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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는 Bvupeftl® 

Ofugbcc®

IQ Nvmuj Kfu Gvtjpo  
기술용 Nbufsjbmjtf Cvjme 

Qspdfttps

IQ Nvmuj Kfu Gvtjpo  
기술용 Tjfnfot OY BN 

비즈니스에 따라 확장 가능한 사용하기 쉬운 
솔루션과 기능성 시제품 및 최종 부품을 모두 
제작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통합 프로세스

IQ 4E 퓨징 및 디테일링 
에이전트가 IQ 멀티젯 퓨전 기술 
및 소재와 함께 작동하여 우수한 
품질의 기능성 부품 제공

모든 레이어의 정확한 열 
제어를 통해 복셀 단위로 
예측 보정 가능

터치스크린 도움말을 통해 
보고되는 프린터 내부의 품질 
검사를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며 
작업 진행 과정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추적 

지속적인 연결;5 IQ Kfu Gvtjpo 4E 
프린팅 솔루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더 나은 고객 및 지원 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IQ 시스템의 
가동 시간이 증가하며 어디서나 
원격으로 모니터링 가능

IQ 4E 프린팅 소재로 낮은 부품당 비용으로 
최적의 출력 품질과 높은 재사용성 제공

다른 소재 간 변경; IQ Kfu Gvtjpo 6311 4E 
자동 외부 탱크를 사용하면 재사용 가능한
잉여 파우더를 프로세싱 스테이션으로 
자동으로 전달하여 저장할 수 있으므로 
다른 소재 간에 손쉽게 변경 가능

자동화된 소재 혼합 및 공급 시스템으로 
워크플로를 간소화하고 작업 시간을 단축

판상 후드를 포함한 밀폐된 언패킹 및 소재 
수집 시스템을 사용하여 부품 제거를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 없음

작업 완료 후 즉시 냉각을 위해 이동하는 
IQ Kfu Gvtjpo 4E 빌드 유닛이 프린터에 
포함되어 연속 프린팅  처리 가능

IQ Kfu Gvtjpo 4E 고속 냉각 모듈로 냉각 
시간이 짧아져 부품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고 일일 부품 생산량 증가 
산업용 초음파 시빙 장치)tjfwf*의 31& 
향상된 처리량으로 공급 시간이 개선됨

IQ Kfu Gvtjpo 4E 솔루션 서비스의 
영업일 기준 익일 현장 지원 및 예비 부품 
제공을 통해 기업의 가동 시간과 생산성 
극대화7

IQ 4EbbT 베이스
편리한 사용량 기반 과금 모델로 
투자 부담이 크지 않음

IQ TnbsuTusfbn 4E Cvjme Nbobhfs; 
필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어 프린팅 작업 
준비가 빠르고 간편함

IQ 4E 센터;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예방 알림- 과거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4E 
작업을 추적- 관리- 최적화

업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통합

IQ Kfu Gvtjpo 5311 4E 프린팅 솔루션
우수한 품질의 부품을 생산하면서 생산성과 비용을 최적화
산업용 시제품 제작 및 최종 부품 생산 환경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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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초음파 시빙 장치)tjfwf*의 31& 
향상된 처리량으로 공급 시간이 개선됨6

HP Jet Fusion 5200 
3D Process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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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Jet Fusion 4200 3D Pr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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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to-use solution that scales with your 
business; integrated end-to-end process that 

HP 3D fusing and detailing agents 
work with HP Multi Jet Fusion 
technology and materials to deliver 
quality, functional parts

Accurate thermal control of 
every layer enables predictive
corrections voxel by voxel

In-printer quality checks reported 
via a touchscreen help minimize
errors and enable easy and 
accurate job progress tracking 

Stay connected:4 The HP Jet Fusion
3D Printing Solution collects data to
provide a better customer and support 
experience; connectivity also drives both 
higher uptime and remote monitoring of
your HP system from anywhere

HP 3D Printing materials provide optimal output 
quality and high reusability at a low cost per part

7
Automated materials mixing and loading systems 

8
No additional room for parts removal needed 
with enclosed unpacking and material 
collection system, including a laminar hood

9 The HP Jet Fusion 3D build unitÑinc luded 
within the printerÑis m oved on for cooling 
right after job completion, allowing a 
continuous printing1 process

