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ll Character Inkjet Printer

평면이나 곡면 인쇄에 적합한 CIJ 연속식 잉크젯 인쇄기술은 비접촉 인쇄방식으로 
다양한 잉크를 사용하여 거의 모든 재질에 인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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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jet-1860(NEW)

노즐 구경 60/70미크론

잉크농도 조절방법 자동 조절

라인 속도

5X5 matrix : 278m/min 
5X7 matrix : 244m/min   5×7 twin matrix : 82m/min 
(High Speed 5×7 twin matrix : 122m/min) 
7X9 matrix : 109m/min   7×9 twin matrix : 38m/min 
(High Speed 5×7 twin matrix : 70m/min) 
9X12 matrix : 78m/min 
10X16 matrix : 59m/min 
16X24 matrix : 29m/min 
25X34 matrix : 16m/min

문자높이 2mm ~ 10mm(폰트에 따름) 

인쇄 메트릭스 5×5(1~5줄),  5×7(1~4줄),   7x9(1~3줄), 9x12(1~2줄), 10x16(1~2줄), 16x24(1줄), 25x34(1줄)

인쇄 방향 모든 방향

인쇄줄 수(최대) 최대 5줄

메시지 저장 250 개의 메시지, USB 용량에 따름. 

특수 문자 키보드에서 입력

로고/그래픽 가능

통신 인터페이스 Ethernet(RS-232C, RS483 옵션)

Barcode
1차원: UPC A&E; EAN 8&13&128; Code 128&39;   
         ITF;         
2차원 : Datamatrix, QR Code   

프린트 헤드 길이 3m (스탠다드),  6m(옵션)

프린트 헤드 구경 ф41.3mm , 길이 240.6mm 

노즐 세척 기능
• 가능
• 기계가동 및 정지시 자동실행
• 자동실행시 Nozzle 내부세척이 가능한 신개념 방식

Positive Air 기능
• 가능
• 프린트헤드 내의 기압을 높여 외부에서 먼지나 그 외의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 잉크의 오염을 방지함

잉크 소모량 약 1억 천 25만자  / 1ℓ(1병) - (5×7 font)

메이크업 소모량 4.5cc /시간 

Core 운영시간
5,000시간(Service Module 1) 
12,000시간(Service Module 2)

디스플레이
SIMPLICiTY™ 기반의 10.4" 터치 스크린 
WYSIWYG 터치 메시지 편집

 Air 공급방식 내부

Air 소모량 없음 ( Dry Air Kit 옵션 -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사용함)

전압 조건 
• 100 ~ 120 / 200 ~ 240VAC 50/60Hz
• 전압 안정도가 뛰어남
• 별도의 안정기가 필요 없음

소비 전력 50 Watts

Power Supply •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여 전압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음

메인 컨트롤 보드 VJ1860 전용 MCB 사용

온도/습도 온도: 0℃ ~ 50℃ / 습도: 10% ~ 90%

무게 / IP 등급 22 kg/I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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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자마킹

01VIDEOJET Videojet-1860(NEW)
예측가능성 및 생산성
예측가능한 잉크 빌드업 센서
혁신적인 노즐 시스템 장착
Videojet Life Cycle Advantage™ 로
라인 처리량 및 생산 품질 최대화 구현
새로운 SIMPLICiTY™ 로 작업자 간섭 최소화

Total Marking Solution Provider

 

 

 

 

 

 

INKJET SYSTEM 적용사례
산업용 마킹계의 선구자 (주)대주의 소문자 마킹기입니다.

