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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파이버 레이저 
마킹
속도/명암/파워



+

작고 야무진 헤드, 가벼운 알루미늄, 
복잡한 산업에서도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에어쿨링 : 유지 보수를 많이 해야하는 
물을 사용하는 냉각기가 필요 없습니다.                                                                                 

보안 : 전자제어와 알람이 레이저를 보호
합니다.                            
 

안전성 : 밀폐된 광학 파이버, 통합된 안전 
셔터

안전적인 파워 : 지속적인 고품질의 결과물                                  

마킹과 추적 시스템 전용 컨트롤과 

소프트웨어 : 관리하고 저장하며 마킹될 
정보를 보증 합니다.                                                                                 

30년 역사의 테크니포의 광범위한 
통합지식

뛰어난 펄스 속성 : 펄스 지속기간 내내 
높은 에너지 밀도를 유지                                                                                     

높은 강도의 빔 : 보다 효율적이고 짧은 
사이클 시간안에 높은 품질의 마킹을 제공 

아주 작고, 서로 다른방향에서도 통합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연결성 : 컴퓨터,PLC, 바코드 
리더 혹은 단독장비

신뢰성

거의 모든 재질에 적용가능
마킹기능을 최대화 하기 위해 세가지 파워  
범위가 사용 가능합니다: 
•TF410: 경제적인 솔루션, 특히 
플라스틱, 양극산화 처리된 알루미늄과 
열처리된 스테인리스 스틸(표면마킹)에 
아주 효율적 
•TF420: 알루미늄, 스틸, 티타늄, 
주철에 다용도, 고성능 솔루션, 빠른 
고명암 마킹
•TF430: 마킹의 속도와 깊이를 고려한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강력한 
솔루션. 조각을 위해 사용

통합될 준비가 된 솔루션파이버 레이저의 장점
통합형이나 독립형에서도 완벽한 솔루션 

통합된 조준 레이저 다이오드: 자재 
포지셔닝을 간소화 

보편적인 사양: 세계적인 호환성과 
통합설치를 간단하게 하기위한 산업적 
연결성.

파이버 레이저

...A4 용지보다 작습니다!

소형

고속

지속적이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최대 가동시간

사용하기 쉽습니다.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

마킹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디자인 된 테크니포 레이저

초소형의 진정한 파이버  

시스템: 보다 작은 기계와 
광학요소, 감소된 유지보수 비용                                                                               
수명이 길어진 레이저 소스                                                             

효율적인 광학요소: 낮은 전력 소모 
(300W)

• 생산성 향상
• 길어진 기계의 수명
• 안정적인 마킹 품질
• 다목적
• 최소화 된 통합비용 
• 감소된 유지 보수 비용

사용자 혜택

차세대 파이버 레이저 마킹 솔루션

성능 혁신 산업성과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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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고 선명한 마킹" 

최적화 된 기능: 낮은 운영비용 

저소음: < 60 dB, 추가 방음 시스템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적이고 영원한 마킹 : 페인트, 용제 
혹은 스티커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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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세사리

환경과 전원사양

소프트웨어

기술적 사양

. 전력 소모량:  300 W nominal. 전원: 100-240 V, 50-60 Hz. 사용환경 온도: +10 to +35°C . 사용환경 습도: < 80 %

. 이력추적 기능: 시리얼 번호, 변수, 날짜 코드, UID syntax…. 산업용 파일 매니지먼트: DXF, BMP…. 데이터 메트릭스™, 바코드 (39, 128, UPC…), QR 코드… . 로고: PLT, JPG, BMP 형식…. 데이터베이스로 연결 (ODBC, Excel, ASCII…) . 로그파일 생성. 미리 설정된 소재 라이브러리. Windows® 2000, XP, Vista, 7 와 호환가능

! 안정성과 보호

5번의 클릭 후에 당신은 이미 마킹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다음의 사양을 준수 합니다: 
● 환경 클래스 4 (EN60825 - 1 표준)
● CDRH US 21 CFR, sub chapter J. 준수
● 전자기 호환성  NF EN 61000-6-2 (CEM)
● 2002/95/EC (RoHS) 지침

7 kg

미니 워크 스테이션 클래스 1 초점 렌즈자동 명판 공급기 초점 다이오드 집진기

L 375
w 139
h 202

L
w

h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TIF, 2D, 3D 도안, 통합 설명서를 제공 해 드립니다.)

치수 : mm

T700W 마킹 프로그램

16 kg

4U 19"

데이터 메트릭스 코드 리더레이저 탑 워크 스테이션  
클래스 1

메뉴얼이나 모터식 Z축과 함께  
미니 워크 스테이션 클래스 4

회전축 디바이스높이 조절기 CHR

삼중 밀폐된 광섬유 케이블

방진 O 링 밀봉

내구성이 강한 렌즈 보호

원격 PLC 제어작업을  
위한 인터페이스 커넥터

개별로 보호되는  
산업용 I/O

 직접 냉각 경로를 통해서

기계의 상/하부에는 개폐구가 없습니다:  
- 보다 나은 보호를 위해서 
- 더 작은 공간에서 통합 가능하게 하기 
위해

TF410 TF420 TF430

종류: Ytterbium 파이버 레이저 
파워: 10 W 20 W 30 W
파장: 1064 nm
레이저 조준 다이
오드 포함 included

파이버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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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re Laser range_4pages_KR_V2 - 제품의 개선이나 수정에 대한 권한은 GravoTech Marking SAS에 있습니다.                                            
이 문서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Windows 는 Microsoft US Corp.의 등록상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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