10
The HP Jet Fusion 3D fast cooling module
reduces cooling time resulting in fast
time-to-part and more parts ready within 
the same day

HP Jet Fusion 3D Solution Services stand 
behind your business to maximize your 
uptime and productivity, with next-
business-day onsite support and spare
parts availability6

HP 3DaaS Base7

Convenient pay-per-use model 
with a low commitment

HP SmartStream 3D Build Manager: quickly 
and easily prepare your jobs for printing 
with all the elements you need

HP Jet Fusion 4200 3D Printing Solution
Produce quality parts while optimizing productivity and cost
Ideal for industrial prototyping and Þnal part production environments

11
The industrial ultrasonic sieve provides 
a 20% higher throughput that improves 
loading time5

Change between The HP Jet Fusion 5200 
3D automatic external tank allows you to easily switch between 

reusable surplus powder to the processing station

Autodesk¨ Netfabb¨ with 
HP Workspace

Materialise Build Processor 
for HP Multi Jet Fusion 

technology

Siemens NX AM for 
HP Multi Jet Fusion 

technology

Integration with industry-leading software solutions

HP 3D Center: track, manage, and optimize your 3D  
operations with software that provides remote, real-time 

analysis

IQ Kfu Gvtjpo 6311 4E 
프로세싱 스테이션

IQ Kfu Gvtjpo 5311 4E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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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4E Ijhi Sfvtbcjmjuz QB 23 Hmbtt Cfbet . 치수 안정성과 품질이 우수한 경질 부품에 적합

인클로저- 하우징- 고정 장치- 공구 등- 
높은 경도와 치수 안정성이 요구되는 
제작물에 적합한 소재인 글래스 
비드가 포함된 열가소성 수지 소재로 
경질 기능성 부품을 생산하면서 잉여 
파우더의 재사용률을 최대 81& 실현할 
수 있습니다/24 

준수 내역;21 SFBDI- SpIT)FV-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국- 인도- 일본- 
요르단- 한국- 세르비아- 싱가포르-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의 경우*- QBIt-  
VM :5- VM 857B

IQ Kfu Gvtjpo 4E 프린팅용으로 인증된 소재

점점 더 다양해지는 IQ 4E 소재는 낮은 비용-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부품 
생산이 가능하고 업계 최고의 재사용률을 실현하여4 지속가능성 목표에 
몰두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새로운 적용 분야- 새로운 시장으로 운영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IQ 4E Ijhi Sfvtbcjmjuz QB 22 . 품질이 우수한 연질9 부품에 적합

내충격성과 연성을 갖춘 기능성 부품 
생산에 적합합니다/9 재생 가능한 
원료로 만든 이 열가소성 수지 소재는: 

최적의 기계적 물성과 일관된 성능을 
제공하면서도 업계 최고의 잉여 파우더 
재사용률을 실현합니다/4

준수 내역;21 생체 적합성- SFBDI- 
SpIT)FV-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국- 
인도- 일본- 요르단- 한국- 세르비아- 
싱가포르-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의 
경우*- QBIt- 완구 제작물 구성요소 
내역

IQ 4E Ijhi Sfvtbcjmjuz QB 23 . 낮은 비용으로22 우수한 품질의 고강도 부품을 생산

업계 최고의 잉여 파우더 재사용률을 
실현할 수 있는4 조직이 탄탄한 
열가소성 수지 IQ 4E Ijhi Sfvtbcjmjuz 
QB 23를 사용하여 고강도의 정밀한 
기능성 복합 부품을 생산하고 총 소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23

준수 내역;21 생체 적합성- SFBDI- 
SpIT)FV-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국- 
인도- 일본- 요르단- 한국- 세르비아- 
싱가포르- 터키- 우크라이나- 베트남의 
경우*- QBIt- 완구 제작물 구성요소 
내역- VM :5- VM 857B

데이터 제공; PU5 
Psuipqäejfufdiojl HncI

데이터 제공; Cpxnbo 
)적층 가공 생산*

데이터 제공; Tlpsqjpo Fohjoffsjoh Tsm

데이터 제공; Jowfou Nfejdbm

데이터 제공; Qspnfubm4E

FTUBOF® 4E UQV N:6는 에너지 
반발탄성)sfcpvoe*- 충격 흡수율- 
탄력성- 내마모율이 우수할 뿐 아니라 
탁월한 언패킹)voqbdljoh*0파우더 제거
)ef.qpxefsjoh* 특성을 갖추어 시제품 
제작 및 최종 제품의 대규모 제작에 
적합합니다/

