로써 선택이 가능합니다.

-

커서키(↑,↓)를 사용하여 메뉴를 선택하면 하위 메뉴가 표시됩니다.

◈ 하위 메뉴 선택 방법 :
-

적절한 숫자키(1~6) 을 누름으로써 선택이 가능합니다.

-

커서키(←,→)를 사용하여 메뉴를 선택하고 ENTER키를 누릅니다.

◈ 메뉴를 취소하는 방법
-

ESC키를 사용하며 상위 메뉴로 이동합니다.

7.2 F1 마킹

- 마킹하기 : F1-1 또는 START/STOP 박스의 녹색 START 버튼을 눌러 마킹을 함.
- 마킹중지 : 마킹 중에 START/STOP 박스의 적색 STOP 버튼을 눌러 마킹을 중지함.

7.3 F2 파일
◈ 파일의 메뉴 : “새로 만들기, 열기, 편집, 저장, 새이름으로 저장, 삭제”가 있습니다.

1) F2-1(새로 만들기) : 이 메뉴를 실행시킬 때 만일 저장된 파일을 불러와 편집 중이거
나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이 사용 중일 때 새로운 파일을 만들게 되면 아래

와 같은 경고메시지 창이 화면에 뜹니다.

이 때 ‘F1)예’를 선택하면 현재 저장하지 않은 활성화 된 파일은 삭제되고 새 파일을
만들 수 있으며, ‘F2)아니오’를 선택하면 새로 만들기가 취소되고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
다.
* 새로만들기의 내용은 4장 9 PAG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F2-2(열기) :

컨트롤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호출할 때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선택된 그룹내의 파일 숫자
저장된 총 파일 숫자
사용된 하드디스크 용량 정보

커서가 있는 파일 표시

-

INDEX 선택 방법 : 좌우 방향키로 선택합니다.

-

파일 선택 방법 :
1. 상하 방향키로 원하는 파일에 갖다 놓은 후 ENTER키로 불러옵니다.
2. 원하는 파일의 이름을 타이핑하면 입력된 문자와 맞는 파일에 커서가 가
며 이때 TAB키를 눌러 확정한 후 ENTER키를 눌러 선택합니다.

-

파일을 열 때 저장이 되지 않은 파일이 활성화 중이면 “새파일을 버리겠습
니까” 라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이 때 “F1)예” 를 선택하면 저장하지 않은 파일은 삭제가 되면서 불러올
파일을 선택할 수 있고, “F2)아니오”를 선택하면 파일 열기가 취소되어 메
인 화면으로 빠져나옵니다.

3) F2-3(편집)
◈ 편집 창에서 할 수 있는 기능 :
- 사용자로 하여금 내용, 크기, 마킹 힘, X 위치, Y 위치 및 다른 특별한 속성들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F1 옵션 키의 기능:
F1)잘라내기 : 파일에서 필드를 삭제하고 나머지
필드의 내용과 속성을 바로 윗 필드로 올립니다.
F2)복사하기 : 추후의 사용을 위해 필드내용과 속
성을 복사합니다.
F3)붙여넣기 : 복사하거나 잘라낸 필드를 커서상의
필드에 삽입합니다.
F4)빈필드 삽입하기 : 커서상에 빈 필드 하나를 만
들고 나머지 필드들의 내용과 속성을 하나씩 아래
로 내립니다.

- F2 OR TAB 옵션으로 필드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편집하기는 5장 파일의 구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시 사용되는 KEY.
구 분
ENTER
LEFT

내

용

커서를 다음 박스로 이동
커서를 왼쪽으로 한 문자 이동
커서가 가장 왼쪽에 있는 문자 다음에 있을 때 이전 박스로 이동

RIGHT

커서를 오른쪽으로 한 문자 이동
커서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문자 전에 있을 때 다음 박스로 이동

