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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사양

항목    

시트 크기    320 mm x 240 mm

최대 시트 두께   3.0 mm

최소 시트 두꼐    0.3 mm

성형 면적    280 mm x 200 mm

성형 깊이  200 mm

장비 너비    400 mm

장비 높이   405 mm

장비 폭   335 mm

장비 무게     8kg

표준 사용 전압   110 V - 240 V

표준 주파수  50, 60 Hz

표준 전력  1.32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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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게

세라믹 히터

하이브리드 진공기

UI(유저 인터페이스)

280 x 200mm 

성형 면적

IR 센서

VAQUFORM 한 눈에 보기

플라스틱 시트 삽입 성형물 배치

VAQUFORM 사용법 

플라스틱 선택 핸들바를 내리고

진공 시작

끝! 플라스틱 몰드와 

성형물을 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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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QUFORM은 플라스틱을 잘 압니다.

Vaquform은 가열 프로필과 IR 프로브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을 모니터링

하는 최초의 열 성형기입니다. Vaquform을 이용하면 일관된 결과를 얻

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계에는 사용자를 돕기위한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플라스틱 리플을 관찰해야 하고 호흡해야하며 플라스틱이 제대로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그러나 Vaquform은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   Vaquform 은 재료가 가열 될 때 최대 '0.1
o
C'의 정밀도까지 얼마나 

 뜨거운 지 알 수 있습니다.

●   Vaquform 은 가열 프로파일의 내부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어느 온도에 

있어야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   Vaquform 은 적정 온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진공을 전환합니다.

Vaquform's

재료별 특징

'PS'와 고무성분을 조합하여 만들어진 충격에 강한 소재.  

가공하기 쉽고, 도금 또는 도색을 했을 때 발색력이 좋다. 

장난감, 자동차 대시보드를 포함한 수 많은 물품에서 

많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상품 진열장, 실내 투명 벽 등에 주로 사용되지만, 

내열성이 필요한 용도에는 사용이 제한적이다.

투명도가 높고, 가벼우면서 단단한 플라스틱이다.

내열성이 우수하고, 투명하고, 견고하며 충격에 강하다. 

잘 늘어나며, 인장강도는 작지만 내충격성은 크다. 

가공하기 쉽고 사용하기 쉽다. 

비용과 환경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용도는 포장용 필름, 연신(延伸) 테이프, 섬유, 의류, 카

펫, 파이프, 일용잡화, 완구, 공업용 부품, 컨테이너 등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