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뛰어난 인쇄품질-고품질의 잉크사용으로 우수한 접착력과
빠른 건조 및 다양한 재지 맞게 제조된 잉크사용

◆ 메뉴얼 없이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조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고 시작과 끝 버튼 하나로 작업 시작 작업 끝의 프로그래밍, 입력중 실
수를 방지하기위한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입력을 유도하는 방식의 프
로그래밍, WYSIWYG기능으로 출력될 글자의 크기등을 프린터 해 보지
않고 모니터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 프로그래밍

노란색,흰색전선

플라스틱병 건전지

전자부품캔 전자부품

합성수지-골판지(박스),
PVC,PP,PET,PE

소문자 마킹용 프린터 (Contineous Inkjet Printer)

 

Model : 

 

LT800

모든 흡수표면 또는 비흡수 표면에 마킹

◆ 프린터헤드-자동점도조절은 물론 4개의 솔밸브를 외부로 배치하여 쉽
게 A/S하도록 설계되었고 헤드끝부분을 30°잘라내어 근접거리에서 발
사하도록 설계됨. (Dimesion에서 그 부분만 사용 디멘젼과 사진을 같
이 첨부). 종료시 자동으로 완벽하게 씻어내어(세척하여) 장기간(1달)
보관후에도 시작버튼만 누르면 작업시작. 

프린터헤드

시작과 종료버튼 두번의 누름으로
작업시작과 끝 완성

CIJ로
박스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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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96 대우테크노피아
2층 236호
TEL : 031-493-9692
FAX : 031-493-1515
E-mail : kor6374@hanmail.net

#236, 296, Sandan-ro, Danwon-gu, Ansan-si, 
Gyeonggil-do, Korea
TEL : +82-31-493-9692
FAX : +82-31-493-1515
www.cmpplaza.com

인쇄가능 줄 수
1~3줄 (7x7matrix)
1~4줄 (5x5matrix)
최대 스피드 450m/min @5x5

폰트
5x5, 7x5, 9x7, 12x9, 16x11,
19x14, 24x17, 32x22

글자ô이
폰트에 따라 1~12mm

인쇄거리
2mm~30mm
최적정거리 : 10mm

사용ð어 및 기능
알파벳, 아라비아숫자, 한글, 
바코드, 일련번호, 

로고, 기타 잉크젯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기능 탑재

메모리
SD Card

메모리 공간
68 messages+50 logo

인증등Þ
IP65

노ñ
60 microns

프린터 헤드æ이
매우 부드러운 3m

인쇄방â
360도 all-round printing

잉크카트리지 양
Ink (500ml)
Make up (750ml)

온도, 습도µª
0~45도 (온도)
0~95% (습도)
non-condencing

전ø
AC100-240V 50/60Hz
60VA

Ñ 중®
18Kg

외ü수치
397x314x454mm

◆ 친환경적이고 인공지능적인 통합된 잉크콘트
롤씨스템-잉크 및 메이크업의 증발을 막아 소
모품을 20%정도 절약하도록 하였고 냄새를
차단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설계됨

◆ 잉크교환의 편리성-카트리지 타입으로 끼워
넣으면 됨, 잘못 끼워넣었을 경우 알람이 울려
알려줌.

친환경적이고
인공지능적으로
통합된 잉크순환
시스템 (하이드로

시스템)
잉크 및

메이크업 카트리지

씨엠피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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