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t® 5000
전문가용 3D 프린터

정밀도
생산성
사용용이성

고해상도

대형 파트 제작

단단한 플라스틱 파트

ProJet® 5000

Extend Innovation. Extend Production. Extend Choices.

전문가용 3D 프린터

ProJet 전문가용 프린터 중 가장 큰 빌드 사이즈를 자랑 하는 ProJet 5000 프린터는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최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입니다. 전례 없는 훌륭한 생산성, 정밀도, 사용 용이성이라는 장점은
ProJet 5000이 우수한 품질, 정교함과 함께 내구성 있는 크고 작은 파트를 제작하는데 이상적인 장비임을
보여줍니다. 80시간 이상 무인 작동이 가능다는 것 또한 ProJet 5000의 특장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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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팅 모드

제작크기(XYZ)
해상도
HS Mode
HD Mode
UHD Mode
정밀도

HS – High Speed
HD – High Definition
UHD – Ultra High Definition
550x393x300 mm (21.65x15.5x11.8 인치)
375x375x395 DPI(xyz);64μ(0.0025인치)레이어
375x375x790 DPI(xyz); 32μ(0.0012인치)레이어
750x750x890 DPI(xyz); 29μ(0.0011인치)레이어
0.025-0.05mm(0.001-0.002 인치) – part dimension의 인치당 치수
모델 정밀도 치수는 제작 파라미터, 모델의 형상, 크기, 출력 방향 및 후처리 방법에 따라 상이함.

이메일 공지 능력

○

태블릿/스마트폰 호환성

○

5년 프린트 헤드 품질보증

○

VisiJet MX Build Material
특징
밀도@80℃(액체)
인장강도
인장 모듈러스
연신률
휨강도
열변형온도

높은 내구성과 강도를 가진 natural color의 UV 경화형 플라스틱
1.02g/㎤(ASTM D4164)
31MPa(ASTM D638)
1267MPa(ASTM D638)
20%(ASTM D638)
39 MPa(ASTM D638)
39℃@0.45 MPa(ASTM D648)

Ⓡ

VisiJet S300 Support Material
특징
녹는점
연화점
Ⓡ

재료 패키징
전력 사양
제품 크기(WxDxH)
포장 상태의 3D 프린터
3D 프린터
무게
포장 상태의 3D 프린터
3D 프린터
3D 소프트웨어
Print3D App
네트워크 호환성
클라이언트 하드웨어 호환
클라이언트 운영 시스템
지원되는 파일 형식
작동 온도 범위
소음
인증서

녹는 성질의 흰색 무독성 왁스 써포트 재료
60℃
40℃
Build와 Support 재료는 각각 2.0kg의 카트리지로 구성 되며
추가적인 material bay 설치시 카트리지 최대 8개까지 장착 가능
115-240 VAC, 50/60 Hz, single-phase, 1200w
1828x1155x1981mm(72x45.5x78인치)
1531x908x1450mm(60.3x35.7x57.1인치)
708kg(1555lbs)*
538kb(1180lbs)*
*기본적인 4개의 재료공급시스템(MDMs-Material Delivery Module)기준으로 함. 2개의 MDM을 추가하면 28kg씩 늘어남
쉬운 작업 설정, 자동파트배치와 빌드 최적화 툴, 파트 스태킹과 네스팅 호환성
광범위한 파트 편집 툴, 자동 써포트 생성, 작업 통계 보고
원격 모니터링 /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원격제어 가능
10/100 Ethernet interface
1.8 GHz with 1 GB RAM(OpenGL Support 64 Mb video RAM) 이상
Windows XP Professional, Windows Vista, Windows 7
STL and SLC
18-28℃(64-82℉)
＜ 65 dBa 추정(중간 팬 설정)
C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