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작동. 적은 유지비용. 뛰어난 인쇄 품질. 새로
운 Videojet 1210 잉크젯 프린터는 고객의 생산 라인
속도를 유지하면서 더 오래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
었습니다. 이 제품은 일일 8시간, 주 5일 장비를 가동
하는 생산 라인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으며, 다음 유지
관리 시까지 최대 18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성능
• 최대 533ft./min(162m/min)의 속도로 최대 3줄까지
코드 마킹이 가능
• Standard USB를 이용한 로고 및 메모리 백업 기능
간편한 유지
• 6,000 시간 코어 수명
• 청결하고 낭비가 없으며 간편한 카트리지 시스템
뛰어난 환경 보호
• IP55 세척 보호 스탠다드
(Washdown protection standard)

라인 속도 능력

데이터 인터페이스

최대 속도 533ft./min(162.5m/min)에서 1줄~3줄까지 인쇄
(Inch당 10자, 한 줄 인쇄)

옵션 사항인 RS232 또는 RS485을 통한 커넥터®
메시지 저장

Font Matrix 구성

100개의 복합 메시지. USB를 이용하여 저장 가능

한 줄: 5X5, 5X7, 7X9, 11X16, 17X24
두 줄: 5X5, 5X7, 7X9
세 줄: 5X5, 5X7

콘솔 규격

일반 글자 높이
0.079” (2mm)에서 0.279” (8.5mm)까지 선택 가능
(폰트에 따라 다름)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
가로: 13.6” (345mm)
세로: 21.3” (541mm)
높이: 11.2” (285mm)
환경 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Throw 거리

IP55

Optical: 0.472” (12mm)
범위: 0.197” (5mm) ~ 0.591” (15mm)

프린트헤드

키보드

Heated Printhead
지름: 1.63” (41.3mm)
길이: 9.47” (240.5mm)

72개의 숫자, 알파벳, 특수 기능 키를 포함한 패드형식.
국제 PC 표준과 유사한 PC-스타일 레이아웃

프린트헤드 Umbilical
디스플레이
320X240 푸른 역광의 5.7” LCD 디스플레이
WYSIWYG 화면의 메시지 편집

신축성이 뛰어남
길이: 6.56’ (2m)
지름: 0.91” (23mm)
밴드 반지름: 3.00” (76.2mm)

고객 로고/그래픽
프린터 또는 PC에서 Videojet Logo Creator Software를
이용하여 개별적인 로고 및 그래픽 생성 가능

Fluid 용기
잉크 스마트 카트리지™ 0.793qt. (750ml)
메이크업 스마트 카트리지 0.793qt. (750ml)

문자 집합(Character Sets)
미국 영어, 아랍어, 불가리아어, 중국어, 동유럽어, 유럽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일본어/Kanji, 일본어/Katakana, 한국어, 러시아어,
중국어 번자체/간자체, 스칸디나비아어, 태국어, 터키어,
베트남어
언어 및 인터페이스 옵션
영어, 아랍어, 불가리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중국어 번자체/간자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태국어, 터키어, 베트남어

Dimensions

온도/습도 범위
41℉ ~ 113℉ (5℃ ~ 45℃)
0% ~ 90% RH non-condensing
전기 사양
50/60 Hz., 120W 에서 Supply Power 100-120/200-240 VAC
무게
포장 및 사용 전: 39.68 Ibs. (18kg)
옵션
Positive Air Pump
습도가 높은 경우 사용 가능한 Dry air kit (공장 에어 필요)
제품 감지, relay, RS485 확장 보드
RS232, 엔코더, beacon 확장 보드
9.8-foot (3m) umbilical
기타 다양한 종류의 악세서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