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rm2 사용상 주의 사항 및 워런티 제외 사항 안내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Form2를 구매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Form2는 Plug and Play 기반으

로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으며, 전면 터치패널을 비롯해 와이파이 

연결, 실시간 상태 알림 등의 기능을 갖추는 등 편의성을 강조했습니다.  

설치 및 진행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동봉된 설명서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좀더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support.formlabs.com/s/article/Quick-Start-Guide  

 

사용상 주의사항 및 워런티 제외 항목:  

구매하신 Form2는 레진 자동 공급 장치가 설치 되어있어 직접 레진을 레진 탱크에 부어서 사용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Open mode를 사용한 별도의 레진 사용시 직접 공급 필요) 

주의사항 

1. 레진 탱크 제거 시 레진이 탱크에서 넘쳐, 장비에 묻거나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Form2 케이스(주황색)를 강하게 닫지 마십시오(케이스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3. 레진 넘침 등으로 인해 와이퍼와 탱크가 제거 되지 않을 시 A/S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

니다.  강제적으로  할  경우에는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4. 레진 통의 밑 부분 주황색 커버를 제외한 부분은 제거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5. 수리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A/S팀과 먼저 상의하신 후 경동택배 또는 다마스 퀵을 이용

해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런티 제외 항목 

1. 레진이 장비 안으로 넘쳐 세척이 필요할 경우(50만원 청구)

레진이 장비 안으로 유입될 경우 출력이나 구동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에 언급

된 주의사항과 같이 레진 탱크 제거 시 레진이 넘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formlabs.com/support/printers/form-2/quick-start-guide/


 

2. 주황색  케이스  파손의  경우  (케이스  비용  청구 ) 

케이스의  경우  자연  발생적보다는  실수나  레진  유입으로  인해  파손이  되므로 설치  초기  

불량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비용이  청구  됩니다 .  

3. 기타  레진  넘침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 (관련  비용  및 세척  비용  청구 ) 

Form2의 경우  레진  유입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 이는  사용 

시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레진  유입을  방어  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으로  이를  넘어

선 유입이  발생할  시 레진  탱크  제거  불가 , 출력물  퀄리티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른  부분은  소비자  과실로  청구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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