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6000 
고해상도 대형 문자 코딩  
C6000 은 외부 케이스와 트레이에 대형 문자를 마킹하기 위한 
도미노의 최신 솔루션입니다. 드롭 온 디맨드 피에조 시스템이  
영숫자,텍스트, 그래픽부터 GS1을 준수하는 판독 가능한 바코드까지 
코드의  모든 것을 제공해드립니다. 최대 마킹 높이 70mm까지  
구현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장비의 뛰어난 효과
u  단한 프린트헤드 디자인으로 신뢰성을 높이십시오. 
u 소모품을 변경하는 중에도 코딩을 계속하여 생산 가동 시간을 극대화하십시오.
u ECO 모드로 잉크 소비를 최대 20%까지 줄이십시오.
u 혁신적인 대용량 잉크 시스템으로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십시오.

고속 고품질 코딩
u  최신 피에조 프린트헤드 기술로 인쇄 품질과 드롭 위치 정확도를 개선하십시오.
u  친환경을 위해 제작된 무독성 식물성 오일 기반 잉크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십시오.
u  제품 가이드 플레이트와 유연한 플로팅 프린트헤드로 코드 일관성을 강화하십시오.
u  새로운 고대비 미네랄 오일 비함유 잉크로 코드의 가시성과 스캔 가독성을 유지하십시오.

작동 용이성 
u  QuickDesign 소프트웨어로 간편하게 메시지를 디자인하십시오.
u  편리한 ControlPanel  터치스크린으로 간편하게 작동하십시오.
u  PAC 박스 옵션으로 바코드를 검증하여 메시지 선택을 자동화하고,  

코드 확인 및 폐기물을 줄이십시오.
u  ERP 및 MES 시스템과 통합하여 코딩 오류를 줄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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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스테인리스 강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래픽 LCD 및 ControlPanel(옵션)

 인터페이스 RS232 및 Ethernet 사용 가능

 전압/전류 100-250V, 0.2A, 0.25A(2l 베이스), 
 /주파수 100-240V, 2.5A(멀티헤드 베이스), 50-60Hz

 작동 온도 5~35°C(41~95°F)

 작동 상대 습도 10~90%, 비응결 

 소프트웨어 도미노 커넥트 및 QuickDesign 소프트웨어

 옵션 인코더, 프린트헤드 가이드, 바닥 고정식 스탠드,  
  잉크 출력 비컨, 컨베이어 가이드, 인터페이스 
  어시스턴트, 바코드 검증 키트, PAC 박스

 인쇄 역량

 라인 개수  
 (독립 모드) 8개

 바 코드 + 그래픽 가능, GS1 바코드 포함

 최대 마킹 높이 70mm(2.76”)

 인쇄 속도 75 dpi에서 최대 144m/min(473ft/min),  
  200 dpi에서 54m/min(177ft/min)  
  (바코드용으로 권장)

 잉크 옵션(오일) 2 l 베이스, 멀티헤드 베이스

 원격 프린트헤드 변수 I-기울임, V-수직

 크기 

 컨트롤러 폭: 113mm(4.44”) 
  깊이: 160mm(6.29”) 
  길이: 370mm(14.56”)

 잉크 시스템 멀티헤드 베이스 
  폭: 289mm(11.38”) 
  깊이: 227mm(8.94”) 
  길이: 453mm(17.83”) 
  무게: 16kg(35.27lbs)

 잉크 일반용 잉크: 
  검정, 초록, 빨강 및 파랑 사용 가능 
  고급 잉크: 
  고대비 미네랄 오일 비함유 검정 잉크

C-Series/1118   본 문서에 인용된 모든 성능 관련 수치 및 주장은 특정 조건에서 확보한 것으로 유사한 조건하에서만 재현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는 도미노 판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문서는 고객과 도미노 간에 어떠한 약관의 일부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