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 시리즈
라벨인쇄 자동부착 시스템 (P&A)
마켐이마지의 약속:
최상의 효율성을 전달합니다.
새로운 2200 시리즈는 24/ 7 (24시간/7일)의 환경 조건에서 이미
설치된 수천 대의 장비에 신뢰성, 효율성 및 편리성을 줌과 동시에 이
증명된 개념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이 2200 시리즈는 교체 가능한
여러 종류의 어플리케이터 들, 최적의 동작 및 최상의 사용률을
제공함으로써, 다음 진화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수한 신뢰성

고 성능 인쇄

• 표준 18개월의 보증기간.

• 복잡한 데이터나 콘텐츠에 관계없이 분당
비율 125 팩까지 인쇄 및 적용.

• 5년까지 보증기간 확장.
• 내구성과 견고성을 갖춘 산업형
설계로 단단한 38 mm 두께의
백본 (backbone).

• 정교한 초고속 보조 프로세서가 지
원하는 이중(dual) RISC 프로세서의
효율적인 성능.

• 고장 없이 간단하게 동작할 수 있는
고 성능의 붙지 않는 라벨
패드와 접지 부품들.

•최
 적의 라벨 경로, 자동의 라벨 장력
및 통합된 패드 라벨 센서를 통해
± 0.25 mm 의 일정한 라벨 적용.
• 마 켐이마지의 라벨과 리본은 인쇄
품질 보증 및 인쇄헤드 수명을
늘려줌.

최적의 동작
• 간 단히 미디어 경로를 선택해 40초 내에
라벨과 리본 롤을 다시 로드 시킴.

추적성

• 업 계 표준형 450 m와 비교되는 560 m
리본과 라벨 롤을 사용, 가동 중단율을 25%
까지 감소.

• 고속 적용 속도에서 조차 ANSI 규격
등급인 A와 B 코드.

• 동시에 라벨과 리본 교체.

• 선택사양의 바코드 스케너로 100%
바코드 리딩.

• «공구 불필요» 즉, 60초 내에 인쇄헤드와
롤러를 교체 가능.
• 새로운 컬러 터치 스크린을 장착한 CoLOS
터미널®은 직관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인쇄할 라벨 선택이 쉽고 강력한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에코-이니셔티브
• 95% 이상 재활용.
• 재활용 가능한 라이너와 호환.
• 전 력 소모량은 절약 모드에서 35
와트 이하, 최대 처리량의 135 와트.

• 리니어, 2D 바코드, 그래픽 혹은
직렬화를 포함한 고속의 실시간
데이터 생성기 지원.
• CoLOS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제품 데이터의 무결성, 중앙집권식
데이터를 관리 및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연결.

2200 시리즈의 특성
인쇄 특징

동작

사양 및 악세사리 등

• 인쇄 방법: 열전사 혹은 직접 열 방식

•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그래픽 표시 및 26개
언어로 된 기계 상태

• 내부 라벨 키트

• 키패드: 시작, 정지, 인쇄

• 10가지 프로그램 가능한 카운터

• 통신 인터페이스:
- O pto를 통한 2 x In, 릴레이, 24 VDC를
통한 5 x Out
- 고속 RS-232, 300 – 115 200 bps
- 이더넷 10/100 (LPD, R 텔넷, FTP,웹서버)
- 백 업/저장 및 라벨 업로드(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용 USB

• 인쇄 엔진:
- 2220: 56 mm, 200 dpi (mm 당 8 dots)
- 2230: 54 mm, 300 dpi (mm 당 12 dots)
- 2420: 104 mm, 200 dpi (mm 당 8 dots)
- 2430: 108 mm, 300 dpi (mm 당 12 dots)
- 2620: 168 mm, 200 dpi (mm 당 8 dots)
- 2630: 162 mm, 300 dpi (mm 당 12 dots)
• 최대 인쇄 속도: 300 mm/s