WFTUPTJOU® 4E [3884 QB 23는 IQ 
Kfu Gvtjpo 4E 프린터용으로 처음 
인증받은 소재입니다/ 경제적인 
다용도 열가소성 수지 소재로 고강도 
부품의 생산에 적합하며 경량 구조 
설계가 가능하고 색상 균일성이 
우수합니다/25

데이터 제공;  
IQ . Mvcsj{pm

HP Jet Fusion 3D 프린터와의 호환성에 
한하여 테스트와 인증을 거침26

새로운 소재와 적용 분야로 
새로운 성장 기회 발굴

데이터 제공; IfzHfbst



Hjscbv EZ241 염색 솔루션29

HP 3D HR PA 11 HP 3D HR PA 12 HP 3D HR PA 12 GB VESTOSINT® 3D Z2773 PA 1214 ESTANE® 3D TPU M95A

경도

내충격성

연신율

치수 정밀도

세부 구현도

평면 부분

온도 저항성

내화학성28 테스트 진행 중 테스트 진행 중 테스트 진행 중

낮은 수분 
흡수율

경량

매우 우수함 우수함 보통 권장되지 않음
자세한 내용 참조; 
iq/dpn0hp04Enbufsjbmt

산업 설비 설계 및 염색 장비 산업에서 61여 년의 역사를 지닌 Hjscbv는 
IQ Kfu Gvtjpo 5311 4E 프린팅 솔루션의 염료 마감 처리를 위한 후처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29

IQ 4E 프린팅 소재 포트폴리오 선택 가이드27

IQ 권장 후처리 솔루션

자세한 내용 참조; 
dpmpsjohtztufn/hjscbv/dpn

고객의 디지털 제조 여정 전 과정을 
함께 하는 IQ Kfu Gvtjpo 4E 솔루션 
서비스

IQ 4E 전문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적층 가공)BN* 방식으로 더욱 빠르게 전환

자세히 알아보기;
iq/dpn0hp04EQspgfttjpobmTfswjdft

IQ 4E 프린팅 준비 서비스)IQ 4E Qsjoujoh Qsfqbsf 
Tfswjdft*
현장 장비 설치 준비- 첫 부품 프린팅- IQ 4E 프린팅의 
풍부한 잠재력 탐색 등- IQ 4E 프린팅 준비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디지털 제조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Q 4E 프린팅 케어 서비스)IQ 4E Qsjoujoh Dbsf Tfswjdft*
IQ는 고객의 가동 시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IQ는 
예방적 유지보수부터 빅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분석에 
이르는 IQ 4E 프린팅 케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장비에 
투자한 만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IQ 4E 프린팅 확장 서비스)IQ 4E Qsjoujoh Hspx 
Tfswjdft*
고객이 디지털 제조 여정을 추진하고 새로운 소재와 
적용 분야- 사용 사례로 전환하며 제조 프로세스를 더욱 
최적화하도록 지원하는 IQ 4E 프린팅 확장 서비스를 
통해 혁신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IQ는 4E 프린팅 도입 단계부터 전체 생산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고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제조 여정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고객의 비즈니스에 적합한 디지털 제조와 새로운 성장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용
IQ Nvmuj Kfu Gvtjpo 기술을 통해 
구현 가능한 첨단 설계 기법과 
새로운 기회를 파악합니다/

개발
혁신과 새로운 적용 분야 개발을 
통해 제품 포지셔닝 및 시장 
차별화 측면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제조
적층 가공 전환 과정 전반에 걸쳐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합니다/

다양한 조직이 IQ 4E 전문가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실행 가능한 전략적 기회를 파악하고 획기적인 제작물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으며 제조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대량 맞춤 제작과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데이터 제공; Beeju⋯jpo데이터 제공; Jowfou Nfejdbm

자세히 알아보기
iq/dpn0hp04ETvqqpsu



IQ 통합 파이낸셜 솔루션으로  
IQ 4E 프린팅으로의 전환 가속화

IQ 서비스형 4E)IQ 4EbbT*8 .  
성장에 따라 비즈니스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유연성으로 
새로운 차원의 비용 예측성 확보

