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식 잉크젯 프린터

Videojet® 4210
안정성이 높은 잉크젯 기술이 포함된
Videojet® 4210은 주소 지정 시스템으로 모든
재질에 가변 데이터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신문 삽입기 및 메일 기반 솔루션
• 평균 생산량 시간당 20,000개
• TMC(Total Market Coverage) 적용 분야에서 가동되는 신문에
적합한 선택 옵션
• 모든 조합의 고정 텍스트, 가변 텍스트, 번호 (최대 4개의 독립
카운터)를 인쇄 가능하며 바코드와 여러 날짜/시간 형식을
선택
• 단일 프린터에서 2개의 프린트 헤드를 사용하여 최대
6라인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대의 프린터를 포함하도록
시스템을 확장하여 총 24라인을 인쇄
• 아래, 측면, 거꾸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상에서 최대 1인치
떨어져 인쇄
• 플라스틱 포장재를 비롯한 다양한 코팅 표면에 인쇄 가능한
솔벤트 및 수성 잉크 보유

Cheshire® 4000

Windows® 기반 전면 및 WYSIWYG 소프트웨어
포함

• 간단한 업그레이드 경로

• 네트워크 데이터 파일 검색을 통한 간편한 설치 및 작동

• 기존의 Videojet 270g 잉크젯 프린터에 대한 투자 활용

• Intelligent Mail® 바코드 지원
• PDF 교정 지원

지능형 제어 기능
• 사용자 지정 설정기능으로 번들 크기를 최적화하여
우편 할인 활용
• 원하는 스택 크기, 최소 스택 크기 및 보정 설정 선택 가능
• 가장 일반적인 디지털 I/O 제어 스태커 지원

Videojet® 4210
연속식 잉크젯 프린터
PC 컨트롤러

개선 사항

Windows Professional 32비트 지원 PC 컨트롤러
17” (43.18cm) HP 패널 모니터

제어 및 오버헤드 공급선 스탠드

프린트 헤드
컴팩트한 스테인리스 스틸 35mm(1 3/8”) 직경 프린트 헤드 프린터당 2개
전방향 기능 6.1m (20ft) 길이의 비닐 코팅된 강화 도관

US Postal Service POSTNET 및 IMB 사양을 충족하는 잉크를 비롯하여 모든 Videojet
잉크 및 소모품에서 지원
솔벤트 및 수성 잉크 사용 가능

언어 버전

캐비닛 크기

영어, 스페인어

39” x 24” x 31”(99.1 x 61.0 x 78.7cm)

폰트 매트릭스 구성

무게(근사치)

5x5, 5x7, 7x9, 9x9, 10x16, 16x24 1라인, 5x7 및 5x7(10x16 2라인 지원),
5x7(16x24 3라인 지원)

PC 컨트롤러 캐비닛, 30kg(66lbs), 필요한 총 시스템 구성, ~45.4kg(100lbs)

잉크

바코드 폰트
Interleaved 2 of 5, Code 39, POSTNETTM, Intelligent Mail® 바코드

인쇄 속도
시간당 최대 60,000개 문서 인쇄 가능(미디어 크기, 라인 수 및 문자 피치에
따라 다름)

메시지 길이
줄당 최대 500자(공백 포함), 전체 시스템 구성에서 최대 24라인의 정보
인쇄 가능

지원되는 파일 형식
직접 가져오기: 서식이 지정되지 않은 Excel 스프레드시트(.xls),
MS Access 데이터베이스(.mdb), Dbase(.dbf), 쉼표로 구분(.txt),
쉼표로 구분된 값(.csv)
컨버터 도구: Text1(.tex), Text2(.tx2), JS2(.js2)
선택적 컨버터: 고정 폭 필드 CR/LF 기록, 고정 폭 필드 고정 폭 기록, 탭으로 구분,
모든 기록 구분자 및 MS Excel

에어 필요성
2.0 SCFM, 프린터당 80 PSI(5.4 바코드), 깨끗하고 건조한 기기 공기 품질

전기
전원 50/60Hz, 75와트(프린터)에서 120 또는 240VAC

생산 환경
작동 온도: 5°C~43°C(40°F~110°F)
습도 범위: 15% ~ 90% RH 비콘덴싱

전화: 080-891-8900
이메일: marketing.korea@videojet.com
또는 웹사이트: www.videoj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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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jet Technologies의 정책은 지속적인 제품 개선에 있습니다.
당사는 사전 통보 없이 디자인 및/또는 사양을 변경할 권한이 있습니다. Windows는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Intelligent Mail Barcode는 등록 상표이고 POSTNET은 미국
Postal Service®의 상표이며 허가를 받아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