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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t® x60 시리즈
전문가용 3D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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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t® x60 시리즈
전문가용 3D 프린터 

풀컬러 3D 프린팅  고해상도 폭넓은 수용성



Easiest Connectivity

Tablet & Smartphone 
remote connectivity

High Full Color Resolution

Fastest Print Speed

ProJet® x60 
Printers

Competitor‘s 
Printer

Realistic models, prototypes and precise details

Large Parts Capacity

High throughput for 
high volumes of prototypes or very large models Entertainment

Mechanical Design

Specialized Applications

AEC

Education Geospatial

Healthcare

 Test more ideas faster, economically

ProJEtⓇ x60 전문가용 프린터가
트루컬러 프린팅, 고속, 가격적정성 으로 새로운 표준을 만듭니다

전례 없는 풀컬러

설계의도에 극적으로 상응하는 컬러와 고품질

•실질적이고 생생한 컬러 모델을 한번에 제작

•제작 디자인의 외관, 느낌 그리고 스타일을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

•모델에 3D로 프린팅 되는 텍스트 라벨, 로고, 디자인 코멘트, 

   이미지들. 

•단색 프린팅부터 전문가적 색채 표현까지 가능한 폭넓은 색상 범위

•최상의 정밀도와 컬러 재현을 제공하는 다수의 프린트 헤드

안전성, 사무실 친화성과 사용용이성

일반 사무실 또는 학교 환경에 이상적

•조용하고, 안전하고, 냄새가 없음

•지속적인 흡인력으로 부유 입자 기기 내부에 보존

•친환경, 비유해성 제작 재료

•액체 폐기물 없음

•절단 도구나 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제거 해야하는 써포트 없음. 

•최소한의 교육과 전문 지식만을 요구 

•쉬운 장비 운영을 위해 간단히 조작 가능한 제어판

가장 빠른 출력 속도

광범위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출력물과 빠른 속도

•다른 어떠한 기술보다 5~10배 빠른 속도

•며칠이 아닌 몇 시간 만에 모델 출력

•동시에 여러 모델 제작

•전체 부서 또는 강의를 간편하게 지원 

최저 운영 비용

광범위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출력물과 빠른 속도

•모든 환경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

•사용하지 않은 코어 재료는 다음 파트 제작에 재활용 할 수 있어 

   폐기물 발생 없음

•써포트가 필요 없음

•파트 가격은 경쟁적 기술의 일부분

•안정적이고 저렴한 ColorJet Printing(CJP)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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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tⓇ x60 시리즈의 VisiJetⓇ 재료

파트 후처리 재료

VisiJetⓇ 재료 라인은 다양한 상업용 애플리케이션을 충족하는 아주 폭넓은 수용성을 자랑합니다. ColorJet Printing(CJP) 기술을 이용해, 

3D Systems의 ProJetⓇ x60 3D 프린터는 VisiJetⓇ PXL 재료를 사용해 강한, 고해상도의 풀컬러 컨셉 모델, 어셈블리 그리고 프로토타입 

프린팅이 가능하며, 디자인 실현, 향상된 커뮤니케이션과 더불어 향상된 파트를 얻을 수 있고,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프린팅 

된 파트들은 운송수단, 에너지, 소비재,레크레이션, 건강분야, 교육 등의 다양한 시장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파트들은 사포로 다듬고, 드

릴을 하고, 두드리거나 채색하는 것, 도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훨씬 확장된 옵션들이 파트특징을 마무리 하는 것을 쉽게 합니다. 또한 

파트들은 고온에 강하며, 디지털 제조와 주조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입니다.

VisiJetⓇ PXL™

14.2

0.23

9,450

31.1

7,163

컬러파트의 생생한 색상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이상적인 즉각적인 후처리 재료

VisiJetⓇ PXL™

26.4

0.21

12,560

44.1

10,680

기능적 파트의 강도를 더욱 향상
 시키는데 이상적인 후처리 재료

VisiJetⓇ PXL™

2.38

0.04

12,855

13.1

6,355

친환경적인 무독성의 후처리 재료. 단색 
모델과 초기 컬러 처리에 이상적임. 담그거나 
뿌림으로써 표면을 더욱 단단하게 처리함. 