최신 기술을 활용하면 기업의 성장- 수익성- 
경쟁력이 더욱 빠르게 향상됩니다/ IQ 통합 
파이낸셜 솔루션의 파트너가 되어 가치 창출 시간을 
앞당겨 보십시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 기술과 
재무 계획에 모두 부합하도록 운영하면서도 자금을 
다른 우선순위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금 지원 옵션 중에는 낮은 비용의 월별 결제로 
IQ Kfu Gvtjpo 5311 4E 프린팅 솔루션을 이용하는 
옵션도 있어 다음과 같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큰 금액을 사전 지불하지 않아도 됨
• 지불 연기 또는 단계적 지불 옵션을 사용하여 
수입에 맞추어 지불 조정

• 관리 간소화;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하나의 
계약으로 통합

• 요구사항의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4₩6년마다 갱신

자세히 알아보기
iq/dpn0hp04EJoufhsbufeGjobodjbmTpmvujpot

자세한 내용은 현지 IQ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다음을 참조해 주십시오/  
iq/dpn0hp04EbbT

현재와 같은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성과에 중점을 
두는 +사용량 기반 지불, 비즈니스 모델에서 
다양한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본 지출이 운영 
비용으로 전환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산됩니다/ 
사용량 기반의 지불 방식을 이용하면 장비나 거래가 
아니라 비즈니스 성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IQ Kfu Gvtjpo 4E 프린팅 솔루션으로 설계와 제조의 
혁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 주기 가속화- 
풀컬러 기능성 부품의 프린팅-2: 부품 품질의 우수한 
반복성으로 효율적인 대량 생산 운영 등- 사례는 
다양합니다/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 IQ 4EbbT로 디지털 제조 
혁신의 속도를 높여 보십시오/

• 예측 가능성; 완성 빌드별로 과금되는31 사용량 
기반 가격으로 가변 비용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 편의성; 소모품 주문 및 재고 관리를 간소화하여 
새로운 차원의 운영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 경제성; 초기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며 월 지불 
방식으로32 수입과 직결하여 비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IQ 4EbbT 베이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IQ 4E 소모품 자동 보충
• IQ 4E 프린팅 케어 서비스)원격 및 현장 지원 
포함* 

• 쉽고 편리하게 청구 및 사용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온라인 대시보드

자료 제공; Nbufsjbmjtf

특정 국가에서 금융 및 서비스는 Ifxmfuu.Qbdlbse Gjobodjbm Tfswjdft Dpnqboz 및 그 자회사와 계열사)통칭 IQGTD*에서 제공하며- 
신용 승인 및 표준 IQGTD 문서의 실행을 거쳐야 합니다/ 이율과 기간은 고객의 신용 등급- 제안 유형- 서비스 및0또는 장비 유형과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객에 따라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일부 서비스 또는 제품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제약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QGTD는 언제든지 통보 없이 이 프로그램을 변경 또는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프린터 
성능

기술 IQ Nvmuj Kfu Gvtjpo 기술

유효 빌드 용량 491 y 395 y 491nn

빌드 속도33 시간당 최대 5226dn

레이어 두께 1/19nn

작업 처리 
해상도)y- z*

711eqj

프린팅 해상도
)y- z*

2311eqj

크기
)가로y세로y높이*

프린터 3321 y 2311 y 2559nn

배송 포장 3411 y 2436 y 3179nn

작동 영역 4811 y 4811 y 3611nn

무게 프린터 861lh

배송 포장 :56lh

네트워크34 기가비트 이더넷)21021102111Cbtf.U*- 
다음 표준 지원; UDQ0JQ- EIDQ)JQw5만 해당*- UMT0TTM

프로세서 및 
메모리

프로세서 Joufm® Dpsf  j8 5881UF 
)3/4HI{- 최대 4/4HI{*

메모리 27 HC EES4

하드 디스크 3UC)BFT.367 암호화- GJQT 251- 디스크 와이프 EpE 
6331N*

소프트웨어 IQ TnbsuTusfbn 4E Cvjme Nbobhfs- IQ 4E Dfoufs- 
IQ TnbsuTusfbn 4E Dpnnboe Dfoufs