UP

커서를 앞 필드로 이동

DOWN

커서를 다음 필드로 이동

INSERT

텍스트 중간에 문자 삽입 시 사용
커서가 있는 곳에 빈 공간 삽입

BACKSPASE
DEL

커서가 위치한 곳에서 왼쪽으로 한 문자 삭제
커서가 위치한 곳에서 오른쪽 한 문자 삭제

HOME

커서를 박스 내의 시작점으로 이동

END

커서를 박스 내의 마지막 문자 다음으로 이동

PAGE UP

커서를 화면 내의 위 부분으로 이동

PAGE DOWN
ESC

커서를 화면 내의 아래 부분으로 이동
편집 종료

SPACE

편집창 에서만 삭제기능

4) F2-4(저장) : 현재의 파일을 메모리에 저장하기.
- 현재 저장된 파일과 같은 이름이 없을 때
: 파일이름을 입력하고 ENTER키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 현재의 파일과 같은 이름이 있을 때.
: 현재 있는 파일과 같은 이름으로 저장하였을 때는 기존의 파일은 사라지
고 새로운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주의) 파일 이름의 길이는 최대 8자까지 가능합니다.

5) F2-5(새이름으로 저장) : 이미 이름을 갖고 있는 파일이 원래의 파일의 내용을 바꾸
지 않고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은 원래 파일의 이름은 그대
로 남아 있고, 이 옵션은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가진 여러 파일이 필요할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후 내용을 변경할 때 쓰입니다.

(주의) 존재하고 있던 파일에 덮어쓰기를 하더라도 프로그램은 경고문구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6) F2–6(삭제) : 필요하지 않은 파일을 메모리에서 삭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

7.4 F3 보기
1) F3-1(마킹위치 확인) : 마킹이 피사체의 정확한 위치에 마킹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실행하는 기능으로 실제로 피사체에 마킹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 마킹헤드 컨트롤 하는 키
키
UP / DOWN
RIGHT /
SPACE
/START
ENTER
ESC
TAB

설
명
바늘을 앞 필드 또는 다음 필드의 좌측 상단으로 옮깁니다.
바늘이 현재 필드의 OUTLINE을 추적한 후에 현재
필드의 좌측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바늘이 현재 필드의 OUTLINE을 추적한 후에 다음
필드의 좌측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마킹위치 확인 중지
헤드를 정확한 마킹 위치에 JOGGING 시키는 위치 지정 능력을
가능케 하는데 사용됩니다. 일단 TAB 키를 누르면 X, Y POSITION
이 깜박거리는데 아래 key들을 사용하여 조정합니다.
LEFT(←) / RIGHT(→) - X POS 조정
UP(↑) / DOWN(↓)
- Y POS 조정
다시 TAB키를 누르면 이 옵션에서 빠져 나오게 되며, 또는 ESC키
를 누르면 MAIN MENU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STEP 조정키

“>” (한 단계씩 증가) : 0.1mm - 1mm - 10mm - 0.1mm 순으로
변화
“<” (한 단계씩 감소) : 0.1mm - 10mm - 1mm - 0.1mm 순으로
변화

2) F3-2(화면으로 보기)

‘+’, ‘-’을 누름으로써 박스 크기가 변화하
는데, 박스의 크기가 작아지면 큰 문자를
볼 수 있고, 박스의 크기가 커지면 작은
문자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x2으로 보기가 설정되어 있
고, x1, x4, x8, x16까지 확대 및 축소하여
마킹 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5 F4 설정

1) F4-1(기본값 설정) : 메모리 내에 기본적으로 설정된 사항으로 크기, 힘, 위치, 폰트
등에 관한 내용이 설정되어 있으며, 기본값을 변경하였을 때 기존 파일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고 설정 후의 파일부터 기본값 설정이 적용이 됩니다.