1.산업용품

2.생활용품

3.식품

4.의약품

- 건축자재

- 자동차부품

- 케이블

- 전자부품

- 담배

- 화장품/세제

- 음료

- 신선/가공 식품

- 계란

- 콘택트 렌즈

- 타블렛(알약)

- 의료기구



Small Character 
InkJet Printer

Videojet-1620 HR Videojet-1620 UHS

노즐 구경 40미크론 40미크론

잉크농도 조절방법 자동 조절 자동 조절

라인 속도

최대 3줄 마킹 
5×5 matrix : 329m/min 
5×7 matrix : 219m/min    5×7 twin matrix : 68m/min 
7×9 matrix : 179m/min    7×9 twin matrix : 39m/min 
9×12 matrix : 141m/min 
10×16 matrix : 70m/min 
16×24 matrix : 20m/min

최대 3줄 마킹 
5×5 matrix : 423m/min 
5×7 matrix : 282m/min    5×7 twin matrix : 158m/min 
7×9 matrix : 254m/min    7×9 twin matrix : 91m/min 
10×16 matrix : 120m/min 
16×24 matrix : 37m/min

문자높이 0.6mm – 7mm (폰트에 따름) 1mm ~ 7.8mm(폰트에 따름) 

인쇄 메트릭스
한줄: 4x5, 5x5, 4x7, 5x7, 7x9,9x12,10x16,16x24 
두줄: 4x5, 5x5, 4x7, 5x7, 7x9 
세줄: 4x5, 5x5, 4x7, 5x7 

한줄: 4x5, 5x5, 4x7, 5x7, 7x9, 10x16, 16x24 
두줄: 4x5, 5x5, 4x7, 5x7, 7x9 
세줄: 4x5, 5x5, 4x7, 5x7

인쇄 방향 모든 방향 모든 방향

인쇄줄 수(최대) 3줄 최대 4줄 

메시지 저장 250개 250 개의 메시지, USB 용량에 따름

특수 문자 키보드에서 입력 키보드에서 입력

로고/그래픽 가능 가능

통신 인터페이스 RS-232C, RS485, Ethernet RS-232C, RS485, Ethernet

Barcode
1차원: UPC A&E; EAN 8&13 ; Code 128A,B&C;      
         UCC/EAN 128; Code39; Interleaved 2 of 5  
2차원 : Datamatrix, GS1, QR Code  

1차원: UPC A&E; EAN 8&13 ; Code 128A,B&C;                
         UCC/EAN 128; Code39; Interleaved 2 of 5 
2차원 : Datamatrix, GS1, QR Code  

프린트 헤드 길이 3m (스탠다드),  6m(옵션) 3m (스탠다드),  6m(옵션)

프린트 헤드 구경 ф41.3mm , 길이 269.8mm ф41.3mm , 길이 269.8mm 

노즐 세척 기능
• 가능
• 기계가동 및 정지시 자동실행
• 자동실행시 Nozzle 내부세척이 가능한 신개념 방식

• 가능
• 기계가동 및 정지시 자동실행
• 자동실행시 Nozzle 내부세척이 가능한 신개념 방식

Positive Air 기능
• 가능 
• 프린트 헤드 내의 기압을 높여 외부에서 먼지나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 잉크의 오염을 방지한다.

• 가능 
• 프린트헤드 내의 기압을 높여 외부에서 먼지나 그 외의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 잉크의 오염을 방지함

잉크 소모량 약 7.125만자  / 0.75ℓ(1병) - (5×7 font,60미크론 사용시) 약 1억 천 25만자  / 0.75ℓ(1병) - (5×7 font 사용시)

메이크업 소모량 2.4cc/시간 2.4cc/시간

Core 운영시간 14,000시간 14,000시간

디스플레이
320x240 밝은 청색 Backlit 5.7인치 LCD 디스플레이 
WYSIWYG 온스크린 메시지 편집

320x240 밝은 청색 Backlit 5.7인치 LCD 디스플레이 
WYSIWYG 온스크린 메시지 편집

 Air 공급방식 내부 내부

Air 소모량 없음 ( Dry Air Kit 옵션 -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사용함) 없음 ( Dry Air Kit 옵션 -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사용함)

전압 조건 
• 110 또는 220VAC 50/60Hz
• 전압 안정도가 뛰어남
• 별도의 안정기가 필요 없음

• 100 ~ 120 / 200 ~ 240VAC 50/60Hz
• 전압 안정도가 뛰어남.
• 별도의 안정기가 필요 없음

소비 전력 60 Watts 60 Watts

Power Supply
•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여 전압
• 별도의 방열구가 없음(180VAC~240VAC)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여 전압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음