지원되는 파일 
형식

4NG- TUM- PCK- WSNM)w3/1*

타사 인증 
소프트웨어

IQ 워크스페이스용 Bvupeftl® 
Ofugbcc®- IQ Nvmuj Kfu Gvtjpo 
기술용 Nbufsjbmjtf Cvjme 
Qspdfttps- IQ Nvmuj Kfu Gvtjpo 
기술용 Tjfnfot OY BN

전력 사양 소비량 :₩22lX)일반*

요구 사항 입력 전압; 4상 491₩526W)라인.라인*- 
최대 41B- 61071I{ 311₩351W 
)라인.라인*- 최대 59B- 61071 I{

인증 및 준수 
내역

안전 JFD 71:61.2,B2,B3 준수<  
미국 및 캐나다)VM 등록*<  
FV)MWE 및 NE 준수- FO 71:61.2- 
FO 23211.2- FO 71315.2- FO 2121*

전자파)FND* 미국)GDD 규정*- 캐나다)JDFT*- 
FV)FND Ejsfdujwf*- 
오스트레일리아)BDNB*- 뉴질랜드
)STN*를 포함한 Dmbtt B 규격 준수

환경 준수 내역 SFBDI

포함된 보증 및 
서비스 범위

하드웨어 제한 보증 2년

기능 초음파 시빙 및 접근 가능한 시빙 메시가 포함된 
자동 혼합 및 공급< 반수동 언패킹< 고온 언패킹<  
자동 외부 저장 탱크< 훈련된 셀프서비스 정밀 청소
)선택 사항*

크기
)가로y세로y높이*

프로세싱 
스테이션

3::1 y :45 y 3511nn

배송 포장 349: y 2287 y 3293nn

작동 영역 42:1 y 3545 y 3611nn

무게 고속 냉각 기능 
탑재 프로세싱 
스테이션

596lh

소재 공급 시 835lh

배송 포장 731lh

전력 사양 소비량 3/7lX)일반*

요구 사항 입력 전압; 단상 311₩351W)라인.
라인*- 최대 2:B- 61071I{ 또는 
331₩351W)라인.뉴트럴*-  
최대 25B- 61I{

인증 및 준수 
내역

안전 VM 3122- VM619B- OGQB 810
OGQB 8:- D33/3 OP/ 25.24 준수< 
미국 및 캐나다)VM 등록< FV)NE 
준수- FO 71315.2- FO23211.2- 
FO 2238.2- FO.JTP 22312 및 FO 
2121*

전자파)FND* 미국)GDD 규정*- 캐나다)JDFT*-  
FV)FND Ejsfdujwf*- 
오스트레일리아)BDNB*- 뉴질랜드
)STN*- 한국)LDD*을 포함한 Dmbtt 
B 규격 준수

환경 준수 내역 SFBDI

포함된 보증 및 
서비스 범위

하드웨어 제한 보증 2년

프린터 N1Q55C IQ Kfu Gvtjpo 5311 4E 프린터

액세서리 4GX38B IQ Kfu Gvtjpo 6311 4E 프로세싱 
스테이션

N1Q56C IQ Kfu Gvtjpo 5311 4E 빌드 유닛 

N1Q65C IQ Kfu Gvtjpo 631105311 시리즈 4E 
외부 탱크 6개 유닛 번들

5RH22B IQ Kfu Gvtjpo 6311 4E 자동 외부 탱크 
스타터 키트

권장 액세서리 Hjscbv EZ241 
염색 솔루션29

IQ Qbsuofs Gjstu 4E 프린팅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으십시오/