2) F4-2(시간 설정) : 컨트롤러의 시간과 날짜를 설정하는데 사용됩니다.
*시간과 관련된 내용은 6장의 23-24PAGE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F4-3(INDEX 이름 변경) : 모든 파일을 저장하는 INDEX는 이 옵션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임의의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커서키로 필요한
INDEX를 선택하고 새로운 이름을 입력하면 INDEX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주의) IN/OUT을 “파일선택(F6-3)”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INDEX 1”은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4) F4-4(XYZ 옵셋 설정)

◈ 옵셋 기능 : 마킹하고자 하는 텍스트가 마킹 범위의 좌측 상단(홈 포지션)에 적합하지
않거나 마킹 시간을 절약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옵셋을 사용해서 사용자는 피사체에 더 가까운 위치를 설정할 수 있으며,
STYLUS가 모든 마킹을 종료하기 전에 홈으로 되돌아 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방법의 종류
-자동방법 : 사용자가 STYLUS의 원점을 지시하였거나 또는 복귀수량에 정의된 바와
같이 몇 개의 마킹을 행한 후에 STYLUS가 원점으로 복귀하도록 지시하
는 것입니다.
-수동방법 : 사용자가 SWITCH ON 할 경우와 파일을 편집할 경우에만 원점으로 복귀
하며, 위에서의 복귀수량은 수동방법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F4-5(기타 설정)

①
②
③
④
⑤
⑥

① 언어 : Hangul, English
② 단위 : 미터(mm), 인치(inch)
③ 날짜 : 년/월/일, 일/월/년, 월/일/년
④ Zero : “0”과 “

” 중 선택가능

⑤ 자동원점복귀 : “예”, “아니오” 선택가능.
“예”를 선택하면 SWITCH ON 시 헤드가 원점으로 자동 복귀합니다.
⑥ 자동저장 : : “예”, “아니오” 선택가능.
“예”로 지정되면 변경할 때 마다 특별한 메시지 창을 선택할 필요 없이 자동저장 됩니다.

7.6 F5 기능

1) F5-1(개별 마킹 수량)

현재 로드 된 파일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 마킹 수량과 같습니다.
만약 개별 마킹 수량, 전체 마킹 수량이 모두 선택 되었을 때 두 개의 카운터는 계속
진행되지만 화면표시는 전체 마킹 수량만 나타납니다.

2) F5-2(전체 마킹 수량)

-

현재수 : 현재 마킹되고 있는 수

-

설정수 : 이 숫자는 마킹에 앞서서 어떤 값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정한 설정 수에 도달했을 경우 마킹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 현재 수 : 3
설정 수 : 8
이런 경우에는 8번(설정수)까지 마킹 후 “레이아웃 카운터 완료, 아무키나
누르세요.” 라는 경고메시지와 함께 마킹이 중지됩니다.

-

증가수 :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 : “예”로 설정하여 실행이 되면 모니터에서(STOP BUTTON을 누르지
않고도) 마크된 파일의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3) F5-3(원점 수동 복귀)
STOP BUTTON을 누르면 마킹 헤드는 그 다음 마킹 할 때 그 자리(마킹이 종료된 자
리)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 옵션은 마킹 헤드를 원점으로 보내서 다음 마킹의 근
사값을 찾아내고, 가능하다면 다음 마킹의 옵셋 위치(F4-4)까지 움직여가도록 하는데
사용됩니다.

4)F5-4(Z축 원점 설정)
OPTION 사항임.

5)F5-5(백업/리스토어)
: 컨트롤러에 있는 모든 데이터(파일, 로고, HPGL로고)를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방
법입니다. 이 때 RS232 CABLE과 백업 및 리스토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백업과 리스토어하는 자세한 방법은 6장 40-41PAG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F5-6(사용내역 보기)

- 도트수 : 마킹 된 전체 도트 누계 수
- X,Y,Z 스텝 수 : 모터가 움직인 스텝 누계 수
- 마킹시간 : 마킹 된 시간(실행 시간)의 누계 수
- 버전 : 마스템의 개발 버전

7.7 F6 구성
1) F6-1(암호설정)
: 이 기능을 사용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암호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메뉴 중에서 하나의 목록이 제시되며 뒤이어 각각의 숫자 행열(0,1 또는 2의 숫자 행
열)이 제시됩니다. 우선 하나 또는 두 개의 암호를 입력하며 사용자는 이 암호를 잊으
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옵션을 보호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함
으로써 사용자는 특정 사람이 어떤 옵션에 접근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사
람에게는 다른 모든 옵션에 접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에게 적절한 암
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2) F6-2(마킹모드)
◈ 마킹모드의 종류
-

정방향 : 일반 마킹으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마킹됩니다.

