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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명판/부품조각기 IMP-350

산업용명판/부품조각기 IMP-350

IMPRESSION-350

IMPRESSION-350
다목적 바이스/핀홀

제품 상세 스펙
크기

470mm(W) x 375mm(H) x 455mm(D)

작업영역

300mm(X) x 200mm(Y) x 38.5mm(Z)

해상도

(XY) 0.005mm / (Z)0.00125mm

공구 직경

4mm

무게

38.5Kg

스핀들회전수

(Max) 20,000RPM

스핀들 모터 파워

70W

소비전력

120W

전원

AC 100~240V 50/60Hz

IMP-350은 산업용 부품 등의 마킹 또는 조각을 위한 조각 솔루션입니다.
절삭유 자동 순환 장치를 내장하여 기기 내에서 간편하게 스카시 가공물 세척이 가능하며, 충분한 유량의 절삭유
가 연속 토출되어 공구 수명을 연장합니다. 작업영역이 넓어 크기가 크고, 두꺼운 소재의 조각이 가능하며 사용법
이 간단해 누구나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금속 명판, 금속 부품, 아크릴, 목재 등에 마킹 및 조각할
수 있는 다기능 조각기입니다.

산업용 금속 명판, 금속 부품, 아크릴, 목재 등에 마킹 및 조각
- 절삭유 자동 순환 장치 내장
- 기기 내에서 간편한 조각 가공물 세척
- 착탈식 바이스 구조로 바이스 주문 제작 가능
- 명판, 부품 등에 마킹 및 조각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 더욱 길어진 공구 수명
- A4사이즈로 확장된 넓은 작업영역(300mm x 200mm)
- V-컷터, 엔드밀 등을 이용해 아크릴, 목재 등에 조각
- 노즈를 이용하여 표면이 울퉁불퉁한 소재도 일정한 깊이로 조각
- 소재 높이 및 기울기 자동 측정 기능의 Full Automatic 조각기
- 바이스를 직접 비추는 조명을 내장하여 조각 상태 확인이 용이
- 마킹 전용 프로그램(매직아트) 제공으로 조각이 쉽고 간편

Applications

- 다목적 바이스를 이용해 대부분의 소재를 빠르고 쉽게 고정
- 불규칙한 형상의 소재 고정을 용이하게 해주는 핀을 이용해 다양한 형상의 소재를 손쉽게 고정
- 마킹 소재의 신속한 교체가 용이

다목적 바이스

바이스에 명판 고정

핀을 이용한 소재 고정의 예

착탈식 바이스
- 바이스의 착탈이 가능하여, 용도에 따라 다양한 바이스를 선택하여 최적의 조각환경 구성
- 조각 전용 바이스에 필터를 내장하여 칩 수거가 용이
- 용도에 따라 바이스 주문 제작

다목적 바이스

평판형 바이스

조각용 바이스

주문 제작용 바이스

쿨런트(Coolant) 자동 순환장치를 내장하여, 가공 품질을 높이고 공구 수명을 연장
- 무한 순환되는 쿨런트를 사용하여 가공면의 품질을 높이며, 공구 수명을 연장
- 연속 토출되는 쿨런트가 가공중 발생되는 칩을 자동 배출
- 가공 완료 후, 토출되는 쿨런트를 이용해 가공된 소재의 간편 세척

BLDC 모터 사용

- 작은 소음과 긴수명으로 높은 효율성을 가진
BLDC 모터 장착
- 모터의 브러시 교환이 필요하지 않아 장시간
구동시에도 유지 관리가 용이, 고 토크, 고 RPM
YOOSUNGENG

소재 고정용 핀

콜렛 방식의 공구 장착

- 콜렛 방식의 공구 장착으로 공구 회전시 떨림 최소화
- 공구 수명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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