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TM 

CLARiSUITE  
CLARiSUITE 솔루션으로 모든 생산 환경의 작업자들은정
확한 제품에 정확한 코드를 입력하여 생산성 향상, 비용 절
감 및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인쇄 오류는 폐기, 재작업, 과징금 및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CLARiSUITE는 간편한 
인터페이스 설계 뿐만 아니라 프린터, 인쇄 작업 및 보조 기기와의 
통신, 모니터링, 제어가 가능한 완벽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이 스마트한 소프트웨어로 비효율적인 생산 작업 및 작업자 오류
를 제거하여 언제나 정확한 포장에 정확한 코드를 인쇄할 수 있습
니다.

가동시간 증대
• 한 곳에서 여러 대의 프린터에 인쇄 작업을 설정하여조업 중단
을 최소화하고 가동시간은 극대화
• 작업 시트 또는 제품에서 스캐너로 메시지를 스캔 후15초 이내
에 인쇄 작업을 설정하여 생산 효율성 향상
• WebServer를 기반으로 생산 공장 어디서나 신속하게인쇄 문
제점 파악 및 해결

생산성 향상
• 작업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 및 관리하여 안정된 가동시간 유지
• 언제나 정확한 인쇄로 생산량 증가
• 조업 중단의 원인을 화면에서 바로 진단하고 추적하여신속한생
산 라인 재가동

코드 인식
• 소프트웨어로 작업자의 입력을 최소화하여 오류 감소
• 오류 방지 규칙을 지정하여 인쇄 오류를 감소하고 코드의 정
확성 향상
• 재작업 감소 및 잘못 출하된 제품으로 인한 과징금 발생 방지

간편한 사용
• 컬러 스크린 기반의 사용이 쉬운 인터페이스 및 HMI
• 한 화면에서 모든 프린터의 인쇄 작업 상태 확인 및유지보수
• 최신 IT 환경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모든 생산 시설에 
원활한 통합



문의전화: 080-891-8900
웹사이트: www.videojetkorea.com
이메일: marketing.korea@videoj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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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SUITETM 
소프트웨어
CLARiSUITE 키트에서 선택: Foundation, Alliance 또는 WebServer 버전 모두 정확한 코드 인식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각 버전에 있는 기능을 통해 생산 효율성(OEE)을 높이기 위한 인쇄 작업, 바코드 인증, 인쇄된 코드 인증(비젼), 데이터/이벤트 기록이 가능
합니다.

Foundation Alliance WebServer

인쇄 작업 관리/데이터 소스
• CLARiSOFT® 데이터베이스 • CLARiSOFT® 데이터베이스

• 단일 쿼리 외부 ODBC 데이터 소스
 (예: MS Access, MS SQL 등)

• CLARiSOFT® 데이터베이스
• 단일 쿼리 외부 ODBC 데이터 소스
 (예: MS Access, MS SQL 등)

작업 선택 및 시작

• CLARiTY 사용자 인터페이스

• 휴대용 바코드 스캐너2

• CLARiNET 중심으로 시작

• CLARiTY 사용자 인터페이스

• 휴대용 바코드 스캐너2

• CLARiNET 중심으로 시작

• 네트워크 연결 바코드 스캐너

• CLARiTY 사용자 인터페이스

• 휴대용 바코드 스캐너2

• 웹 브라우저에서 시작

• 네트워크 연결 바코드 스캐너

바코드 확인 • CLARiTY 프린터 연결 스캐너 • CLARiTY 프린터 연결 스캐너
• 네트워크 연결 스캐너

• CLARiTY 프린터 연결 스캐너

코드 검증(비젼)
작동 모드 • Windows® 애플리케이션 • Windows® 애플리케이션 • Windows®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 HMI • PC 기반 • PC 기반 • 웹 브라우저 기반

활동 기록
• 이벤트
• 텍스트 파일로 기록

• 이벤트 / 생산 / 생산 효율성(OEE)

• 텍스트 파일로 기록
• 이벤트 / 생산
• SQL 데이터베이스로 기록6
• CSV 파일로 내보내기

OPC (Open Process Control) 가능 가능 가능

1 1210/1220 지원 안 됨
2 CLARiTY 프린터의 USB 또는 RS232 포트에 직접 연결된 휴대용 스캐너
3 CLARiTY 프린터의 RS232 포트에 직접 연결한 고정 비젼 장치 (비젼 기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비디오젯코리아에 문의)
4 3020, 3410 및 초점 레이저 제외
5 Wolke m600 Touch, Videojet 8510 및 Videojet 8610만 포함
6 CLARiSUITE WebServer 버전은 Microsoft SQL Server Express와 함께 제공 (고객이 제공한 ODBC 호환 데이터베이스도 사용 가능)

호환 가능한 박스 마킹기 
프린터 : - 2300 시리즈

- 2120

연속식 잉크젯 
- 1000 시리즈1
- Excel 2000/178/DN
- 400 시리즈 -  Overture/Patrion

레이저 마킹기4

고해상도 잉크젯(TIJ)5

열전사(TTO)
라벨 부착기 
- Sato 인쇄 엔진
- Zebra 인쇄 엔진

• CLARiTY 프린터3 • CLARiTY 프린터3• CLARiTY 프린터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