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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 Gravostyle™
주요특징
Gravostyle™ 조각 전용 소프트웨어가 함께 제공됩니다.
- 사용자 친화적 : 사용자가 작업하기 쉽게 설계된 그래픽 인터페이스
- 다양성 : Photostyle™(사진 조각), Dedicace™(손글씨 조각)등
다양한 기능 및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편의성 : 폰트, 심볼, 텍스트 도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재료에 대한 매개변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Focus on Point & Shoot
작업 전,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하여 쉽고 정확하게 물체의 조각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s
리테일샵 / 조각업 / 장례업 / 동물 용품점 / 쥬얼리샵 / 선물 판매점 / 트로피 제작 / 문구점 / 기념품점

사용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소형 조각기를 필요로 하는 고객의 선택!
IS200은 컴팩트한 사이즈로 소형 상점, 사무실 및 백화점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조각기, 소프트웨어, 기본 액세서리, 메뉴얼 및 기본 A/S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품질 조각 및 높은 생산성
주요특징

장비 사양 (평면 조각용)

응용 분야

컴팩트

- 크기 : 500 X 450 X 295mm / 22kg
- 조각 범위 : 225 X 80mm
- Z축 스핀들 행정 : 15mm
- 최대작업속도 : 25mm/S
- 모터출력 : 20W / 17000rpm

- 팔찌, 메달, 시계 등 개인만을 위한 이니셜 각인
- 금속 및 보석에 사진 조각 - 고급 칼, 선물 용품
(펜, 열쇠 고리, 라이터 등)
- 명찰/명판 : 부품 식별용,강아지 메달(태그),
소형 표지판
- 플라스틱, 아크릴, 알루미늄,귀금속 등

- 소형 사이즈의 IS200 조각기는 책상, 백화점 카운터 등 어떠한 협소한 공간에서도 설치가 용이합니다.

운영 소프트웨어
GravoStyle™ 조각 전용 소프트웨어는
Windows® 환경에서 실행됩니다.

장비작동
- 컴퓨터와 연결 전용프로그램 사용

팬어테치먼트 디바이스
- 팬지름: 5 ~ 15mm

다양한 조각날
- 마킹제질과 작업환경에 맞는 조각날

다양한 옵션 적용
- 칩콜렉터, 펜지그, 다양한 조각날, 노즈, 플라스틱, 금속, 아크릴 조각
- 배지, 라벨, 명찰, 펜, 라이터, 사인, 표시판 다양한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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