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TSLC-L+
■ 대형 작업영역 / 4축 고정밀 가공
■ 비전에 의한 자동 위치보정 기능

TSP & FPD
산업을 위한 최상의 기능과 디자인

■ 시스템 특성

■ 고품질 절단성

RF CO2 레이저 탑재

■  

전면 터치 LCD 조작반으로 단독운전

■  

■  

■  

절단 품질 향상을 위한 속도연동 출력 제어 드라이브 내장
자동 고품질 모서리 가공 기능과 자동 레이저 출력 조절

고 사양 CCD 시스템 적용

■  

전면 자동 개폐 도어

■  

동기제어 및 자동 Z축 초점 기능

■  

상/하부 실시간 집진포트

■  

■ 사용자 중심의 손쉬운 운용
일체형 PC 및 터치 LCD 조작반으로 작업 및 수정 가능  

■  

MMI 프로그램을 통한 시스템 제어로 사용자의 간편한 운전

■  

작업의 편리성을 위한 발판 스위치

■  

■ 대형크기 절단 및 고정밀 기구부

사용자 안전을 위한 전면도어 및 Light curtain 인터록

■  

1000 x 730mm의 대형 가공범위

■  

고 정밀 X-Y1-Y2-Z축 이송장치

■  

기구부의 안정성으로 고속가공 및 높은 반복 정밀도 구현

■  

■ 집진형 가공 테이블과 배기 장치
가공 테이블 상/하단에 집진장치 설치 및 분진함 설치

■  

LPTSLC-L+
시스템 사양
크기
작업 영역
Z축 이송거리

1765 (L) x 1650 (W) x 2175 (H) mm (경광등 포함)
1765 (L) x 1650 (W) x 1750 (H) mm (경광등 제외)
1000x 730 mm (39.37″x 28.74″)
50 mm (자동/수동 이송)

레이져 사양

RF CO2 레이저 60/100W

레이져 파장

9.3 / 10.6 μm

초점 사이즈

Ø = 0.076 mm

절단 폭
최고 절단 속도

0.07 ~ 0.2 mm (재료에 따라 상이함)
400 mm/sec (15.75 inch/sec)

분해능 (PPI)

4064, 2032, 1354, 1016, 812, 677

반복 정밀도

±0.02 mm

작업 모드

Vector Cutting and Spot Drilling

픽셀

640 x 480

인터페이스

USB Cable

무게

600Kg

적색 빔 포인터

LD 포인터 (적색 빔)

요구 집진 차압

200 ~ 250mmAq

최소 배기 용량

18.0m³/ min

전력
공기압

제어 시스템

배기장치 및 요구사항

수동 조작반

220VAC,15A(20A), 50~60Hz
5.5 Kg/cm²
산업용 PC & 17″ 터치 모니터
Auto CCD 전용 프로그램 (MMI)
132 x ø100 mm
2 x ø100 mm
요구 주변온도: 15′C ~ 35′C, 58′F ~ 8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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