메인 컨트롤 보드 VJ1000s 통합 보드 사용 VJ1000s 통합 보드 사용

온도/습도 온도: 5℃ ~ 45℃ / 습도: 0% ~ 90% 온도: 0℃ ~ 45℃ / 습도: 0% ~ 90%

무게 / IP 등급 21 kg/IP 65 스테인레스 스틸 21kg/IP65

Videojet-1510 Videojet-1610 Videojet-1610 Dual Head

60/70미크론 60/70미크론 60/70미크론

자동 조절 자동 조절 자동 조절

5×5 matrix : 279m/min 
5×7 matrix : 244m/min    5×7 twin matrix : 81m/min 
7×9 matrix : 108m/min    7×9 twin matrix : 38m/min 
9×12 matrix : 78m/min 
10×16 matrix : 59m/min 
16×24 matrix : 29m/min 
25×34 matrix : 16m/min

5X5 matrix : 279m/min 
5X7 matrix : 244m/min   5×7 twin matrix : 122m/min 
7X9 matrix : 163m/min   5×7 twin matrix : 70m/min 
9X12 matrix : 78m/min 
10X16 matrix : 93m/min 
16X24 matrix : 29m/min 
25X34 matrix : 16m/min

5X5 matrix : 279m/min 
5X7 matrix : 244m/min 
7X9 matrix : 163m/min 
9X12 matrix : 78m/min 
10X16 matrix : 93m/min 
16X24 matrix : 29m/min 
25X34 matrix : 16m/min

2mm ~ 10mm(폰트에 따름) 2mm ~ 10mm(폰트에 따름) 2mm ~ 10mm(폰트에 따름) 

5×5(1~5줄),  5×7(1~4줄),   7x9(1~3줄), 9x12(1~2
줄), 10x16(1~2줄), 16x24(1줄), 25x34(1줄)

5×5(1~5줄),  5×7(1~4줄),   7x9(1~3줄), 9x12(1~2
줄), 10x16(1~2줄), 16x24(1줄), 25x34(1줄)

5×5(1~5줄),  5×7(1~4줄),   7x9(1~3줄), 9x12(1~2
줄), 10x16(1~2줄), 16x24(1줄), 25x34(1줄)

모든 방향 모든 방향 모든 방향

최대 5줄 최대 5줄 각 헤드 당 최대 5줄, 2 헤드 사용시 최대 10줄 

100 개의 메시지, USB 용량에 따름. 250 개의 메시지, USB 용량에 따름. 250 개의 메시지, USB 용량에 따름. 

키보드에서 입력 키보드에서 입력 키보드에서 입력

가능 가능 가능

RS-232C, RS485, Ethernet RS-232C, RS485, Ethernet RS-232C, RS485, Ethernet

1차원: UPC A&E; EAN 8&13 ; Code 128A,B&C;           
         UCC/EAN 128; Code39; Code93; Interleaved 2 of 5
2차원(Data matrix): 10x10, 12x12, 14x14, 16x16, 18x18, 
20x20, 24x24, 34x34

1차원: UPC A&E; EAN 8&13 ; Code 128A,B&C;           
         UCC/EAN 128; Code39; Interleaved 2 of 5
2차원(Data matrix): 10x10, 12x12, 14x14, 16x16, 8x18, 
18x18, 20x20, 22x22, 24x24, 16x26, 26x26, 8x32, 32x32, 
34x34, 12x36, 16x36, 16x48, GS1 Data matrix

1차원: UPC A&E; EAN 8&13 ; Code 128A,B&C;           
         UCC/EAN 128; Code39; Interleaved 2 of 5
2차원(Data matrix): 10x10, 12x12, 14x14, 16x16, 8x18, 
18x18, 20x20, 22x22, 24x24, 16x26, 26x26, 8x32, 32x32, 
34x34, 12x36, 16x36, 16x48, GS1 Data matrix

