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상도 잉크젯 프린터

Wolke m610® advanced
Wolke m610 Advanced는 우수한 인쇄 품질과
깔끔한 작동을 제공하며 솔리드 스테이트 전자
장치로 컨트롤러 유지 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Wolke m610 Advanced 고해상도 잉크젯 프린터는 까다로운
산업 적용 분야에 이상적이며 독립 작업과 생산 라인 장비
완전 통합이 모두 가능합니다.
Wolke m610 Advanced는 원격 프린터 제어, 고속으로
일련번호 인쇄 및 DataMatrix 인쇄를 포함하여 코딩 요구
사항이 복잡한 고객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제약 및 담배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m610 advanced 제품은
고객이 생산성, 품질 및 효율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동시간 증대

코드 인식

• 잉크젯 카트리지 교체 외에는 마모 부품이나 교체 부품이 없음

• 작업자 오류 방지가 가능한 간편한 코드 및 사용자 지정규칙
설정 기능

• 전문적인 교육 없이 1분 이내에 카트리지를 쉽게 교체 가능

생산성 향상
• 기계 비젼 검사에 적합한 높이인 50.8mm(2인치)까지 600 x
600 dpi 고해상도 코드 인쇄
• Perpetuo Print ModeTM*
• 카트리지가 삽입되자마자 인쇄를 시작하므로 잉크 구성이
필요 없음

* 정품 Videojet 고해상도 잉크젯 잉크 카트리지를 사용할 경우 제공되는 기능

• 웹서버 기능을 통해 프린터를 통합하여 타사 HMI(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로 원격 제어

간편한 사용
• 완벽하게 밀봉된 키보드가 탑재된 9.0인치 LCD 디스플레이
• 잉크 교체가 간편한 정품 HP® 카트리지
• 원격 작동 및 일련번호 고속 인쇄를 위한 우수한 통신
프로토콜

Wolke m610® advanced
고해상도 잉크젯 프린터
라인 속도/해상도

데이터 인터페이스

600x240dpi에서 250fpm(75mpm)
최대 해상도 600x600dpi
인쇄 해상도에 따른 생산 라인 속도

TCP/IP, 이더넷, USB 호스트

컨트롤러 크기

인쇄 카트리지
최대 높이 12.7mm, 600dpi 인쇄 카트리지(쌓기/연결 또는 독립 설치)
호환되는 Videojet TIJ 잉크 카트리지를 사용할 경우 제공되는 기능: 자동 카트리지
식별 및 파라메타 설정, 잉크 배치/로트 번호 추적, 휴대용 잉크 양 추적 및 향상된
인쇄 속도

바코드
EAN8, EAN13, UPC-A, CODE128, EAN128, 2/5i, Codabar, CODE39

DataMatrix 코드

DataMatrix(20가지 매트릭스 크기 사용 가능), EAN-DataMatrix, QR 코드

키보드
81개의 숫자, 문자, 특수 기능 키를 포함하는 자판. 국제 PC 표기 규칙과 비슷한 PC
형 레이아웃

가로 341mm(13.4")
세로 256mm(10.1")
높이 116mm(4.6")
프린트 헤드, 부품 케이블 및 전원 공급 장치를 제외한 크기

프린트 헤드 치수
생산 라인 통합 요구 사항 충족을 위해 크기가 다른 4개의 프린트 헤드 옵션이
제공됩니다
다음은 Standard Blue 프린트 헤드의 치수입니다
가로 115mm(4.5")
세로 110mm(4.3")
높이 60mm(2.4")(마찰판 부분)
카트리지 및 케이블 연결은 치수에서 제외됨
Red, Green 및 Gold 프린트 헤드는 Blue 프린트 헤드와 가로 및 높이가 다름

환경 보호

디스플레이

IP65(컨트롤러)

800x480 픽셀 LCD 백라이트 9.0" TFT-LCD 디스플레이
WYSIWYG에 근접한 화면 메시지 편집

온도/습도 범위
5°C~45°C(41°F~113°F)
비콘덴싱 습도

언어 선택
영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헝가리어,
이탈리아,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터키어

전기
전원 50/60Hz에서 115 또는 230/240VAC

무게 근사치(컨트롤러)
5.4kg(12.0lbs)

크기
341.3mm (13.4”)

408.0mm (16.1”)
108.2mm
(4.26”)

256.1mm (10.1”)

(4.00")

(4.30")
102.00mm

110.00mm

(2.40")

291.1mm (11.5”)

4X M6x1
스레드 구멍

52.1mm
(2.05”)

(1.90")

29.00mm
(1.10")

(2.40")

80.0mm
(3.15”)

49.00mm

50.00mm
(2.00")
60.00mm

206.1mm (8.11”)

256.1mm (10.1”)

(4.50")

60.00mm

105.0mm
(4.13”)
116.2mm
(4.57”)

34.00mm
(1.30")

115.00mm

Standard Blue 프린트 헤드

컨트롤러
110.0mm
(4.33”)

115.7mm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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