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의 안정성과 활용성을 자랑하는 RolandDG의 데스크톱 커터 
CAMM-1 GS-24

GS-24로 보다 다양한 작업을 시작하세요.

사인물

사람들의 눈과 발길을 끄는 간판. 선명하고 시선을 끄는 
독특한 사인물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류 열 전사
보다 손쉽게 단체복, 유니폼 등 열 전사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개성있는 커스텀 티셔츠 등 다양한 의류에 
다양한 그래픽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천공 커팅이 탑재되어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의 제품을 
만들 수 있고 후작업 과정을 보다 편하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래픽
맞춤형 판촉물, 소량 제품 제작 등 폭넓은 분야의 다양한 
제품에 보다 전문적인 그래픽 작업을 가능케 합니다.

GS-24에는 새롭게 개발된 커팅 캐리지와 블레이드 홀더가 
장착되어 보다 높은 안정성과 40% 향상된 커팅 압력을 
제공합니다. GS-24는 두껍고 조밀한 소재에서도 놀라운 
커팅 성능을 발휘하고 뛰어난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업에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가져다 드립니다. 
또한, 생산성이 향상된 GS-24는 차량 그래픽, 사인물, 의류 
전사 등 다양한 작업을 손쉽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작업 
능률을 보다 향상시켜드립니다.

사용 가능한 소재는 무엇인가요?
새롭게 디자인된 커팅 캐리지와 블레이드 홀더는 50-700mm
폭의 다양한 소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비닐에서부터 페인트 마스크, 트윌, 열 전사, 샌드블라스트 
소재 등이 있습니다. 

1회 측정. 10회 커팅. 
오버랩 커팅(최대 10회), 천공 커팅, 라인 커팅 기능으로 작업 
공정이 보다 간단해집니다.

커팅 압력.
GS-24는 최대 350g의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커팅과 위딩 
작업이 간단하며 자성체와 같이 두꺼운 소재도 얼마든지 
손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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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 혁신적인 성능의 디지털 서보 모터로 구현되는 높은 정밀성 
• 독보적인 호환성—50-700mm(2"-27.5")폭의 미디어에 
사용가능.

• 최대 커팅 면적: 584mm(W) x 25000mm(L)(22.9" x 984")
• 350g의 압력 발휘(40% 향상)
• 최대 커팅 속도 500mm/s 
• 오버랩 커팅(최대 10회)기능으로 보다 간편해진 커팅/위딩 
작업. 

• 자성체와 같은 두꺼운 소재도 손쉽게 커팅
• 동보 커팅 기능으로 출력된 이미지들도 
정밀하게 커팅 작업 가능

• Roland CutStudio 소프트웨어로 오프셋, 속도, 압력 설정 및 
커팅라인 생성을 보다 간편하게!

• R-Wear Studio를 추가하여 형상에 라인스톤 자동 배열을 
생성하거나 패턴을 생성.

자세한 특징 및 사양은 
http://www.rolanddg.com/product/cutting/gs-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운영체계는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는 버전에 한합니다.

제품 사양

블레이드 홀더

구동 방식
커팅 방식
적재 가능한 소재 폭
최대 커팅 면적
사용 가능한 블레이드
최대 커팅 속도
커팅 속도
절삭력

기계적 해상도
소프트웨어 해상도
거리 정확성*1

반복 정확성*1*2

인쇄된 소재 적재 시 인쇄 및 
커팅의 정렬 정확성*1*3

디지털 제어 서보 모터 
미디어 이동 방식
50 - 700mm
폭: 584mm 길이: 25000mm(22.9 in. x 984 in.)
CAMM-1 시리즈용 특수 블레이드
500mm/s(20 in./s)(모든 방향)
10 - 500mm/s(모든 방향)
30 - 350gf
0.0125mm/step
0.025mm/step
이동 거리의 ±0.2 % 미만 또는 ±0.1mm 미만의 오류 중 큰 값
±0.1mm이하
소재 투입 방향의 이동 거리가 210mm이하인 경우 및 폭 방향의 
이동 거리가 170mm이하인 경우 ±1mm 이하(프린터 및/또는 
소재의 영향은 제외)

소프트웨어

Roland OnSupport
Roland CutStudio
Adobe®Illustrator®용 Roland CutStudio 플러그인
CorelDRAW®용 Roland CutStudio 플러그인

Windows® 7/8/8.1/10（32/64비트）
Windows® 7/8/8.1/10(32/64비트)
Windows®, MAC OS*
Windows®*

-
-
Adobe®Illustrator® CS5/CS6/CC/CC(2014)
CorelDRAW® X3/X4/X5/X6/X7

인터페이스

Replot 메모리
명령 시스템
전원 공급 장치

전력 소비량
음향 잡음 수준

크기

중량

포장 크기
포장 폭
환경

구성품

USB 2.0
2MByte 
CAMM-GL III 
전용 AC 어댑터 
입력: AC 100 - 240 V ±10% 50/60Hz 1.7A
출력: DC 24V, 2.8A
약 30W(AC 어댑터 포함)
작동 시: 70dB(A) 이하(ISO 7779 기준)
대기 시: 40dB(A) 이하(ISO 7779 기준)
860(W) x 319(D) x 235(H)mm(33.8(W) x 12.5(D) x 92.5(H) in.)  
13.5kg (29.8lb.) 
975(W) x 450(D) x 390(H)mm(38(W) x 17.7(D) x 15.3(H) in.)
18 kg(39.7lb.)
온도: 5 ~ 40℃(41 ~ 104°F), 습도: 35 ~ 80%(응결 없음)
AC 어댑터, 전원 코드, 블레이드, 블레이드 홀더, 롤러 베이스, 정렬 툴, USB 케이블, 설정 가이드

XD-CH3 사인용 일반 비닐 미디어용. 플라스틱 블레이드 홀더

옵션형 스탠드

PNS-24

블레이드
ZEC-U5032
ZEC-U1715
ZEC-U3017

반사 형광 비닐 커팅 및 일반용 사인 비닐 커팅용, 오프셋 값 0.25mm, 2팩
마찰 이송 샌드블래스트 스텐슬 커팅용, 최대 두께 1.00mm, 오프셋 값 0.25mm, 5팩
일반용 사인 비닐 커팅 및 소형 문자 또는 복잡한 디자인 커팅용, 오프셋 값 0.175mm, 3팩

GS-24용 스틸 스탠드(옵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운영 체제

*1 Roland DG 사에서 지정한 소재 및 커팅 조건 기준(PNS-24 스탠드 사용, 별도 판매). *2 소재의 팽창 및 수축 제외. 미디어 길이가 1600mm 미만인 경우. *3 Roland CutStudio, 해상도 720dpi 이상의 레이저 또는 잉크젯 프린터 사용. 유광 소재 또는 적층 소재 제외. 
프린터의 정밀성과 소재의 팽창, 수축 또는 왜곡 효과로 인한 인쇄 왜곡 효과 제외. 사용하는 프린터의 잉크(검정색)에 따라 정확한 감지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Roland DG는 사전 통지 없이 규격과 소재, 부속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출력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적의 출력 품질을 위해, 중요 구성품의 정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Roland DG 판매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어떠한 보장이나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Roland DG는 예측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제품의 결함에 의한 부수적 또는 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보호 자료의 복사 
또는 사용에는 지역, 국가 및 국제법이 적용됩니다. 고객은 모든 준거법을 준수할 책임을 지며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모든 상표는 각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Roland DG 사는 TPL Group으로부터mmP 기술의 
사용을 허가 받았습니다.

www.rolandd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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