3m (스탠다드),  6m(옵션) 3m (스탠다드),  6m(옵션) 3m (스탠다드),  6m(옵션)

ф41.3mm , 길이 269.8mm ф41.3mm , 길이 269.8mm ф41.3mm , 길이 269.8mm 

• 가능
• 기계가동 및 정지시 자동실행
• 자동실행시 Nozzle 내부세척이 가능한 신개념 방식

• 가능
• 기계가동 및 정지시 자동실행
• 자동실행시 Nozzle 내부세척이 가능한 신개념 방식

• 가능
• 기계가동 및 정지시 자동실행
• 자동실행시 Nozzle 내부세척이 가능한 신개념 방식

• 가능
• 프린트헤드 내의 기압을 높여 외부에서 먼지나 그 외
의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 잉크의 오염을 방지함

• 가능
• 프린트헤드 내의 기압을 높여 외부에서 먼지나 그 외
의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 잉크의 오염을 방지함

• 가능
• 프린트헤드 내의 기압을 높여 외부에서 먼지나 그 외
의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 잉크의 오염을 방지함

약 7.125만자  / 0.75ℓ(1병) - (5×7 font,60미크론 사용시) 약 7.125만자  / 0.75ℓ(1병) - (5×7 font,60미크론 사용시) 약 7.125만자  / 0.75ℓ(1병) - (5×7 font,60미크론 사용시)

5-6cc /시간 5cc /시간 10cc/시간 (각 헤드당 5cc/시간)

9,000시간 12,000시간 12,000시간

320x240 밝은 청색 Backlit 5.7인치 LCD 디스플레이 
WYSIWYG 온스크린 메시지 편집

320x240 밝은 청색 Backlit 5.7인치 LCD 디스플레이 
WYSIWYG 온스크린 메시지 편집

320x240 밝은 청색 Backlit 5.7인치 LCD 디스플레이 
WYSIWYG 온스크린 메시지 편집

내부 내부 내부

없음 ( Dry Air Kit 옵션 -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사용함) 없음 ( Dry Air Kit 옵션 -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사용함) 없음 ( Dry Air Kit 옵션 -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사용함)

• 100 ~ 120 / 200 ~ 240VAC 50/60Hz
• 전압 안정도가 뛰어남.
• 별도의 안정기가 필요 없음

• 100 ~ 120 / 200 ~ 240VAC 50/60Hz
• 전압 안정도가 뛰어남.
• 별도의 안정기가 필요 없음

• 100 ~ 120 / 200 ~ 240VAC 50/60Hz
• 전압 안정도가 뛰어남.
• 별도의 안정기가 필요 없음

120 Watts 120 Watts 120 Watts

•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여 전압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여 전압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여 전압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음

VJ1000s 통합 보드 사용 VJ1000s 통합 보드 사용 VJ1000s 통합 보드 사용

온도: 0℃ ~ 50℃ / 습도: 0% ~ 90% 온도: 0℃ ~ 50℃ / 습도: 0% ~ 90% 온도: 0℃ ~ 50℃ / 습도: 0% ~ 90%

18 kg/IP 55 (옵션 IP65) 21 kg/IP 65 22kg/I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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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Character 
InkJet Printer

Videojet-1710 Videojet-1220 

노즐 구경 60/70미크론 60/70미크론

잉크농도 조절방법 자동 조절 자동 조절

라인 속도

5X5 matrix : 271m/min 
5X7 matrix : 203m/min    5×7 twin matrix : 101m/min 
7X9 matrix : 147m/min    7×9 twin matrix : 58m/min 
9X12 matrix : 81m/min 
10X16 matrix : 77m/min 
16X24 matrix : 24m/min 
25X34 matrix : 14m/min

최대 533 fpm (162.5mpm)속도에서 5줄 마킹

문자높이 2mm ~ 10mm(폰트에 따름) 2mm ~ 10mm(폰트에 따름) 