-

역방향 : 모든 마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대로 마킹됩니다.(OPTION)

-

원

통 : 원주방향 마킹입니다.(OPTION)

3)F6-3(장치 구성)
◈ 장치 구성
-

솔레노이드 : 싱글, 더블

-

Z축 : OPTION

-

X 센서 : PNP, 사용안함, NPN(OPTION)

-

Y 센서 : PNP, 사용안함, NPN(OPTION)

-

Z 센서 : OPTION

-

C 센서 : OPTION

-

X 범위 : 범위 0~250mm(기본 : 100mm)

-

Y 범위 : 범위 0~250mm(기본 : 75mm)

-

Z 범위 : OPTION

-

XY st/mm : 범위 1~200

-

Z st/mm : OPTION

-

C st/unit : OPTION

-

In/Outs : 파일선택, 리모트, 프로그램(컨트롤러의 입출력이 사용되는 형태를
선택함.)

-

Z/C motor : OPTION

-

C step/rev : OPTION

-

C segments : OPTION

4) F6-4(통신 구성)

◈ 통신 구성
① 선택 레이아웃 : PC에서 데이터를 수신 받아 마킹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② 바코드 : 바코드에 있는 내용을 바코드 리더기로 전송받아 마킹 할 수 있는 기
능입니다. (수신만 있고 송신은 없음.)
③ 사용안함, 리모트, 프린터, HOST, BATCH, 네트워크 : OPTION.
* 자세한 내용은 6장 31PAG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F6-5(마킹속도)
: 마킹 속도에는 “느리게, 보통, 빠르게, 매우 빠르게”가 있으며 이 중 사용자 마킹
응용에 적합하도록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

느리게 : 마킹 속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양질의 마킹을 할 수 있습니다.

-

보

-

빠르게 : 마킹의 질은 다소 나쁘지만 마킹 속도는 빠릅니다.

-

매우 빠르게 : 마킹의 질은 나쁘지만 마킹 속도는 가장 빠릅니다.

통 : 적당한 속도 및 특질.

이 때, 전원이 끊기면 컨트롤러는 가장 나중에 사용된 속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6)F6-6(원지름 설정)
: 원주마킹 적용에만 해당되고 옵션 사항입니다.

7.8 F7 테스트

이 메뉴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되며, ESC 키를 누르거
나 STOP BUTTON을 누르면 사용자가 선택한 옵션은 취소 됩니다.

1) X 모터 테스트 : OPTION
2) Y 모터 테스트 : OPTION
3) Z 모터 테스트 : OPTION
4)

입력 테스트 : 기계에 여러 가지 입력상태를 체크하는데 사용됩니다.

① 스타트 : REMOTE START/STOP BOX의 START를 누르면 값이 0에서 1로 바뀜.
② 스

톱 : REMOTE START/STOP BOX의 STOP를 누르면 값이 0에서 1로 바뀜.

③ X 센서 : 마킹기 헤드의 X축을 손으로 움직여서 STYLUS가 좌측(원점)으로 움직
이면 X 센서 값이 0에서 1로 바뀝니다.
④ Y 센서 : 마킹기 헤드의 Y축을 손으로 움직여 STYLUS가 뒤로(원점) 움직이면 Y
센서 값이 0에서 1로 바뀝니다.
⑤ R 센서 : OPTION
⑥ C 센서 : OPTION
⑦ Z u/d : OPTION

⑧ Z a/m : OPTION
⑨ IN 1~8 : 외부에 입력되는 신호(I/O) 감지용.
5) 출력 테스트 : 사용자가 적절한 문자를 누름으로써 기계의 여러 가지 OUTPUT을 설정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적절한 키 입력으로 외부에 신호가 송신되면 값이 0에서
1로 바뀝니다.