• CoLOS 터미널

• 습도: 20 에서 85% 비콘덴싱

• CoLOS Create Professional 및 CoLOS Enterprise
와 호환

• 전원: 110/240 VAC; 50/60 Hz
• 에어 공급: 6 바, 건조 및 청결

미디어 특징
• 미 디어 종류: 눌러서 떼는 (die-cut) 자가
부착 라벨

10 - 575 mm
(.39” - 22.63”)

• 내부 코어: 76 mm

211 mm
(8.30”)

• 최대 라벨 롤: 350 mm
• 내부 열전사 리본
• 잉크 리본 길이: 560 m
• 리본 코어: 25 mm
837 mm (32.95”)
688 mm (27.09”)

직경은 2200
Tamp 길이를
참고하십시오

211 mm
157 mm
(8.30”)
(6.18”) 548157
mmmm (21.57” - 43.81”)
858 mm (33.77”)
- 1113
(6.18”) 548 - 1113 mm (21.57” - 43.81”)
858 mm (33.77”)

• 최대 라벨 폭: 178 mm

소프트웨어

• CoLOS Traceability 소프트웨어

862 mm (33.93”)
(기계 위치에 따라서)

430 mm (16.9”)

748 mm (29.44”)

157 mm
(6.18”) 548 - 1113 mm (21.57” - 43.81”)

• 표준형으로 외부 라벨 스톡

858 mm (33.77”)

858 mm (33.77”)

• 중요한 모든 리니어 바코드 및 2D 바코드 지원

• 3가지 색상의 경광등(상태 비콘)

548 - 768 mm
(21.57” - 30.23”)
430 mm (16.9”)

(depending on
machine position)

862 mm (33.93”)
(기계 위치에 따라서)

643 - 893 mm
(25.31” - 35.15”)

492 mm
(19.37”)

326 mm
(12.83”)
950 mm (37.40”)

837 mm (32.95”)
688 mm (27.09”)
837 mm (32.95”)

748 mm (29.44”)
748 mm (29.44”)

• 그래픽: BMP, WMF, PCX, PNG, ICO, GIF, TIFF,
JPEG

• 가변 및 국제 폰트

• 어플리케이터:(depending on machine position)
- 상단, 옆면 및 앞면 적용을 위한 Tamp,
Blow, Wipe 혹은 Tamp Blow
- 두 측면 적용을 위한 Corner Wrap

10 - 575 mm
(.39” - 22.63”) 10 - 575 mm
(.39” - 22.63”)

211 mm
(8.30”)

• 유니코드 폰트 지원

• 확장된 메모리 SD 카드 슬롯

• 산업용 스텐드

862 mm (33.93”)

430 mm (16.9”)

• TrueType 폰트 다운로드 가능

• 강화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탑재:
- 라벨 선택
- 백업/저장 혹은 복사용 기계

• 바코드 리더

기타 특징

• 폰트: 16가지 가변 폰트 가능

• QWERTY 키패드와 백라이트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산업용 터미널

858 mm (33.77”)
858 mm (33.77”)

• 실시간 시계 장착

548 - 768 mm
(21.57” - 30.23”)

(기계 위치에
따라서)

643 - 893 mm
548(25.31”
- 768 mm
- 35.15”) (기계 위치에
(21.57” - 30.23”)
따라서)
492 mm
643 - 893 mm
(19.37”)
(25.31” - 35.15”)

326 mm
(12.83”)

492 mm
(19.37”)

Imaje 2000 Tamp L 250 Applicator
950 mm (37.40”)

Floor space plan
326 mm
(12.83”)

더 상세한 사항은 www.markem-imaje.com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88 mm (27.09”)

950 mm (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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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종이로 프랑스에서 인쇄 - B1

The design and
manufacturing plants of
this product are

ISO 9001 / ISO 14001
CERTIFIED

Imaje 2

마켐이마지는 사전동의 없이 제품의 설계 및 기술적 특성을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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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번길 24
우림라이온스 3차 505호
Tel: +82 31 746 3686
Fax: +82 31 734 3686
Email: 2580@unimar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