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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e PLA
재료 데이터 시트

테스트(ASTM) P-PLA

인장 탄성률(GPa) D638 2.3

항복 인장 응력(MPa) D638 31

파단 인장 응력(MPa) D638 18

파단 인장 변형률(%) D638 27

굴곡 강도(MPa) D7901 43

굴곡 탄성률(GPa) D7901 2.3

열변형온도(oC) D648 B 52

아이조드 충격 - 노치(J/m) D256-10 A 62

밀도(g/cm3) — 1.3

PLA(Polylactic Acid)는 비기능성 프로토타입 제작에 비용 효율적인 옵션입니다. Markforged Precise PLA는       설계 반복, 적합성 검사, 

컨셉 모델 및 기계적인 작동이 필요하지 않으며 시각적으로만 기능하는 파트에 이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연속 섬유는 Markforged Precise PLA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P- PLA 색상

검은색

회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녹색

흰색

Precise PLA는 8가지 색상으로 제공되어 색상으로 구분된 프로토타입, 
공구 홀더 및 차단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1ASTM D790의 측정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굴곡 시험이 끝나기 전에 파트가 파손되지 않습니다.

시편의 치수 및 구성:

 • 인장: ASTM D638 유형 I 빔
 • 굴곡: 3점 굽힘, 4.5인치(L) x 0.4인치(W) x 0.12인치(H)
 • 0.45MPa, 66psi에서의 열 변형 온도(ASTM D648-07 Method B)

시편:

모든 데이터는 공인된 써드파티 테스트 시설에서 제공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값을 나타냅니다.

Markforged 테스트 플라크는 테스트 성능을 극대화하도록 특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플라스틱 테스트 플라크는 
완벽하게 내부 채우기(Full Infill)로 프린팅합니다. 특정 테스트 조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거나 내부 테스트에 사용할 
테스트 파트 요청하려면 Markforged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십시오. 고객의 파트는 전부 고객의 사양에 따라 테스트해야 
합니다.

파트 및 재료 성능은 레이아웃 설계, 파트 설계, 특정 하중 조건, 테스트 조건, 제작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대표 
데이터는 표준 방법으로 테스트, 측정 또는 계산했으며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Markforged는 상품성, 특정 
용도에 대한 적합성 또는 특허 침해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도 하지 않으며 이 정보의 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데이터는 설계, 품질 관리 
또는 사양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자체 테스트를 
대체할 용도가 아닙니다. 이 문서의 어떤 내용도 지적 재산권에 따른 라이선스 행사 또는 침해에 대한 권고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