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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출력에 최적화된 텍스타일 프린터

Roland의 Texart는 보다 세련되고 정교한 텍스타일 

프린팅을 가능하게 합니다. 

Textile 전사 출력 전용으로 개발된 RT-640은 

뛰어난 품질과 선명한 컬러,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다양한 원단출력, Soft-Signage, 인테리어 디자인,

각종 전사상품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각종 전사 상품스포츠 의류패션 의류

인테리어 디자인

깃발

생기있고 선명한 컬러를 표현하는 뛰어난 고품질 잉크

빠르고 정교한 미디어 Feeding 시스템

안정적인 대량 생산을 위한 Roland 빅 잉크시스템

Roland의 신형 Texart잉크를 탑재한 RT-640으로 선명하고 생기있는

컬러, 짙고 풍부한 Black, 부드러운 그라데이션, 정교한 미세 디테일을

표현하세요. Orange와 Violet 잉크가 추가된 Texarts의 8컬러 잉크

솔루션은 보다 넓은 영역의 컬러가 표현되어 보다 선명한 출력을 가능

하게 합니다. 또한 신형Black 잉크는 농도와 밀도가 높아 뚜렷하고

깊은 고품질 그래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RT-640의  최적화된

출력 제어기술은 Texart잉크의 광범위한 표현력을 끌어내어보다

아름답고 선명한 이미지 출력을 실현합니다.

싱글 헤드 전사 장비중 RT-640은 업계 최고인 실질 출력속도 22.0m2/h을 

(4컬러 Production mode) 자랑합니다. 전사 출력에 최적화된 팬 흡수력으로 

출력 중 전사지가 평평하게 유지되며, 새롭게 고안된 Feeding 시스템은 

프린터 전면과 후면에 미세 조절장치가 있어 균일한 텐션을 유지하며 

일정하고 고르게 감기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고르게 감긴 

전사 출력물은 프레스 작업시 발생하는 불량률을 줄여드립니다.

 

신형 Roland 빅 잉크시스템은 1리터 밀폐 파우치로 안정적인 장폭 출력을 

실현합니다. 또한, 4컬러 모드일때 컬러당 2리터를 셋팅하여 Roland 잉크

스위칭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메인 파우치가 다 떨어지면 보조 잉크 

파우치로 전환되어 장폭 출력시 장비를 멈추지 않고 잉크교체를 할 수 있어

대량 생산을 더욱 촉진 시킬수 있습니다.

 

전사 출력에 가장 최적화된 RIP Software

Roland Texart RT-640 텍스타일 프린터 구입시 전사 출력에 가장 적합한 

2가지 전문 RIP Software 중 한개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ErgoSoft Roland Edition (Step&Repeat 기능탑재)은 텍스타일 출력에

가장 적합하고 업계의 높은 신뢰성, 명성, 평판을 자랑합니다.

Roland VersaWorks는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바로 RIP Software 운영이

가능합니다. 장비 구매시 선호하는 RIP Software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Orange, Violet 8컬러 탑재로 보다 풍부하고 선명한 컬러 표현

Feeding 조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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