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탑 프린트 & 커터로 편안하게 티셔츠, 포스터, 스티커 및 데칼 그래픽 인쇄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BN-20A를 사용하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 그래픽을 인쇄하고 커팅할 수 있습니다.

열전사 디자인, 로고 및 삽화를
만들어 티셔츠, 가방, 앞치마,
후드티 등 다양한 패브릭 제품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스티커, 로고 스티커,
제품 라벨 등 수많은 고품질 다이컷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접착
미디어에 인쇄하고 커팅할 수 있습니다.

홍보사인, 디스플레이, 윈도우 그래픽
부터 맞춤형 포스터와 아트월에 이르기
까지 데스크탑에서 편안하게 모든 것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그래픽 인쇄와 커팅을 하나의 프린터로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BN-20A 프린트 & 커터는 매우 뛰어난 결과를 제공하는 멋진 프린터입니다.
BN-20A는 최대 1440dpi의 고품질 그래픽을 인쇄할 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윤곽선 커팅도 할 수있습니다!
즉, 디자인의 고유한 구성에 맞는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택 사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는 취미 생활자부터 품질과 다양성이 필요한 그래픽 디자인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사용하는
BN-20 시리즈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Highlights
• 인쇄 효과를 위한 4색 PLUS 옵션인 화이트와 메탈릭 잉크가 있는
BN-20과 표준 4색 잉크만 사용하는 BN-20A가 있습니다.*

• BN-20A 모델은 인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속 인쇄 모드를 제공
합니다.

• BN-20 시리즈는 화이트 잉크를 순환시켜 잉크 낭비를 줄이는
자동 잉크 서큘레이팅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직관적인 타일링, 자르기, 커팅라인 생성, 애플리케이션 프로필,
통합 별색 라이브러리등 모든 기술 수준의 사용자가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VersaWorks 6 RIP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 동급 제품 중 가장 다재 다능한 인쇄 능력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다양한 비닐, 필름과 미디어에 인쇄 및 커팅이 가능합니다.

Specifications
모델

VersaSTUDIO BN-20A

인쇄 방식

피에조 잉크젯 방식/그리트 롤러 피드

미디어

잉크 카트리지

폭/두께

150~515mm(5.9~20.3in.)/이형지 포함 최대 0.4mm(16mil)

롤 미디어 직경

최대 중량 6kg(13.2lbs)

롤/지관 직경

최대 외부 직경150mm(5.9in)/지관 직경 : 2in(50.8mm) 또는 3in.(76.2mm)

유형과 용량

Roland DG ECO-SOL MAX 2, 220 ml

색상

4 Color–CMYK(Cyan, Magenta, Yellow, Black)

커팅 속도/블레이드 압력

10mm/s(0.4in/s)~150mm/s(5.9in/s)/30~300gf

인터페이스

USB 2.0

인쇄 해상도

최대 1440dpi

절전기능

자동 절전 기능

전원 요구사항

AC 100~240±10 %, 1.0 A, 50/60 Hz

외부 규격/중량

1009W x 582D x 293H mm(39.7"W x 22.9"D x 11.5"H), 36kg(79.4lbs)

제공 품목

전원코드, USB 케이블, 블레이드, 블레이드 홀더, VersaWorks RIP 및 사용자 매뉴얼 등을 포함한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 및 매뉴얼 라이브러리.
* 나열된 사양, 디자인 및 치수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여 한국 롤랜드 디지 카카오 채널로
바로 접속하여 문의 해보세요.
SCAN ME!
자세한 기능 및
사양을 보려면..

혹은 다음 사이트로 방문하세요! https://www.rolandd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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