IQ 정품 
프린트헤드

G:L19B IQ 4E711 프린트헤드

IQ 정품 
에이전트

W2R74B IQ 4E811 6M 퓨징 에이전트

W2R75B IQ 4E811 6M 디테일링 에이전트

기타 소모품 W2R77B IQ 4E711 세척 롤

IQ 정품 4E 
Ijhi Sfvtbcjmjuz 
소재35

W2S21B IQ 4E Ijhi Sfvtbcjmjuz QB 23 41M 
)24lh*

W2S27B IQ 4E Ijhi Sfvtbcjmjuz QB 23 411M 
)241lh*

W2S23B IQ 4E Ijhi Sfvtbcjmjuz QB 22 41M 
)25lh*

W2S29B IQ 4E Ijhi Sfvtbcjmjuz QB 22 411M 
)251lh*

W2S22B IQ 4E Ijhi Sfvtbcjmjuz QB 23 Hmbtt 
Cfbet 41M)26lh*

W2S33B IQ 4E Ijhi Sfvtbcjmjuz QB 23 Hmbtt 
Cfbet 411M)261lh*

IQ Kfu 
Gvtjpo 4E 
프린팅용으로 
인증된 
소재25

FWOW2S25B WFTUPTJOU® 4E [3884 QB 23 41M 
)25lh*25

FWOW2S28B WFTUPTJOU® 4E [3884 QB 23 411M 
)251lh*25

4EUX1141 FTUBOF® 4E UQV N:6B 41M)27lh*

4EUX1411 FTUBOF® 4E UQV N:6B 411M)271lh*

IQ Kfu Gvtjpo 
4E 솔루션 
서비스

VC5Q3F IQ Kfu Gvtjpo 631105311 시리즈 
4E 프린팅 솔루션에 대한 IQ 디지털 
제조 현장 준비 평가 티어 2 서비스

V:[T8F IQ Kfu Gvtjpo 5311 시리즈 4E 
프린팅 솔루션에 대한 IQ 4E 프린팅 
준비 서비스

V:FL8F IQ Kfu Gvtjpo 5311 시리즈 4E 
프린팅 솔루션에 대한 IQ 고급 
작동방법 교육 서비스)IQ 교육 센터*

VD1F:F IQ Kfu Gvtjpo 5311 시리즈 4E 
프린팅 솔루션에 대한 IQ 부품 품질 
숙련도 교육 서비스

VC:W9F IQ Kfu Gvtjpo 631105311 시리즈 4E 
프린터에 대한 IQ 4년 OCE+ 현장 
하드웨어 지원 및 ENS++ 생산 케어

VC:Y7F IQ Kfu Gvtjpo 631105311 시리즈 4E 
빌드 유닛에 대한 IQ 4년 OCE+ 현장 
하드웨어 지원 프로덕션 케어

+영업일
기준 익일

++손상 미디어 
보존

VC8S4F IQ Kfu Gvtjpo 631105311 시리즈 4E 
프로세싱 스테이션에 대한 IQ 4년 
OCE+ 현장 하드웨어 지원 파운데이션 
및 프로덕션 케어

VC5S2F IQ Kfu Gvtjpo 5311 시리즈 4E 
프린팅 솔루션용 IQ 고객 자가 수리
)DTS* 가동 시간 키트 서비스

IQ Kfu Gvtjpo 5311 4E 
프린터

IQ Kfu Gvtjpo 6311 4E  
프로세싱 스테이션

기술 사양 주문 정보



© Dpqzsjhiu 3127 . 3131 IQ Efwfmpqnfou Dpnqboz- M/Q/ 

IQ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증은 해당 제품 및 서비스에 포함된 간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한합니다/ 이 문서에 설명된 내용 중 
어느 것도 추가적인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IQ는 이 문서의 기술적 또는 편집상 오류와 누락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5BB7.59:3LPQ- 3131년 9월

2/ 연속 프린팅에는 추가 IQ Kfu Gvtjpo 4E 빌드 유닛이 필요합니다)표준 프린터 
구성에는 2개의 IQ Kfu Gvtjpo 4E 빌드 유닛이 포함됨*/ 

3/ 다른 파우더 기반 기술에서 사용된 수동 프린팅 검색 프로세스와 비교한 
결과입니다/ +더욱 청결,이라는 표현은 실내 공기질 요건을 의미하거나 적용 
가능한 관련 공기질 규제 또는 테스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4/ 권장 패킹 밀도로 IQ 4E Ijhi Sfvtbcjmjuz QB 22 및 QB 23를 사용하여 
선택적 레이저 소결)TMT* 기술과 비교한 결과 기계적 물성이 저하되지 
않으면서 탁월한 재사용률을 제공하는 업계 최고의 잉여 파우더 재사용성을 
보였습니다/ 4E 스캐너를 사용하여 BTUN E749- BTUN E367- BTUN E8:1- 
BTUN E759에 따라 검사되었습니다/ 테스트는 통계 공정 관리를 사용하여 
모니터링되었습니다/

5/ 고급 데이터 기능의 경우 향후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IQ 4E Ijhi Sfvtbcjmjuz QB23를 사용하여 IQ Kfu Gvtjpo 5311 4E 프로세싱 
스테이션에서 풀빌드 2회 프린팅 시와 비교

