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속식 잉크젯

Videojet 1000 라인 
인쇄 샘플 가이드



폰트/라인

샘플의 최대 라인 속도(분당 m)

70미크론(µ) 노즐 인쇄 샘플1220 1520/1550 
1600 

시리즈* 1710

4x7 1라인 적용 불가 적용 불가 293 244

5x5 1라인 162 279 279 271

5x7 1라인 139 244 244 203

7x9 1라인
70(70µ)
72(60µ)

108 163 163

9x12 1줄 78 78 78 79

10x16 1라인 59 59 93 77

16x24 1줄 29 29 29 24

25x34 1줄 16 16 16 14

5x5 2라인 59 78 115 96

4x7 2라인 적용 불가 적용 불가 146 122

5x7 2라인 59
61(70µ)
81(60µ)

122 102

7x9 2라인 29
36(70µ)
38(60µ)

70 58

9x12 2줄 26 26 26 21

10x16 2줄 16 16 16 14

5x5 3라인 29 36
36(70µ)
38(60µ)

32

4x7 3라인 적용 불가 적용 불가 81 67

5x7 3라인 27 27 67 56

7x9 3줄 16 16
16(70µ)
37(60µ)

31

5x5 4라인 26 26 26 21

4x7 4라인 적용 불가 적용 불가 20 16

5x7 4라인 16 16 16 14

5x5 5라인 16 16 16 14

N/A = 적용 불가     *1600 시리즈에는 1620, 1650, 1610 듀얼 헤드 모델이 있습니다.

Videojet 1000 라인 인쇄 샘플 가이드 Videojet 1000 라인 인쇄 샘플 가이드

60미크론(µ) 노즐 인쇄 샘플
UHS *

폰트/라인

샘플의 최대 라인 속도(분당 m)
1620/1650

UHS 50미크론(µ) 노즐 인쇄 샘플

4x5 1라인 508

5x5 1라인 423

4x7 1라인 339

5x7 1라인 282

7x9 1라인 254

10x16 1라인 121

4x5 2라인 254

5x5 2라인 212

4x7 2라인 191

5x7 2라인 158

7x9 2라인 91

4x5 3라인 179

5x5 3라인 149

4x7 3라인 132

5x7 3라인 110

zz

aa

인쇄 속도와 문자 높이는 모든 CIJ 프린터에서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Videojet UHS 속도는 
인치당 10자에 대한 등급입니다. 
프린터의 최대 속도는 선택된 문자 높이에 따라 빨라 
지거나 느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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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는 분당 미터(MPM) 단위 

*추가 폰트 옵션



설명 인쇄 샘플

5x5 4라인과 16x24 1라인

5x5 4라인의 로고

9x12의 다중 언어 2라인과  
10x16 1라인

5x7 1라인 위에 10x16 1라인

5x7 3라인과 2D DataMatrix

UPC-A 바코드와 25x34 텍스트

같은 메시지를 무제한으로  
폰트 조합 가능

1차원 바코드
자동 식별용 다양한 바코드. UPC A&E;  
EAN 8 & 13; Code 128 A, B&C; UCC/EAN 128; 
Code 39; Interleaved 2 of 5

2D DataMatrix
표준형 2D 및 사각형  
2D DataMatrix(GS1 포함)

다중 스트로크
단어나 숫자를 강조하거나  
코드를 더 어둡고 굵게 만듬

타워 프린트*
전체 메시지 또는 특정 문자 강조

문자 역전/반전
생산라인을 한 방향이나 다양한 각도에서 
제품을 처리

언어
영어, 아랍어, 불가리아어, 중국어,  
동유럽 및 유럽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일본어/간지, 일본어/가타카나,  
한국어, 러시아어, 중국어(간체), 
스칸디나비아어, 태국어, 중국어(번체), 
터키어, 베트남어

그래픽 및 로고
PC에서 로고를 생성한 후 USB로 업로드

Videojet 1000 라인 인쇄 샘플 가이드
무한한 가능성

판독 가능한 Code 39

Interleaved 2 of 5

UPC A

다중 스트로크

중국어

아랍어

가타카나

타워 프린트 – 스택, 자동 반전

*1520, 1620, 1620 UHS 및 1720 모델에서만 사용 가능

깔끔하고  
일관된 코드
1000 라인 프린터는 업계에서 가장 선명한 코드를 인쇄합니다. 잉크 방울을 
정확하게 배치하여 마킹이 항상 선명하고 읽기 쉽습니다. Dynamic Calibration
은 환경 조건이 변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일관성 있게 인쇄품질을 유지합니다.

적용분야에 맞춘  
다양한 잉크
염료 기반 잉크

Videojet은 밝은 재질에 인쇄하는 다양한 잉크 색상을 제공 

합니다. 검정, 빨강, 파랑, 초록색이 있습니다.

 
 

연료 기반 특수 잉크

이중에는 레토르트 처리 중의 색상이 변하는 잉크, 고속/

작은 노즐 크기에서의 최고를 자랑하는 성능의 잉크, 알 

칼리 성분에서 지워지는 잉크, 식용 잉크, UV 하에서 보여 

지는 특수한 잉크가 있습니다.

 
고선명 마킹용 안료 잉크

Videojet은 어둡거나 마킹하기 어려운 표면에 선명도가 
높은 인쇄를 위한 안료 잉크를 제공합니다. 이 잉크는 부품, 
압출, 전선 및 케이블, 음료, 전자기기, 식품 및 개인용품 
적용에 읽기 쉬운 코드를 제공합니다.

Videojet 1000 라인 프린터는 모두 프린트헤드 내부에 50미크론, 60미 

크론 또는 70미크론 노즐 옵션이 제공됩니다. 70미크론 노즐은 고선명 
또는 굵은 문자, 높은 해상도, 긴 인쇄 간격이 필요한 고객에게 이익이 
됩니다. 60미크론 노즐로 인쇄한 문자 선명도(예: 아시아 및 아랍어 
폰트), 제약 및 화장품에 필요한 소형문자 인쇄, 다중 라인 인쇄 간 추가 
공간 등이 필요한 적용분야에 적합합니다. 50미크론 노즐 및 전용 잉크 

는 초당 더 많은 잉크 방울이 필요하며 즉, 방울 크기를 더 작게 사용하는 
고속 적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노즐 크기는 소형문자를 넣거나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문자를 넣을 때도 사용됩니다.

70미크론 노즐

레토르트 처리

이 잉크는 Videojet 1710 모델에서 작동하며 높은 인쇄 품질과 우수한 접착력 및 선명도를 제공합니다. 

식용 잉크

60미크론 노즐

50미크론 노즐

초고속



문의전화: 080-891-8900 
이메일: marketing.korea@videojet.com
웹사이트: www.videoj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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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jet Technologies Inc.의 정책은 지속적인 제품 개선입니다. 당사는  
사전 통보 없이 설계 및/또는 사양을 변경할 권한이 있습니다.  
TrueType은 Apple Computer,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Videojet® BX 시리즈 그래픽용 잉크젯 프린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