인쇄 메트릭스
5×5(1~5줄),  5×7(1~4줄),   7x9(1~3줄), 9x12(1~2줄),  
10x16(1~2줄), 16x24(1줄), 25x34(1줄)

한줄: 5x5, 5x7, 7x9, 8x12, 11x16, 17x24, 25x34 
두줄: 5x5, 5x7, 7x9, 8x12, 11x16 
세줄: 5x5, 5x7, 7x9 
네줄: 5x5, 5x7 
다섯줄: 5x5

인쇄 방향 모든 방향 모든 방향

인쇄줄 수(최대) 최대 5줄 최대 5줄

메시지 저장 250 개의 메시지, USB 용량에 따름. 100 개의 메시지, USB 용량에 따름. 

특수 문자 키보드에서 입력 키보드에서 입력

로고/그래픽 가능 가능

통신 인터페이스 RS-232, RS485, Ethernet 옵션형 RS-232, RS485를 사용

Barcode
1차원: UPC A&E; EAN 8&13 ; Code 128A,B&C;           
         UCC/EAN 128; Code39; Interleaved 2 of 5
2차원(Data matrix):10x10~ 32x32 ,18x8 ~48x16, GS1 Data matrix

불가

프린트 헤드 길이 3m (스탠다드),  6m(옵션) 3m (스탠다드),  6m(옵션)

프린트 헤드 구경 ф41.3mm ,길이 269.8mm ф41.3mm ,길이 240.5mm

노즐 세척 기능

• 가능
• 기계가동 및 정지시 자동실행
• 자동실행시 Nozzle 내부세척이 가능한 신개념 방식
• 하루 한번 설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잉크 혼합 

• 가능
• 기계가동 및 정지시 자동실행
• 자동실행시 Nozzle 내부세척이 가능한 신개념 방식

Positive Air 기능
• 가능 
• 프린트 헤드 내의 기압을 높여 외부에서 먼지나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여 잉크의 오염을 방지한다.

옵션

잉크 소모량 약 7.125만자  / 0.75ℓ(1병) - (5×7 font,60미크론 사용시) 약 7.125만자  / 0.75ℓ(1병) - (5×7 font,60미크론 사용시)

메이크업 소모량 5~6cc/시간 8~9cc /시간

Core 운영시간 4,000시간 또는 1년 9,000시간

디스플레이
320x240 밝은 청색 Backlit 5.7인치 LCD 디스플레이 
WYSIWYG 온스크린 메시지 편집

"320x240 밝은 청색 Backlit 5.7인치 LCD 디스플레이 
WYSIWYG 온스크린 메시지 편집"

 Air 공급방식 내부 내부

Air 소모량 없음 ( Dry Air Kit 옵션 -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사용함) 없음 ( Dry Air Kit 옵션 -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사용함)

전압 조건 
• 110 또는 220VAC 50/60Hz
• 전압 안정도가 뛰어남
• 별도의 안정기가 필요 없음

• 100 ~ 120 / 200 ~ 240VAC 50/60Hz
• 전압 안정도가 뛰어남.
• 별도의 안정기가 필요 없음

소비 전력 60 Watts 60 Watts

Power Supply •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여 전압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여 전압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음

메인 컨트롤 보드 VJ1000s 통합 보드 사용 VJ1000s 통합 보드 사용

온도/습도 온도: 0℃ ~ 50℃ / 습도: 0% ~ 90% 온도: 0℃ ~ 50℃ / 습도: 0% ~ 90%

무게 / IP 등급 21kg/IP55(옵션 IP65) 18 kg/IP 55 

Videojet-1520 Videojet-1620

40미크론 40미크론

자동 조절 자동 조절

5×5 matrix : 279m/min 
5×7 matrix : 244m/min    5×7 twin matrix : 81m/min 
7×9 matrix : 108m/min    7×9 twin matrix : 38m/min 
9×12 matrix : 78m/min 
10×16 matrix : 59m/min 
16×24 matrix : 29m/min 
25×34 matrix : 16m/min

