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알아보기위해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전문 지식 없이도 

바로 그래픽 제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정, 사무실 또는 전문적인 

환경에 모두에 적합

빠르고 간편한 설정 작은 설치 공간

30-500gf의 커팅 압력으로

다양한 소재를 커팅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미디어 지원

워크플로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기능 확장

신속한 워크플로우

GS2-24를 사용하면 다양한 소재로 전문가 수준의 그래픽을 제작하고 비즈니스를 

한 차원 높일 수 있습니다.

 

소자본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Roland DG의 솔루션으로 성공적인 사업 시작!!

프로로 전환할 타이밍



Roland DG는 예고 없이 사양 또는 액세서리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실제 출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적의 출력 품질을 위해 중요한 구성 요소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oland DG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명시된 것 외에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Roland DG는 예측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복제 또는 사용은 지역, 국가 및 국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객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Roland DG Corporation은 

TPL 그룹으로부터 MMP 기술을 라이선스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116, 1207호, 1208호, B210호(문래동3가, 트리플렉스)

TEL : 02-2634-9777     FAX : 02-719-9717

나열된 사양, 디자인 및 치수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인 딜러 :

www.rolanddg.kr

GS2-24를 사용하면 다양한 그래픽과 

제품을 생산하여 비즈니스를 향상하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취미 사용자, 사업자, 창의적인 디자이너든 

상관없이 광범위한 가능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대의 커터, 
수백 가지의 기회

VersaSTUDIO GS2-24

장착 가능 미디어 50 ~ 700mm

최대 커팅 영역
폭 584mm

길이 25m

커팅 속도 10~850mm/s

블레이드 압력 30~500gf

기계적 해상도 0.0125mm/step

소프트웨어 해상도 0.025mm/step

인터페이스 USB 2.0 이더넷

전력 소비 약. 24W (AC 어댑터 포함)

치수 860mm × 319mm × 235mm(W × D × H)

중량 13.5kg

포장 치수 975mm × 450mm × 390mm(W × D × H)

포장 중량 18kg

제공 품목
Roland DG 소프트웨어(다운로드), AC 어댑터, 전원케이블, 블레이드, 블레이드 홀더, 롤러 베이스, 얼라이먼트 툴, 
USB 케이블, 설치 설명서

사인물

차량용 그래픽스티커 및 라벨

티셔츠 및 기타 의류

아트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