◈ 모터테스트(A~I)
A) XY준비 : X,Y 모터 테스트, 이때 모터에 FORCE가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B) X 방향 : X 모터 테스트로 “0”이면 정방향, “1”이면 역방향
C) X 스텝 : X 모터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 “0”, 반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 “1”
D) Y 방향 : Y 모터 테스트로 “0”이면 정방향, “1”이면 역방향
E) Y 스텝 : Y 모터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 “0”, 반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 “1”
F) Z 준비 : OPTION
G) HLD Z : OPTION
H) Z 방향 : OPTION
I)

Z 스텝 : OPTION

J) 펀치 1 : “J”를 누르면 값이 0에서 1로 바뀌고 마킹 핀이 1회 동작합니다.
M~R) OUT 1~6 : 키보드를 누르면 값이 0에서 1로 바뀌고 외부에 신호가 나갑니
다.
4) 통신 테스트

송신창

수신창

적합한 TEST PLUG(바코드 등)를 사용하여 이 SERIAL PORTS가 올바르게 기능을 하
는지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리더기로 바코드를 해독하면 바코드의 내용이 수신창에 나타납니다.

7.9 F8 일련번호

1) F8-1(일련번호 편집)
이 옵션은 사용자로 하여금 현재의 파일에서 사용되는 일련번호를 편집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일련번호는 마크된 후에 1개씩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숫자와 문자의 조합입니다. 하나의
파일에서 30까지의 일련번호가 허용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1에서 시작하는 4자리 숫자를 마크하고자 한다면 0001로 ENTER하면 되
고,
A~Z와 0~9를 제외한 다른 문자들도 그 일련번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를 마킹 할 때 TAB 옵션을 사용함으로써 연속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
적으로 일련번호는 1씩 증가하지만 일련번호 증가를 통하여 1에서 2로 바꿈으로써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2) F8 - 2 (일련번호설정)
이 메뉴는 일련번호를 제어할 수 있는 총 5개의 설정이 있습니다.
각 설정은 독립적이나 같은 문자나 숫자가 있을 때는 상위 설정에 우선권이 있으며 일
련번호 설정에 없는 문자나 숫자는 고정된 문자(텍스트)로 인식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6장 21-22PAGE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10 F9 로고
로고는 수많은 도트들의 집합체로서 사용자가 마킹하고자 하는 SYMBOL이나 모양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일단 로고가 만들어지면, “LOGOG” 라는 별개의 GROUP으로서
메모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만들기, 열기, 편집, 저장, 새이름으로 저장, 삭제의 방식은 로고메뉴라는 것을 제
외하고는 파일의 메뉴와 동일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6장 25~28 PAG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11 F10 HPGL
HPGL로고는 오토 캐드로 그린 도형을 PLT 파일로 포맷한 후 RS232 통신을 통하여
전송 받아야 합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 LOGOG ’ 라는 별개의 GROUP에 메모리가 허
용하는 범위 내까지 저장됩니다. HPGL로고 열기, HPGL로고 삭제는 파일메뉴나 로고
메뉴의 방식과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제6장 29~30 PAG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HAPTER8제8장 유지보수관리
8.1 일반적인 고장 점검
1. 마킹헤드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 헤드로부터 컨트롤러까지 CABLE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체크하고, 연결이 안 되
었을 시 스위치를 끄고 헤드를 연결시킵니다.
2. PUNCH가 안 될 경우
- SOLENOID 뒷면에 있는 전극 CONNECTER가 정확히 끼워져 있는지 체크합니다.
- PUNCH CABLE에 파손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 NOSEPIECE와 STYLUS의 끼임 현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8.2 주기적인 예방 점검
주기

예방 방법

매일

STYLUS, STYLUS GUIDE와 STYLUS SPRING은 반드시 매일 체크해야 하
며, 깨끗이 보존하고 연한 기계 기름으로 매끄럽게 해줍니다.

매달

SOLENOID와 SLUG가 깨끗한지, SOLENOID LINEAR가 닳았는지 체크합
니다.

6개월

STYLUS SPRING은 반드시 6개월에 한번씩 교체해줍니다.