5X5 matrix : 279m/min 
5X7 matrix : 244m/min   5×7 twin matrix : 122m/min 
7X9 matrix : 163m/min   5×7 twin matrix : 70m/min 
9X12 matrix : 78m/min 
10X16 matrix : 93m/min 
16X24 matrix : 29m/min 
25X34 matrix : 16m/min

0.6mm – 7mm (폰트에 따름) 1mm ~ 7.8mm(폰트에 따름) 

한줄: 4x5, 5x5, 4x7, 5x7, 10x16: 
두줄: 4x5, 5x5, 4x7, 5x7, 7x9 
세줄: 4x5, 5x5, 4x7, 5x7  
네줄: 4x5, 5x5

5×5(1~5줄),  5×7(1~4줄),   7x9(1~3줄), 9x12(1~2줄),  
10x16(1~2줄), 16x24(1줄), 25x34(1줄)

모든 방향 모든 방향

3줄 최대 4줄 

100 개의 메시지, USB 용량에 따름 250 개의 메시지, USB 용량에 따름

키보드에서 입력 키보드에서 입력

가능 가능

RS-232C, RS485, Ethernet RS-232C, RS485, Ethernet

1차원: UPC A&E; EAN 8&13 ; Code 128A,B&C;           
         UCC/EAN 128; Code39; Code93; Interleaved 2 of 5
2차원(Data matrix): 10x10, 12x12, 14x14, 16x16, 18x18, 20x20, 24x24, 34x34

1차원: UPC A&E; EAN 8&13 ; Code 128A,B&C;           
         UCC/EAN 128; Code39; Interleaved 2 of 5
2차원(Data matrix): 10x10, 12x12, 14x14, 16x16, 8x18, 18x18, 20x20, 22x22, 
24x24, 16x26, 26x26, 8x32, 32x32, 34x34, 12x36, 16x36, 16x48, GS1 Data 
matrix

3m (스탠다드),  6m(옵션) 3m (스탠다드),  6m(옵션)

ф41.3mm ,길이 269.8mm ф41.3mm , 길이 269.8mm 

• 가능
• 기계가동 및 정지시 자동실행
• 자동실행시 Nozzle 내부세척이 가능한 신개념 방식

• 가능
• 기계가동 및 정지시 자동실행
• 자동실행시 Nozzle 내부세척이 가능한 신개념 방식

• 가능 
• 프린트 헤드 내의 기압을 높여 외부에서 먼지나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
여 잉크의 오염을 방지한다.

• 가능 
• 프린트헤드 내의 기압을 높여 외부에서 먼지나 그 외의 이물질의 유입
을 방지하여 잉크의 오염을 방지함

약 7,125만자  / 0.75ℓ(1병) - (5×7 font 사용시) 약 7,125만자  / 0.75ℓ(1병) - (5×7 font 사용시)

5cc /시간 5cc /시간

12,000시간 14,000시간

320x240 밝은 청색 Backlit 5.7인치 LCD 디스플레이 
WYSIWYG 온스크린 메시지 편집

320x240 밝은 청색 Backlit 5.7인치 LCD 디스플레이 
WYSIWYG 온스크린 메시지 편집

내부 내부

없음 ( Dry Air Kit 옵션 -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사용함) 없음 ( Dry Air Kit 옵션 -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사용함)

• 110 또는 220VAC 50/60Hz
• 전압 안정도가 뛰어남
• 별도의 안정기가 필요 없음

• 100 ~ 120 / 200 ~ 240VAC 50/60Hz
• 전압 안정도가 뛰어남.
• 별도의 안정기가 필요 없음

120 Watts 120 Watts

•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여 전압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여 전압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음

VJ1000s 통합 보드 사용 VJ1000s 통합 보드 사용

온도: 0℃ ~ 50℃ / 습도: 0% ~ 90% 온도: 0℃ ~ 50℃ / 습도: 0% ~ 90%

21 kg/IP 55 (옵션 IP65) 21kg/IP65

Total Marking Solution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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