구성요소

인장강도, MPa

신장율, %

탄성률, MPa

휨강도, MPa

휨계수, MPa

특징

후처리 ColorBond™ StrengthMax™ Salt Water 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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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3D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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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용 3D 프린터 

풀컬러 3D 프린팅 고해상도폭넓은 수용성

300 x 450 dpi 300 x 450 dpi 300 x 450 dpi 300 x 450 dpi 600 x 450 dpi 600 x 540 dpi해상도

Pastel or vibrant color options

최소 Feature 사이즈

레이어두께

수직제작속도

일일 제작 수 (야구공 크기)

Draft Printing Mode (단색)

제작 크기 (xyz)

제작재료

프린터젯 수

헤드수

자동셋업및 자가 모니터링

Core 재순환

제작 플랫폼 자동 청소

미세 분말 제거

통합재료

제어판

e-mail 공지 능력

태블릿/스마트폰 호환성

Print3D App

출력용 파일 형식

소프트웨어 운영 시스템

운영온도범위

운영습도범위

장비규격

장비무게

전력요건

소음
  제작시

  Core 재순환

  Vacuum (열림)

  FineDecoring

사무실 호환성

CE,CSA 규정준수

색상 (파트고유색상수) 흰색
(단색)

64색
(기본색상)

흰색
(단색)

280만색
(고급색상)

600만색
(라인 최고 색상)

600만색
(라인 최고 색상)

• •

0.016인치(0.4mm) 0.016인치(0.4mm) 0.0006인치(0.15mm) 0.0006인치(0.15mm) 0.004인치(0.1mm) 0.004인치(0.1mm)

0.004인치(0.1mm) 0.004인치(0.1mm) 0.004인치(0.1mm) 0.004인치(0.1mm) 0.004인치(0.1mm) 0.004인치(0.1mm)

0.8인치/시(20mm/시) 0.8인치/시(20mm/시) 0.8인치/시(20mm/시) 0.9인치/시(23mm/시) 1.1인치/시(28mm/시) 0.2-0.6인치/시(5-15 mm/시)
파트 크기에 따라 속도 증가

10 10 18 18 36 96

• •

9.3x7.3x5인치 (236x185x127mm) 9.3x7.3x5인치 (236x185x127mm) 8x10x8인치 (203x254x203mm) 8x10x8인치 (203x254x203mm) 10x15x8인치 (254x381x203mm) 20x15x9인치 (508x381x229mm)

VisiJetⓇ PXL™

304 604 304 604 1520 1520

1 2 1 2 5 5

• • • • • •

• • • • • •

• • •

악세서리 악세서리 통합 통합 통합 악세서리

• • • • • •

• • • • • •

• • • • • •

• • • • • •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STL, VRML, PLY, 3DS, FBX, ZPR

Windows 7 and Vista

55-75℉(13-24℃)

20-55% - non-cond.

29x31x55인치(74x79x140 cm) 29x31x55인치(74x79x140cm) 48x31x55인치(122x79x140cm) 48x31x55인치(122x79x140 cm) 74x29x57인치(188x74x145cm) 47x46x68인치(119x116x162 cm)

365lbs(165kg) 365lbs(165kg) 395lbs(179kg) 425lbs(193kg) 750lbs(340kg) 800lbs(363kg)

90-100V, 7.5A

110-120V, 5.5A

208-240V, 4.0A

90-100V, 7.5A

110-120V, 5.5A

208-240V, 4.0A

90-100V, 7.5A

110-120V, 5.5A

208-240V, 4.0A

90-100V, 7.5A

110-120V, 5.5A

208-240V, 4.0A

100-240V, 15-7.5A 100-240V, 15-7.5A

57dB

66dB

86dB

-

57dB

66dB

86dB

-

57dB

66dB

86dB

80dB

57dB

66dB

86dB

80dB

57dB

66dB

86dB

80dB

57dB

66dB

86dB

-

• • • • • •

• • • • • •

Extend Innovation. Extend Production. Extend Choices.

*야구공 크기 파트를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