1년

- MARKING HEAD 위의 LEAD SCREW 두 개 모두 고급질의 인조기름으
로 매끄럽게 합니다.
- MOBILGREASE 28 또는 가장 동일한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 외의 것
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LEAD SCREW를 더 굳게 하고 손상시킵니다.
- LINEAR BLOCK과 LIFTING SCREW와 NUT는 반드시 그리스 충전을 하
고 과다한 PLAY가 있는지 RAIL FACE를 체크합니다.
- 4개의 THRUST BEARING(각 AXIS에 두 개씩)은 반드시 보통 연한 기
름으로 매끄럽게 해줍니다.

* NB : 만약 장비가 좋지 않은 환경에 있으면 자주 관리를 해야 합니다.

8.3 마킹 시 문제 해결 방법
마킹 헤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결함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결함 사항
에 대해 분석해놓은 도표입니다.
필요한 참고 사항이 있다면 공급자 또는 기술부에 연락을 해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 마킹의 질이 나쁠 때 ※
문제점

해결방법

STYLUS SPRING이 끈적

-STYLUS SPRING을 교체해줍니다.

끈적할 때

-STYLUS와 NOSEPIECE를 깨끗이 해줍니다.

PULLEYS가

느슨해졌을

-PULLEYS를 재조정하고 나사를 조여줍니다.

때
STEPPER MOTOR가 결함

-STEPPER MOTOR를 교환 해줍니다.

이 있을 때
LEAD SCREW와 NUTS가

-이물질 제거 및 청소를 해줍니다.

더러워 졌을 때
NOSEPIECE에서 STYLUS

-STYLUS와 NOSEPIECE를 깨끗이 해줍니다.

가 끈적끈적 할 때

-SOLENOID HOUSING ASSEMBLY를 재조정해줍니다.
-STYLUS, NOSEPIECE, STYLUS SPRING을 교체해줍니다.

LEAD SCREW가 느슨하거

-STEPPER MOTOR의 MOUNTING BRACKET 조정해줍니다.

나 너무 조여 졌을 때

-LEAD SCREW NUTS 사이에 있는 SPRING을 위로 당겨서
탄력성을 줍니다.
-LEAD SCREW NUTS를 재조정하거나 꽉 조여서 고정시킵니다.

X-Y축

ASSEMBLY의

유

-유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BEARING TRACKS를 조절해

동이 심할 때

줍니다.

HEAD ASSEMBLY가 느슨

-BRACKET을 들어 올려서 SCREW를 조여줍니다.

해졌을 때
STYLUS가 NOSEPIECE내

-STYLUS를 교체해줍니다.

에서 너무 느슨해졌을 때
STYLUS 끝이 손상되었거

-STYLUS를 다시 연마해줍니다.

나 닳았을 때

-STYLUS를 교체해줍니다.

SOLENOID ASSEMBLY가

-SCREW를 조여줍니다.

부정확하게 조정됐을 때

-SOLENOID HOUSING ASSEMBLY를 재조정해줍니다.

※ 마킹의 깊이가 일정치 않을 때 ※
문제점

해결방법

STYLUS SPRING이 끈적

-STYLUS SPRING을 교체해줍니다.

끈적 할 때

-STYLUS와 NOSEPIECE를 깨끗이 해줍니다.

STYLUS와 피사체의 거리

-GAP을 줄여줍니다.

가 지나치게 떨어져 있을
때
SOLENOID CORE가 끈적

-SOLENOID HOUSING을 재조정해줍니다.

끈적 할 때

-모든 SCREW를 점검합니다.

X-Y축

ASSEMBLY의

유

-유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BEARING TRACKS를 조정해줍

동이 심할 때

니다.

STYLUS가 NOSEPIECE에

-STYLUS와 NOSEPIECE를 깨끗이 해줍니다.

서 끈적끈적 할 때

-SOLENOID HOUSING ASSEMBLY를 재조정해줍니다.
-STYLUS, NOSEPIECE, STYLUS SPRING을 교체해줍니다.

HEAD ASSEMBLY가 느슨

-HEAD MOUNTING BRACKET에 있는 SCREW를 조여 줍니다.

해졌을 때
SOLENOID ASSEMBLY가

-SOLENOID HOUSING ASSEMBLY를 재조정합니다.

