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rmal Transfer Overprinter

ㅣ열전사ㅣ

열전사 프린터는 리본 교체 및 생산 변경으로 인한 다운 타임을 최소화 시키면서,
유연 포장재 필름과 라벨에 고 해상도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 본사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덕절창말길 1
TEL : (031)372-9600(代)  FAX : (031)372-9601

●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73 대주B/D 4F
TEL : (02)888-7011(代)  FAX : (02)888-7170

● 청주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43번길 2 3F
TEL : (043)239-9600(代)  FAX : (043)239-9601

● 전주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산월2길 32
TEL : (063)224-4100(代)  FAX : (063)224-4101

●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335 
TEL : (053)761-0661(代)  FAX : (053)781-9661

●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1494 6F
TEL : (051)301-0667(代)  FAX : (051)305-0668

Head office

1, Deokjeolchangmal-gil, Jeongnam-myeon, Hwaseong-si, Gyeonggi-do, Korea

TEL : 82-31-372-9600   FAX : 82-31-372-9601

Seoul office

4F, Taechu B/D, 1873, Nambusunhwan-ro, Gwanak-gu, Seoul, Korea

TEL : 82-2-888-7011   FAX : 82-2-888-7170

Homepage : http://www.taechu.co.kr



제조사 미국 VIDEOJET社

인쇄모드  Intermittent(정지상) 및 Continuous(이동상) 동시에 지원  Intermittent(정지상) 및 Continuous(이동상) 동시에 지원  Intermittent(정지상) 및 Continuous(이동상) 동시에 지원  Intermittent(정지상) 및 Continuous(이동상) 동시에 지원 Intermittent(정지상) 및 Continuous(이동상) 동시에 지원

인쇄해상도 300dpi (12 dot/mm) 300dpi (12 dot/mm) 300dpi (12 dot/mm) 300dpi (12 dot/mm)  300dpi (12 dot/mm)

프린트 헤드 53mm 53mm 107mm 53mm 32mm 53mm 32mm

인쇄속도 
정지상: 10mm/sec~800mm/sec 정지상: 0mm~800mm/sec 정지상: 0mm~700mm/sec 정지상: 40mm/sec~750mm/sec 정지상: 0mm~750mm/sec 정지상: 0mm~750mm/sec 정지상: 50mm/ 초 ~ 200mm/ 초

이동상: 10mm~1,000mm/sec 이동상: 50mm~1000mm/sec 이동상: 50mm~800mm/sec 이동상: 40mm~750mm/sec 이동상: 50mm~750mm/sec 이동상: 50mm~750mm/sec 이동상: 40mm/ 초 ~ 500mm/초

인쇄영역 정지상: 53mm x 75mm
연속상: 53mm x 300mm

정지상: 53mm x 75mm(RH)  
           53mm x 68mm(LH) 
연속상: 53mm x 200mm

정지상: 107mm x 75mm(RH) 
            107mm x 68mm(LH) 
연속상: 107mm x 200mm

정지상: 53mm x 75mm 
연속상: 53mm x 200mm

정지상: 32mm x 75mm(RH)  
       32mm x 68mm(LH) 
연속상: 32mm x 200mm

정지상: 53mm x 75mm(RH) 
        53mm x 68mm(LH) 
연속상: 53mm x 200mm

정지상: 30mm x 40mm 
이동상: 32mm x 34mm

리본길이 최대 1,200m 최대 1,200m 최대 700m 최대 1,200m 최대 1,200m 600m. 다양한 색과 등급별로 구비

리본넓이 2가지 타입 : 20mm, 55mm 20 ~ 55 mm 20~110 mm 2가지 타입 : 20mm, 55mm 20 ~ 55 mm 20 ~ 55 mm 2가지 타입 : 22mm~33mm 

리본소모 연속 마킹 메시지 사이 간격 0.5mm 연속 마킹 메시지 사이 간격 0.5mm 연속 마킹 메시지 사이 간격 0.5mm

구동모터 클러치가 없는 전자식 스텝핑 모터 클러치가 없는 전자식 스텝핑 모터 클러치가 없는 전자식 스텝핑 모터

사용자 인터페이스 

• 8.4인치 풀 컬러 LCD  및 터치스크린

• 다양한 언어 지원

• Full on-board 자가 진단 기능

• 심플한 메시지 선택

• 8.4인치 풀 컬러 LCD  및 터치스크린

• 다양한 언어 지원

• Full on-board 자가 진단 기능

• 심플한 메시지 선택

• 8.4인치 풀 컬러 LCD  및 터치스크린

• 다양한 언어 지원

• Full on-board 자가 진단 기능

• 심플한 메시지 선택

• 8.4인치 풀 컬러 LCD  및 터치스크린

• 다양한 언어 지원

• Full on-board 자가 진단 기능

• 심플한 메시지 선택

• 5.7인치 컬러 QVGA CSTN(240X320 픽셀) LCD 터치 스크린

• 다국어 지원

• WYSIWYG 미리보기

• 128MB 메모리

• WYSIWYG 미리 보기 구현
• iAssureTM 우수한 품질의 코드 인식 감지기

 - 감지가능한 결함
 - 손상된 입쇄 압반/롤러
 - 프린트 헤드가 오염
 - 손상된 프린트 헤드
 - 리본 주름짐
 - 고르지 않은 인쇄 표면
 - 오버프린팅
 - 프린트 헤드 어긋남

