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라타시스 코리아 스트라타시스 공식 파트너 

      2019 하반기 할인 프로모션
스트라시스 기존 고객 대상 할인 프로모션 

1. 스트라타시스 제품 보상판매 

• 스트라타시스 F270, F370 구매 시 보상판매
• 스트라타시스 F450mc 구매 시 보상판매
• 스트라타시스 Objet260 Connex3 구매 시 보상 판매(데스크톱 PolyJet 시스템)

2. 모든 재료 라이선스 가능 Fortus 450mc 할인 혜택 

• 모든 재료 라이선스가 포함된 Fortus 450mc 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

3.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 

• 유지 보수 계약시 3D 프린팅 시스템 무료 업그레이드

특별 할인 패키지 

: 스트라타시스 기존 고객이 아닌 경우, 보상판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특별 할인 패
키지입니다.

• F270, F370 교육용 패키지

https://www.stratasys.co.kr/
http://www.prototech.co.kr/
http://tpc3d.com/?ckattempt=1
http://www.aam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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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판매

스트라타시스 F270, F370 구매 시 보상판매
기존 FDM 3D 프린터에 대한 보상 판매를 신청하시면 수상 경력에 빛나는 신제품 F270 또는 F370을 최대 33%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보상 판매 대상 3D 프린터

Mojo  Dimension  uPrint  Fortus 250 mc 

STRATASYS F270/ F370
1626 x 864 x 711 mm, 227 kg
(소모품 포함)

Stratasys F270  
빌드 사이즈:  
305 x 254 x 305 mm 

모델 재료: 
PLA1, ABS-M30, 
ASA, QSR 서포트 재료

정밀도:   

Stratasys F370  
빌드 사이즈:  
355 x 254 x 355 mm 

모델 재료: 

PLA1, ABS-M30, ASA, 
PC-ABS, QSR 서포트 재료 

파트는 +/- .200 mm 
또는 +/- .002 mm/mm 중 더 높은 정밀도로 생산됩니다.

F270 - 최대 25% 할인*
F370 - 최대 33% 할인* 
*할인은 시스템에만 적용되며 재료 및 기타 옵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인은 시스템에만 적용되며 재료 및 기타 옵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판매

최대 23% 더 빨라진 프린팅 속도

더욱 광범위한 활용 범위

최대 11% 비용 절감

최대 2.5배 더 큰 파트 프린팅 

시스템, 재료 및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스트라타시스 F450mc 구매 시 보상판매
기존 F360mc, F400mc 보유 고객께서 보상 판매를 신청하시면 Stratasys F450mc 신제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Fortus 360 mc Fortus 400 mc 

STRATASYS F450MC
129.5 x 90.2 x 198.4 cm 
601 kg(박스 미포함), 680 kg(박스 포함)

빌드 사이즈:  
406 x 355 x 406 mm 

모델 재료: 

ABS(모든 유형), ASA, FDM Nylon 12, PC(모든 유형), 

             ULTEM™수지(모든 유형) 

정밀도:  
파트는 ± .127 mm
또는 ± .0015 mm/mm 중 더 높은 정밀도로 생산됩니다. 

최대 40% 할인*

더욱더 빨라진 생산 및 서포트 제거 프로세스 
파트 제작 속도 20%, SR-35 서포트 재료 제거 
속도 60% 향상.

다양한 재료 옵션
13가지 표준, 엔지니어링 및 고성능 재료.

반복성 향상
온도 균일성 변화 75% 감소.

길어진 세척기(cleaning bath) 수명
파트 정밀도 향상 및 변형 감소. 



보상 판매

스트라타시스 Objet260 Connex3 구매 시 보상판매
해당하는 모든 3D 프린터에 대한 보상 판매를 신청하여 Objet260 Connex3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아 데스크톱 PolyJet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십시오. 