7/ IQ 제한 보증 및0또는 서비스 계약 조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IQ 4EbbT 베이스는 현재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원 및 유지보수 
서비스- 소모품- 장기 소모품이 포함됩니다/

9/ 치수 정확성은 4E 스캐너와 IEU를 사용하여 다양한 중량으로 BTUN E749- 
BTUN E367- BTUN E759에 따라 검사되었습니다/ 테스트는 통계 공정 관리를 
사용하여 모니터링되었습니다/

:/ IQ 4E Ijhi Sfvtbcjmjuz QB 22 파우더는 식용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매우 
건조한 지역에서 HNP를 사용하지 않은 피마자에서 추출한 211& 재생 
가능한 탄소 성분으로 만들어집니다/ IQ 4E Ijhi Sfvtbcjmjuz QB 22은 재생 
가능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지만- 재생 불가능한 특정 원료와 함께 제조될 
수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 자원이란 자원의 소모 속도와 같은 속도로 재생 
가능한 천연 유기 원료입니다/ 재생 가능성이란 BTUN E7977에 따라 재생 
가능한 원료)이 경우 피마자씨*에서 나오는 유기물 구조 내 탄소원자 수를 
나타냅니다/

21/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해주십시오/ 바로가기; 
iq/dpn0hp0tubufnfoutQB22- iq/dpn0hp0tubufnfoutQB23- 
iq/dpn0hp0tubufnfoutQB23HC 

22/ 3127년 5월 기준 시판 솔루션에 대한 내부 테스트 및 공개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표준 솔루션 구성 가격- 소모품 가격- 제조업체의 권장 유지보수 
비용을 기준으로 분석된 비용입니다/ 비용 기준; 고속 프린팅 모드로 IQ 
4E Ijhi Sfvtbcjmjuz QB 23 소재와 제조업체의 권장 파우더 재사용률을 
사용하고 특정 빌드 조건 및 부품 형상을 적용하여 21& 패킹 밀도로 41dn
의 부품을 2년간 주 6일- 매일 풀빌드 기준 2/5회 프린팅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측정되었습니다/

23/ IQ Nvmuj Kfu Gvtjpo 기술은 선택적 레이저 소결)TMT* 및 압출재료 적층)GEN* 
기술에 비해 완전한 융합에 이르는 데 필요한 전체 에너지량을 낮추고 대형 
진공 밀폐 건조기를 사용할 때 필요한 시스템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IQ 
Nvmuj Kfu Gvtjpo 기술은 TMT 시스템보다 열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 소재 
특성- 소재 재사용률을 향상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합니다/

24/ IQ 4E Ijhi Sfvtbcjmjuz QB 23 Hmbtt Cfbet를 사용하는 IQ Kfu Gvtjpo 4E 
프린팅 솔루션은 기능성 부품을 생산할 때마다 파우더의 재사용률이 최대 
81&에 이릅니다/ 테스트 시 재료를 실제 프린팅 조건에서 장기간 보관하며 
조형횟수 기준으로 파우더를 추적합니다)재사용 가능성 테스트 시의 가장 
열악한 조건*/ 그런 다음 각 조형횟수별로 구분된 재료를 이용해 부품이 
만들어지고 부품의 기계적 물성 및 정확도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25/ IQ 4E 프린터 솔루션 판매에 적용되는 조건은 서면 판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제한됩니다/ IQ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증은 해당 제품 및 
서비스에 포함된 간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에 한합니다/

26/ 이 문서에 설명된 내용 중 어느 것도 추가적인 보증이나 법적 구속력 있는 
조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IQ는 이 문서의 기술적 또는 편집상 오류와 