• WYSIWYG 미리 보기 구현

• CLARiSOFT™(이미지 디자인 소프트웨어)

• CLARiNET™(네트워크 운영 소프트웨어)

• WYSIWYG 미리 보기 구현
• iAssureTM 우수한 품질의 코드 인식 감지기

   - 감지가능한 결함
   - 손상된 입쇄 압반/롤러
   - 프린트 헤드가 오염
   - 손상된 프린트 헤드
   - 리본 주름짐
   - 고르지 않은 인쇄 표면
   - 오버프린팅
   - 프린트 헤드 어긋남

• WYSIWYG 미리 보기 구현

• CLARiSOFT™(이미지 디자인 소프트웨어)

• CLARiNET™(네트워크 운영 소프트웨어)

• Windows TrueType Font 사용

• 다운로드 가능한 폰트 지원

• CLARiSOFT™(이미지 디자인 소프트웨어)

CLARiSOFT™(이미지 디자인 소프트웨어) CLARiSOFT™(이미지 디자인 소프트웨어)

CLARiNET™(네트워크 운영 소프트웨어) CLARiNET™(네트워크 운영 소프트웨어)

프린팅 기능

• Windows TrueType Font 사용

• 고정 및 가변 텍스트 또는 숫자 데이터 마킹 

• 유동적인 시프트 코드 포맷 및 유저의 텍스트 입력 기능 

• 자동 유통기한 계산 기능

• 자동 텍스트 증감 기능/카운터 및 바코드 기능 

• 다양한 그래픽 포맷

• Windows TrueType Font 사용, 다운로드 가능한 폰트 지원

• 고정 및 가변 텍스트 또는 숫자 데이터 마킹 

• 유동적인 시프트 코드 포맷 및 유저의 텍스트 입력 기능 

• 자동 유통기한 계산 기능

• 자동 텍스트 증감 기능/카운터 및 바코드 기능 

• 다양한 그래픽 포맷

• Windows TrueType Font 사용, 다운로드 가능한 폰트 지원

• 고정 및 가변 텍스트 또는 숫자 데이터 마킹 

• 유동적인 시프트 코드 포맷 및 유저의 텍스트 입력 기능 

• 자동 유통기한 계산 기능

• 자동 텍스트 증감 기능/카운터 및 바코드 기능 

• 다양한 그래픽 포맷

• Windows TrueType Font 사용, 다운로드 가능한 폰트 지원

• 고정 및 가변 텍스트 또는 숫자 데이터 마킹 

• 유동적인 시프트 코드 포맷 및 유저의 텍스트 입력 기능 

• 자동 유통기한 계산 기능

• 자동 텍스트 증감 기능/카운터 및 바코드 기능 

• 다양한 그래픽 포맷

• 고정 및 가변 텍스트 또는 숫자 데이터 마킹 

• 유동적인 시프트 코드 포맷 및 유저의 텍스트 입력 기능 

자동 유통기한 계산 기능

통신기능
RS232, Ethernet, USB memory stick, scanner support, Binary,ASCII 
comms 
protocols, Windows drivers,ZPL emulations

RS232, Ethernet, USB memory stick, scanner support, Binary,ASCII 
comms protocols, Windows drivers,ZPL emulations

RS232, Ethernet, USB memory stick, scanner support, 
Binary,ASCII comms 
protocols, Windows drivers,ZPL emulations

EAN 8, EAN 13, UPC-A, UPC-E, Code 39, EAN 128, Code 128, 
ITF, RSS

RS-232C
USB memory stick

외부입력 3 PNP inputs 3 PNP inputs                                                                             3 PNP inputs 3 PNP inputs Print Go, Inhibit Print, Quadrature encoder

외부출력 2 relay outputs, 2 PNP +24V outputs 2 relay outputs, 2 PNP +24V outputs                                              2 relay outputs, 2 PNP +24V outputs 2 relay outputs, 2 PNP +24V outputs Fault, Warning, Busy, Printing

크기

Controller: 240mm x 165mm x 34mm Controller: 244mm x 170mm x 92mm                                                     Controller: 244mm x 170mm x 92mm Controller: 244mm x 170mm x 92mm Controller: 118.90mm x 191.25mm x 96.90mm

53mm: 225mm x178mm x 182mm
53mm: 204mm x178mm x 180mm 
107mm: 204mm x178mm x 236mm

32mm: 204mm x178mm x 180mm 
53mm: 204mm x178mm x 180mm

32mm: 204mm x178mm x 180mm 
53mm: 204mm x178mm x 180mm

32mm: 185.30mm x 158mm x 159.60mm

사용공압 공기가 필요없는(Airless) 방식의 완전 전자식 작동 6 Bar. 90psi 공기가 필요없는(Airless) 방식의 완전 전자식 작동 6 Bar. 90psi 6 Bar. 90psi

전압조건 100-240V 90-264V 100-240V 90-264V 90-264V

사용온도 0-40°C 2-40°C 0-40°C 2-40°C 2-40°C

Videojet 6530 Videojet 6420 Videojet 6330 Videojet 6320 Videojet 6210

VIDEOJET Thermal 
Transfer Overprinter

Total Marking Solution Provi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