OBJET260 CONNEX3
빌드 사이즈:
255 x 252 x 200 mm 

파트당 최대 재료 수: 
82가지 이상 

재료 옵션 수: 
1000개 이상     

모델 재료:  
경질 불투명: VeroPureWhite™, VeroWhitePlus™, VeroBlackPlus™, 
VeroGray™, VeroBlue™,
VeroCyan™, VeroMagenta™, VeroYellow™, VeroMagentaV™, 
VeroYellowV™
고무 재질: Agilus30™, TangoPlus™, TangoBlackPlus™, 
TangoBlack™, TangoGray™
투명: VeroClear™ and RGD720
폴리프로필렌 모사: Rigur™, Durus™ 고온성
생체 적합

C3-260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최대 50%* 비용 절감

더 다양한 재료 및 색상 조합
Connex3은 Connex1보다 900개 더 많은 옵션과 파트당 65가지 더 많은 재료를 지원합니다.

3D 프린팅 운영 간소화
온도 균일성 변화 75% 감소.

3D 프린터에 스마트하게 액세스
GrabCAD Print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여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보상 판매 대상 3D 프린터

Objet30 Objet Alaris30 Objet30 Pro Objet30 Prime 

*할인은 시스템에만 적용되며 재료 및 기타 옵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재료 라이선스 가능 Fortus 450mc 할인 혜택

모든 재료 라이선스가 포함된 Fortus 450mc 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
15가지의 모든 재료 라이선스와 함께 Fortus 450mc 3D 프린팅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조 역량 및 응용 분야를 확장하십시오.  

STRATASYS F450MC
129.5 x 90.2 x 198.4 cm
601 kg(박스 미포함), 680 kg(박스 포함) 

빌드 사이즈:  
406 x 355 x 406 mm 

모델 재료: 

ABS(모든 유형), ASA, FDM Nylon 12, PC(모든 유형), 
     ULTEM™ 수지(모든 유형) 

정밀도:  
파트는 ± .127 mm 
또는 ± .0015 mm/mm 중 더 높은 정밀도로 생산됩니다.

 
 모든 재료 라이선스가 포함된 F450mc

최대 27% 할인*

COMPLIMENTARY MATERIAL LICENSE 

더욱더 빨라진 생산 및 제거 프로세스 
파트 제작 속도 20%, SR-35 서포트 재료 제거 
속도 60% 향상.

다양한 재료 옵션
13가지 표준, 엔지니어링 및 고성능 재료.

반복성 향상
온도 균일성 변화 75% 감소.

길어진 세척 바스 수명
파트 정밀도 향상 및 변형 감소. 

Nylon 12 Carbon Fiber Antero 

15가지의 모든 재료 사용                 2종의 고성능 재료 포함

*할인은 시스템에만 적용되며 재료 및 기타 옵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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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판매 



특별 할인 패키지 

F270 또는 F370 교육용 패키지
유용한 항목이 담긴 교육용 패키지를 지금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STRATASYS F270/ F370
1626 x 864 x 711 mm, 227 kg
(소모품 포함)
 

Stratasys F270  
빌드 사이즈:  
305 x 254 x 305 mm 

모델 재료: 
PLA1, ABS-M30, 
ASA, QSR 서포트 재료

정밀도:   

Stratasys F370  
빌드 사이즈:  
355 x 254 x 355 mm 

모델 재료: 

PLA1, ABS-M30, ASA, 
PC-ABS, QSR 서포트 재료 

파트는 +/- .200 mm 
또는 +/- .002 mm/mm 중 더 높은 정밀도로 생산됩니다. 
 
 
 F270 패키지 - 최대 15% 할인*
F370 패키지 - 최대 33% 할인* 

교육용 패키지**

F270, F370 중 선택 가능

최대 23% 더 빠른 속도 더 

폭넓은 응용 범위

최대 15% 할인

최대 2.5배 더 큰 파트 프린팅 

시스템, 재료 

소모품 크레딧 

*할인은 시스템에만 적용되며 재료 및 기타 옵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패키지는 교육 기관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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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무료 업그레이드 혜택

유지 보수 계약시 3D 프린팅 시스템 무료 업그레이드
지금 Stratasys Emerald 또는 Diamond Care 2년 유지보수 계약을 신청하시면 Connex3 Objet260, Objet350 및 
Objet500으로 무료 업그레이드하실 수 있습니다. 