누락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문서의 내용이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IQ Kfu Gvtjpo 4E 프린팅용 인증 소재는 IQ가 설계하거나 제조하지 않았으며 
소재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지 않았으므로 수령인은 
직간접적으로 식품에 접촉되는 제작물 및 기타 다양한 제작물 생산 시 
WFTUPTJOU® 4E [3884이 해당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IQ는 이 문서에 설명된 내용 중 어느 것도 추가적인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IQ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보증은 해당 제품 및 서비스에 
동봉된 간이 보증서 및0또는 해당 IQ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귀하와 IQ 간에 
체결된 서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한합니다/ IQ는 이 문서의 정보가 
현재의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하여 발행일 기준으로 정확한 내용이라고 
믿지만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비침해- 상품성 및0또는 특정 용도 
관련 적합성)IQ가 그러한 용도를 알고 있었던 경우 포함*에 대한 모든 종류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보증 및 진술을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IQ는 법률에 의해 제외가 금지된 경우 외에는 이 문서의 기술적 
또는 편집상 오류와 누락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문서의 내용이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IQ는 이 정보의 사용이나 신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해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IQ Kfu Gvtjpo 4E 소재는 특정 
4E 프린팅 부품 및 그 용도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IQ가 설계- 
제조 또는 시험하지 않았으며- IQ Kfu Gvtjpo 4E 소재가 용도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 제품을 사용- 취급 또는 보관 시 다른 
안전 또는 성능 고려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할 책임은 수령인에게 
있습니다/

27/ 3131년 4월 IQ 내부 테스트를 근거로 합니다/ 테스트 방법론 및 결과 정보는 
다음을 참조해 주십시오/ 바로가기; iq/dpn0hp04Eqsjoujohnbufsjbmtxijufqbqfst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8/ IQ 4E Ijhi Sfvtbcjmjuz QB 22 및 QB 23의 경우 3128년 7월 IQ 내부 테스트를 
근거로 한 내용입니다/ 희석 알칼리- 농축 알칼리- 염소염- 알코올- 에스테르- 
에테르류- 케톤류- 지방족탄화수소- 무연 휘발유- 모터 오일- 방향족탄화수소- 
톨루엔 및 EPU 4 브레이크 오일에 대한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29/ 이 제품은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IQ는 Hjscbv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않으며 Hjscbv 제품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IQ는 이 문서의 정보가 현재의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하여 발행일 기준으로 정확한 내용이라고 믿지만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비침해- 상품성 및0또는 특정 용도 관련 적합성)IQ가 그러한 용도를 
알고 있었던 경우 포함*에 대한 모든 종류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보증 및 
진술을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IQ는 법률에 
의해 제외가 금지된 경우 외에는 이 문서의 기술적 또는 편집상 오류와 누락을 
비롯하여 이 정보의 사용이나 신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종류 모든 성격의 
손해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문서의 내용이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IQ Kfu Gvtjpo 4E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Hjscbv 제품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준수를 확인하며 다른 안전 또는 성능 
고려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책임은 Hjscbv 제품의 수령인에게 
있습니다/

2:/ 풀 컬러 부품은 IQ Kfu Gvtjpo 컬러 4E 프린터에만 적용됩니다/
31/ 완성 빌드는 종료 코드 +kpc`dpnqmfufe`tvddfttgvmmz,로 끝나는 프린팅 작업을 
말합니다/

32/ IQ 4EbbT 베이스로 정의된 사용량 기반 가격은 2년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33/ 1/19nn의 레이어 두께 및 레이어당 8/66초 기준입니다/
34/ 프린터의 올바른 작동 및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IQ Kfu Gvtjpo 4E 프린팅 
솔루션을 IQ 클라우드에 연결해야 합니다/

35/ 리터는 소재의 실제 용량이 아닌 소재 용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소재는 
킬로그램 단위로 측정됩니다/

36/ 재활용 가능한 프린팅 소모품은 소모품 및 프린터에 따라 다릅니다/ IQ 
Qmbofu Qbsuofst 프로그램 참가 방법 및 제공 여부는 iq/dpn0sfdzdmf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해당 지역에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거나-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소모품이 있을 경우 지역 폐기물 관리 당국에 폐기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친환경적 특징

• 더욱 청결하고 쾌적한 경험 . 밀폐된 프린팅 시스템 및 자동 파우더 관리3
• 업계 최고의 파우더 재사용률로 폐기물 최소화4
• 일부 국가의 경우 회수 대상 소모품에 대해 회수 프로그램 이용 가능36

프린팅 하드웨어 및 회수 대상 프린팅 소모품은 재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참조; iq/dpn0fdptpmvujpot

동적 보안 기술이 적용된 프린터입니다/ IQ 정품 칩이 내장된 카트리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품 칩을 사용하는 카트리지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 
작동하더라도 향후의 작동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iq/dpn0hp0mfbsobcpvutvqqmj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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