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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aSTUDIO BN-20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느껴보세요.

VersaSTUDIO BN-20이 이제 여러분의 책상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이 작은 데스크탑형 잉크젯 프린터는 뛰어난
그래픽의 소형 사인 제작물은 물론 라벨, 스티커, 데칼등의 작업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와 드립니다. 메탈릭 실버 잉크로 보다 창조적이며
눈에 띄는 컬러를 표현할 수 있고, 화이트 잉크를 이용하여 투명 혹은 유색의 소재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용이 합니다. 한 마디로,
VersaSTUDIO BN-20은 여러분의 사업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져다 드리고, 보다 창의적인 어플리케이션 솔루션으로 제품의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고품질 및 고효율의 출력 솔루션
Colors

Metallic

4색

메탈릭 컬러로 보다 고급스러운 표현
4색 + 메탈릭 잉크

Colors

화이트 잉크를 사용하여 보다 시선을 사로잡는 효과

White
Colors

4색 + 화이트 잉크

핸드폰, 노트북
, 랩핑

윈도우 그래픽
매장 윈도우에 보다 고품질 그래픽을 화이트 잉크를
사용하여 투명 소재에 쉽게 제작할수 있습니다.

롤랜드 프린트&컷을 이용하면
원하는 디자인의 출력과 컷팅을 단
한번의 공정으로 마칠수 있어 라벨,
데칼, 핸드폰 스킨, 노트북 랩핑 등
다양한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POS and POP

투명라벨과 데칼 스티커

고품질의 포스터와 스티커

이목을 집중 시키고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독특하고 개성있는 모양과 컬러의 POP UP 사인물을
BN-20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잉크를 사용하여 보다 고품질의 투명 스티커와 데칼
제품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어 다양한 제품의 스티커 및 라벨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BN-20는 메탈릭 실버 잉크를 사용하여 보다
고급스럽고 높의 가치의 포스터와 포토그래픽 제품
제작을 도와드립니다.

팩키지 디자인
BN-20을 사용하시면 보다 개성있고 창의적인 팩키지
디자인 샘플 제작을 기존 샘플 작업대비 월등히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메탈릭한 컬러의 소재위에
화이트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시면 더욱 뛰어난 효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PVC 시트 커팅 제품
(사인 및 광고용)
자동차, 버스, 오토바이 등의 다양한 랩핑, 스티커 제품, 윈도우 그래픽
등을 프린트&컷 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손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
* BN-20은 다양한 폰트의 커팅 작업을 지원합니다.

완벽한 솔루션
다양한 라벨 및 데칼 스티커
BN-20은 실외 사용에 작합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Roland ECO-SOL MAX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작된 그래픽은 별도의 코팅 없이
Outdoor
실내외에서 3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지고 Durable Inks
1
있습니다. * 또한, BN-20은 실내 그래픽
제작에만 적합한 수성 타입의 잉크
Roland FPG도 사용 가능합니다.*2
years

3

BN-20은 최대 480mm 폭까지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BN-20만의 프린트 매니지먼트와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특성으로 완벽한 비지니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의류 열전사
지금 바로 여러분의 책상에서 다양한 디자인의 고품질
의류 열전사 제품을 만들어 내실수 있습니다. 또한,
메탈릭 잉크를 사용시 보다 개성있고 고급스러운 수
백가지의 컬러 표현을 하실수 있습니다.*3

20”

293
mm
1009mm

582mm

Four Colors
Four Colors + Metallic Silver Ink
Four Colors + White Ink

*1 3년 실외 내구선성은 RolandDG사의 기준에 의해 TEST 되었습니다. TEST
결과는 환경과 엎프리케이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랩핑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코팅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사용 잉크 타입 선택은 최초 장비 설치시 결정되어야 합니다.

*3 메탈릭 컬러는 Spot Color 설정에 의해 표현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컬레에 비해
세탁 견뢰도가 낮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