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11WT

WHITE - 그래픽 및 텍스타일 전용
고품격 A4 컬러 프린터
C711WT - 창의성과 디자인의 장벽을 제거 한
A4컬러 프린터
변화가 빠른 인쇄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전문가에게 있어 경쟁력을 지닌다는 것은 적은
비용으로 창의적인 가능성을 열어주며, 기존의
인쇄 작업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A4
컬러 프린터 입니다.
무엇보다도 화이트의 인쇄가 결과물의 품질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업이라면, 트루
화이트(True White)를 할 수 있는 C711WT는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CMYK를 넘어선 확장된 분야

스마트한 인하우스 인쇄

생생한 풀 컬러 인쇄를 제공하고 흰색(White)
을 지원함으로서 디스플레이 용품, 티셔츠,
판촉상품등 그래픽 비지니스의 다양한
부분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화이트 토너 인쇄는 디자이너, 그래픽
스튜디오, 판매 제조업체 및 기타 그래픽
기반의 기업들에게 인쇄, 가공 및 생산의
새로운 유연성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여
필요로 할 때 언제나 필요한 인쇄물을
제공합니다

■ 최대 ProQ2400의 해상도로 고화질(HD)
컬러의 놀라운 결과물
■ 투명한 매체 및 텍스타일 인쇄를 위한
화이트 토너 포함
■ 전사지, 투명 필름 작업을 위한 화이트
트랜스퍼 모드

CMYW - 첫번째 디지털 프린터
지금까지 흰색으로 인쇄를 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OKI의 디지털 인쇄기술을 사용하여
A4 크기와 250gsm까지 다양한 컬러의
미디어와 필름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오키의 Single Pass Color TM기술로 용지
걸림 현상을 최소화 하여 다양한 중량 및
사이즈의 결과물을 제작 가능
■ 자동 농도 보정 기능과 컬러 수정 기술로

■ 어두운 배경의 인쇄
■ 티셔츠 전사 인쇄 및 상품제작
■ 소량 다품종 포장 및 샘플
■ 윈도우 그래픽 및 클리어 필름
■ 크레이티브한 초대장
■ 매뉴 등 다양한 부분에 적용
그동안의 CMYK에서의 하지 못했던 디자인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일관된 품질 관리
■ 직선형의 용지 경로로 인쇄 속도가 빨라져
시간과 비용 절약

높은 내구성 및 신뢰성
오랜 기간 신뢰 받아 온 오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결과물과물이 보장되며,
합리적인 가격과 낮은 운영비용으로 신속한
주문형 인쇄에 안성 맞춤 입니다.

Print Smart, Print OKI!

C711WT - White Toner Colour Printer
프린터

폰트 지원
프린터 폰트 80 PostScript 폰트

인쇄 속도 A4: 34ppm
첫 장 인쇄 시간 9 초
예열 시간 전원을 켠 후 60 초, 절전모드에서 35초

프린터 관리
메모리 Standard RAM: 256MB; Maximum RAM: 768MB

프로세서 속도 533MHz

온도/습도

인터페이스 및 소프트웨어

보관 온도/습도: -10℃~43℃, 0%~90%RH

연결성 Hi-Speed USB, 10/100-TX Ethernet

전력 공급 단상 220~240VAC, 주파수 50/60Hz +/- 2%

프린터 언어 PostScript 3
TCP/IP: ARP, IPv4/v6, ICMPv4/v6, TCP, UDP, LPR,
FTP, TELNET, HTTP(IPP), BOOTP, DHCP, SNMPv1/v3,
DNS, DDNS, UPnP, Bonjour, WINS, SSL/TLS, SMTP,
POP3, SNTP, WSDPrint, JetDirect protocols. NetBI네트워크 &프로토콜 OSoverTCP, NetWare 3.x, 4.x, 5.x,6 with full NDS and
NDPS support:- PServer, RPrinter, NDPS
전용 OKI NDPS Gateway지원. AppleTalk: ELAP, AARP,
DDP, AEP, NBP, ZIP, RTMP, ATP, PAP. NetBEUI:SMB, NetBIOS. 기타:EAP

OS 호환성1

작동 온도/습도: 10℃~ ~32℃ (17℃~27℃권장) /
20%~80% RH (50%~70% RH 권장)

전력 소비

평균: 600W; 최대: 1300W; 대기: 100W;
절전: <15W; 슬립: 1.2W

소음 수준

구동: 54dB(A); 대기: 37dB(A);
절전: 주변 소음 수준

제품 크기 (HxWxD) 389 x 435 x 546mm
제품무게5 28kg

Windows XP Home / XP Professional (32bit & 64bit) /
Server 2003 (32bit & 64bit) / Server 2008 (32bit & 64bit)
/ Server 2008 R2 (64bit) / Vista (32bit & 64bit) / 7 (32bit
& 64bit); Mac OS X 10.4 - 10.7.x

월 출력 매수

최대: 30,000 매/월;
권장: 3,000 매/월

품질 보증 국내 1년 무상 보증

IPv6, 802.1x 인증, SNMPv3, SSL/TLS, MAC 필터링, IP

네트워크 보안 필터링, IPSec, SMTP-Auth, Protocol ON/OFF, Protocol

추가 옵션

Port No. Change
2단 용지 트레이 530매
유틸리티 OKI LPR2, Gamma Utility
3단 용지 트레이 530매
메모리 256MB/512MB

용지 처리
기본 용지 용량

트레이 1: 530 매 (80gsm)
다용도 트레이: 100 매 (80gsm)

옵션 용지 용량

트레이 2: 530 매 (80gsm)
트레이 3: 530 매 (80gsm)

최대 용지 용량 1,690 매 (80gsm)
트레이 1/2/3: A4, A5, B5; 다용도 트레이: A4, A5, B5,
A6; 10 Envelopes (Com-9, Com-10, DL, Monarch,
용지 크기 C5); Labels (Avery 7162, 7664, 7666);
사용자크기 (최대 1200mm 배너)

소모품
토너 카트리지* White: 6,000매
토너 카트리지** CMY:11,500매
이미지 드럼*** White: 6,000매
이미지 드럼*** CMY: 20,000매
이동 벨트 30,000매
퓨져 유닛(정착기) 30,000매

용지 중량 트레이 1/2/3: 64~220gsm; 다용도 트레이: 64~250gsm
용지 배출 350 매 인쇄면 아래, 100 매 인쇄면 위 (80gsm)

*토너: A4 @5% 커버리지; **토너: A4 ISO/IEC 19798; ***드럼: 3페이지 작업 A4 기준.
초기 토너 CMY 4,000매, 화이트 2,300 매

인쇄 품질
해상도 ProQ2400 멀티레벨 기술, 1200 x 600dpi, 600 x 600dpi
컬러 매칭 Auto Colour Balance
1

최신 드라이버 버젼 및 OS 지원은 OKI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윈도우 전용; 3 모든 소모품 포함

소모품 정보: 본 제품은 OKI Printing Solutions의 정품 소모품을 사용하여 작동시킨 경우에 한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설계 및 제작 되었습니다.
정품이 아닌 경우에는 인쇄 및 프린터의 성능에 손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성능에 대한 사항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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