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TACHI CO2 Laser

CO2 & Fiber Laser Marker 레이져 마킹 시스템

레이져 프린터

Easy Operation

Reliability

Speed & Quality

Safety

•  10” 터치스크린으로 간편한 조작, 인쇄 데이터 즉시 화면 구현 가능

• 휴대용으로 사용하거나 장비에 부착하여 사용 가능

•  빨간색 가이드선으로 인자 대상 확인 가능, 빨간색 레이져 포
인트로 인쇄 중심 확인가능

• window 기반 응용 프로그램으로 모든 종류의 작업 지원

•  새로운 냉각 시스템 : 레이져 튜브에 공기 공급을 하여 온도를 

낮춤으로써 안정적인 출력 가능

•  에어 플로우 기능 : 레이져 빔의 에어를 불어 줌으로써 렌즈를 

깨끗하게 유지하여 선명한 마킹 가능

•  IP 54 적용

•  3가지 점등 표시

•  600 CPS의 빠른속도

• 교차점 교정 기능

•  레이져 출력 제어 시스템 

• 문자 수동 조정 가능

• 안정적 레이져 출력

• 스캔 컨트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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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조작 방법

신뢰성

빠른 속도 & 우수한 품질

안정성

 

녹색-준비 파란색-마킹 오렌지-경고

Packaging materials (포장재료)

사양표

Dimensions of laser Marker(mm) Sample

•  각 재료에 맞는 파장 재공으로 완벽한 마킹 가능

10.6㎛ 파장 : 종이, 골판지, 유리 9.3㎛ 파장 : PET 병 10.2㎛ 파장 : 필름, 포장 호일

Hitachi Series LM-C300S(Without Beam Expander) LM-C300P(With a Beam Expander)

모델 Lm-C310S LM-C330S LM-C310P LM-C330P

레이져 기술 Co2 laser, class 4 laser

레이져 파워
&

레이져 파장

10W 10.6㎛
(종이,판지,유리)

30W
10.6㎛(종이,판지,유리)

10W
10.6㎛

(종이,판지,유리)

30W
10.6㎛(종이,판지,유리)

25W
10.2㎛(OPP,PP,PE)

25W
10.2㎛(OPP,PP,PE)

20W
9.3㎛(PET)

20W
9.3㎛(PET)

마킹 영역(mm)*1
40ⅹ40,60ⅹ60*2,75ⅹ75,100ⅹ100,

150ⅹ150, 200ⅹ200, 250ⅹ250
40ⅹ40, 60ⅹ60, 75ⅹ75, 100ⅹ100*2

150ⅹ150, 200ⅹ200, 250ⅹ250

가이드 레이져 포인터 적색 반도체, 파장 655nm, class 2 laser

사용자 인터페이스 터치 스크린(옵션)/레이져 어플리케이션(옵션)

셔터 전자식 기계셔터

방수방진등급 IP 54

무게 17kg 25kg 17kg 25kg

제품크기
(가로ⅹ세로ⅹ높이)

196ⅹ148ⅹ698(mm) 216ⅹ179ⅹ709(mm) 196ⅹ148ⅹ698(mm) 216ⅹ179ⅹ709(mm)

레이져 상태 표시기 준비(녹색)/마킹(파란색)/알람(주황색)

전원공급장치 AC100to 120V±10%,AC200to240V±10%(50/60Hz)

전력소비 300VA 600VA 300VA 600VA

작동 온도 범위 5 to40℃(무결로 기준)

작동 습도 범위 30to95%RH(무결로 기준)



CO2 & Fiber Laser Marker Standard Fiber Laser Marker

CO2 & Fiber Laser Marker 레이져 마킹 시스템

레이져 프린터 보급형 레이져

주요 특장점

• 핸들러에 탑재가 용이한 경량화 디자인(공냉식)

•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제품

• 수평/수직형 헤드

• 고속 이동 자재에 마킹가능

• 저렴한 유지보수

적용분야

• 플라스틱 고무 실리콘 유리 세라믹 목재 PCB회로 기판

특 징

• diode-pump 사용으로 메탈,플라스틱  마킹이 가능

• 기존 장비 보다 좀더 compact 디자인

• 인라인 적용이 쉬워 졌고, 각종 통합 시스템 적용이 용이

• 수명이 길고 정비 보수가 필요 없는 우수한 제품

• 간단한 공냉식 냉각 시스템

• 쉬운 조작과 강력한 마킹 시스템

• 메탈

• 플라스틱

• 알루미늄

• 스테인레스

• 티타늄

주요 특장점

• 핸들러에 탑재가 용이한 경량화 디자인(공냉식)

•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제품

• 수평/수직형 헤드

• 고속 이동 자재에 마킹가능

• 저렴한 유지보수

적용분야

• 플라스틱 고무 실리콘 유리 세라믹 목재 PCB회로 기판

CO2 Laser Marker SuperMark GEF

Fiber Laser Marker

Horizontal Type Marker Vertial Type Marker

레이저 헤드

원격 pc

설비사양

파장(mm) 1,064

출력(W) 20

선폭(㎛) 50~150

최대 마킹 속도
(character/sec)

1,000

마킹영역 64ⅹ64,110ⅹ110,180ⅹ180

레이져 헤드

설비사양

레이저헤드

원격PC

설비사양

GC111 GC311

레이져 타입 CO2

출력(W) 10W 30W

최대생산 라인속도 120 m/min 240 m/min

최대 마킹속도 950 CPS 1000 CPS

분당 작업량(OPM) 600 OPM 600 OPM

텍스트 라인수 No Limit

글자높이 1~100mm

IP등급
Controlier:slainless steel/ IP54 / CPU:pentioum 4, 

RAM:512MB, HDD:80GB, O/S:Window XP, Software:easy 
marker, laser head:alurinum and FDA castion(IP65 option)

헤드회전 0~360º by 15º

레이져 헤드 치수 900*149*211 737*140*174

레이져 헤드 무게(KG) 25 20

컨트롤러 388*390*308

컨트롤러 무게(KG) 25

라인폭(㎛) 80~350 80~350

마킹영역(mm)
34*34, 64*64, 104*104, 

150*150
34*34, 64*64, 104*104, 

150*150

GC111/GC311

레이져 전원 100~220V, single phase, 50/60Hz, 8A

냉각방식 공냉식

GC111/GC311 GF222

파장(mm) 1,064 1,064

출력(W) 10/20 20

라인폭(㎛)  1,000  2,000

마킹영역 180*180 180*360

GF111/GF211/GF222

CPU Pentium4

RAM 512MB

HDD 80GB

O/S Windows XP

Software Easy Marker

Dimension(L*W*Hmm) 403*400*225.5

GF111/GF211/GF222

레이져 전원 100~220V, single phase, 50/60Hz, 8A

냉각방식 공냉식

CPU Quad core Q9400(2.66Hz)

RAM 4GB

HDD 500GB

O/S Windows 7

Software EasyMarker

Dimension(LxWxH.mm) 403ⅹ440ⅹ222.5

통신 RS232, DIO, Ethernet

레이져 전원 220V, single phase, 50/60Hz, 6A

냉각방식 공냉식

Metal Stainless Aluminum

Sample

Dimensions of laser Marker(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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