OBJET260/350/500 CONNEX3 업그레이드 시 혜택
파트당 최대 재료 수:  

82가지 이상

재료 옵션 수: 
1000개 이상     

모델 재료:  
경질 불투명: VeroPureWhite™, VeroWhitePlus™, VeroBlackPlus™, 

VeroGray™, VeroBlue™,

VeroCyan™, VeroMagenta™, VeroYellow™, VeroMagentaV™, 

VeroYellowV™

고무 재질: Agilus30™, TangoPlus™, TangoBlackPlus™, 

TangoBlack™, TangoGray™

투명: VeroClear™ and RGD720

폴리프로필렌 모사: Rigur™, Durus™ 고온성
생체 적합 

C1 또는 C2 Objet260을 
보상 판매하는 경우

2년 Emerald 약정을 통해 C3-260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최대 80%* 비용 절감

더 다양한 재료 및 색상 조합
Connex3은 Connex1보다 900개 더 많은 옵션과 파트당 65가지 더 많은 재료를 
지원합니다.

3D 프린팅 운영 간소화
온도 균일성 변화 75% 감소.

3D 프린터에 스마트하게 액세스
GrabCAD Print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여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C1 또는 C2 Objet350을 
보상 판매하는 경우

2년 Emerald 약정을 통해 C3-350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최대  80%* 비용 절감

C1 또는 C2 Objet500을 
보상 판매하는 경우

2년 Emerald 약정을 통해 C3-500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최대 90%* 비용 절감

*할인은 시스템에만 적용되며 재료 및 기타 옵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트라타시스 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49, 
601호
(정자동, 시그마타워빌딩)
+82 2-204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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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판매를 통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
할인된 가격에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Stratasys 보상 판매 페이지에서 문의 
양식을 작성하여 견적 및 브로셔를 
요청합니다. 

2단계
프린터 헤드,마더보드 및 일련 번호
판을 Stratasys에 보냅니다. 

보상 판매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 

강력한 프린팅 및 재료 옵션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빠르고 
다양한 프린팅 경험, 복합 재료, 색상 
및 텍스처를 누릴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3D 프린터를 
처분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프린터를 
교체하십시오. Stratasys는 대부분의 
기존 3D 프린터에 대한 보상 판매를 
제공합니다. 

스트라타시스 코리아에 문의하는 방법

문의 양식 작성
Sales.kr@stratasys.com을 통해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담당자가 1일 이내에 연락을 드립니다.
문의 사항은 02-2046-220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
보상 판매 대상 3D 프린터를
구매하거나 업그레이드하여 
프로모션을 이용합니다. 

재료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
보상 판매를 통해 제공되는 
새 프린터는 효율성과 제품 
생산율이 높아 파트당 비용을 
최대 67% 절약할 수 있습니다. 

Stratasys 본사 
7665 Commerce Way,  
Eden Prairie, MN 55344
+1 800 801 6491(미국 수신자 부담)
+1 952 937-3000(해외)
+1 952 937-0070(팩스)

stratasys.com  
ISO 9001:2008 인증

1 Holtzman St., Science Park,  
PO Box 2496  
Rehovot 76124, Israel  
+972 74 745 4000
+972 74 745 5000(팩스)

©2018 Stratasys Ltd. All rights reserved. Stratasys, Stratasys 날인, FDM, Antero 800NA, FDM, Fortus 450mc 및 Stratasys F900은 Stratasys Ltd. 및/또는 그 자회사나 계열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이며 특정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ULTEM은 SABIC 또는 자회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제품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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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 C-Bons International 
Center,Kwun Tong, Kowloon, 

Hong Kong 
+852 39448833
+852 2174 0555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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