부정확하게 조정되었을 때

-SCREW를 조여 줍니다.

STYLUS 끝이 손상되었거

-STYLUS를 다시 연마합니다.

나 닳았을 때

-STYLUS를 교체합니다.

※ 마킹의 깊이가 충분하지 않을 때 ※
문제점

해결방법

STYLUS CORE가 끈적끈

-SOLENOID HOUSING을 재조정합니다.

적 할 때

-STYLUS와 NOSEPIECE를 깨끗이 해줍니다.

STYLUS SPRING이 끈적

-STYLUS SPRING을 교체해줍니다.

끈적 할 때
STYLUS와 피사체의 거리

-거리를 줄이거나 GAP을 넓혀줍니다.

가 너무 떨어졌거나 불충
분 할 때
X-Y축

ASSEMBLY의

유

-유동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BEARING TRACKS를 조정해줍

동이 심할 때

니다.

STYLUS가 NOSEPIECE에

-STYLUS와 NOSEPIECE를 깨끗이 해줍니다.

서 끈적끈적 할 때

-SOLENOID HOUSING ASSEMBLY를 재조정해줍니다.
-STYLUS, NOSEPIECE, STYLUS SPRING을 교체해줍니다.

SOLENOID ASSEMBLY가

-SOLENOID HOUSING ASSEMBLY를 재조정해줍니다.

부정확하게 조정되었을 때
HEAD ASSEMBLY가 느슨

-LOCKING HANDLE을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해졌을 때
STYLUS 끝이 손상되었거

-STYLUS를 다시 연마하거나 교체해줍니다.

나 닳았을 때

-STYLUS의 끝의 각도를 바꾸어줍니다.

※ 마킹이 되는 것은 확실하나, STYLUS가 움직이지 않을 때 ※
문제점

해결방법

SOLENOID CORE가 끈적

-SOLENOID HOUSING을 재조정해줍니다.

끈적 할 때

-모든 SCREW를 점검해줍니다.

STYLUS SPRING이 끈적

-STYLUS SPRING을 교체해줍니다.

끈적 할 때
STYLUS와 피사체의 거리

-GAP을 줄여줍니다.

가 너무 떨어졌거나 불충
분 하였을 때
SOLENOID ASSEMBLY가

-SCREW를 조정해줍니다.

느슨해 졌을 때
STYLUS가 NOSEPIECE에

-STYLUS와 NOSEPIECE를 깨끗이 해줍니다.

서 끈적끈적 할 때

-SOLENOID HOUSING ASSEMBLY를 재조정해줍니다.
-STYLUS, NOSEPIECE, STYLUS SPRING을 교체해줍니다.

STYLUS에

있는

MILD

-MILD STEEL RING을 재조정해줍니다.

STEEL RING이 느슨할 때
SOLENOID ASSEMBLY가

-ASSEMBLY를 재조정합니다.

부정확하게 조정되어 있을
때
CONTROLLER에
있을 때

결함이

-전기적 결함 발견에 관한 설명을 참조.

※ MARKING HEAD가 X-Y축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문제점

해결방법

PULLEY가

느슨해

졌을

-PULLEY에 있는 SCREW를 단단히 조여줌.

때때
CONTROLLER에

결함이

-ELECTRICAL FAULT FINDING을 참조.

있을 때
STEPPER MOTOR에 결함

-STEPPER MOTOR를 교체해줍니다.

이 있을 경우
LEAD SCREW와 NUTS에

-LEAD SCREW와 NUT를 깨끗이 청소하고 GREASE를 다시 바

이물질이 끼어 있을 때

릅니다.

X-Y축

ASSEMBLY의

유

동이 많을 때

-LINER BEARING을 다시 조정해줍니다.
-TRUST BEARING ASSEMBLY를 재조정해줍니다.

※ Force가 낮은데도 마킹이 지나치게 깊을 때※
문제점

해결방법

STYLUS와 피사체의 거리

-GAP을 줄여줍니다.

가 지나치게 떨어져 있을
때
피사체의 재질이 부드러운
경우

-STYLUS 높이를 줄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