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X2 Series 

RX2 Series 소문자용 잉크젯 시스템

특·장점

제품 성능의 우수성과 신뢰성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HITACHI의 대표적인 신형 Continuous 
Ink Printer

HITACHI만의 용제 증발 억제 시스템 밝고 선명해진 10.4인치 터치스크린

고속/고품질 인자 실현
신개발 ECIS시스템 탑재(RX-H모델)

유연한 설치 패키지(설치성이 한층 더 향상됨)

• 데이터 저장 기능강화: 데이터 메모리가 최대 2000개로 확장됨(그룹 관리 기능도 제공)

• USB메모리 호환: 일반 USB메모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백업 기능

• 효율적인 관리가능: 전면에 순환계통 커버 개방이 가능하여 잉크 및 필터 교환등 유지보수가 용이함.

• 자동전원 OFF기능: 노즐 세정과 전원 off가 하나의 버튼으로 가능

• 배기순환 시스템(ECIS:Exhaust Circulate System)개발로 용제 증발량 반감

• 분리형 조작 패널 사용으로 원격 조작 가능

• 방진 및 방수 능력 강화(IP65)

• 협소한 설치 공간을 위하여 프린터 헤드가 90도 전환 가능

• 신형 노즐 개발로 여진주파수를 약 9% 올려 인자속도 향상

• 단위 시간당 생산성 향상

타 장비와의 대응력

• RS232C의 전송속도를 115,200bps(PXR의 6배)로 빨라짐. (RX-BD에선 옵션적용)

• I/O단자에 PNP/NPN모두 적용 가능, 다양한 외부장치와 연결 가능

• 이더넷 적용으로 LAN통신이 가능(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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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oncept IJP
HITACHI 잉크젯 프린터 RX 시리즈의 키워드

신뢰성 정확성 간편성

• 신뢰성 : 오랜 역사와 경험으로 축적된 HITACHI의 기술력

• 정확성 : 고속에서도 정확하고 정밀한 인쇄

• 간편성 : 간편한 인터페이스와 손 쉬운 유지보수 

신뢰성

정확성

간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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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2 Series

RX2 Series 소문자용 잉크젯 시스템

표준사양

모델

RX2-BD160S RX2-SD160S RX2-HD160S

노즐구경 65㎛

최고속도(글자수/초) 837자(127m/min)
1256자(Option:2,513자)

(192m/min)
2513자(383m/min)

최대 인쇄 줄 수 3줄 3줄(Option:5줄) 5줄

최대 인쇄 글자 수 60자 120자(Option:240자, 1000자) 1000자

사용가능 FONT
5×5, 5×7(8), 9×7(8), 7×10

10×12, 12×16, 18×24

5×5, 5×7(8), 9×7(8), 7×10
10×12, 12×16, 18×24
(Option:4×5, 24×32)

5×5, 5×7(8), 9×7(8), 7×10
10×12, 12×16, 18×24, 24×32

최대 메세지 저장 24메세지
48메세지

(Option:150메세지, 2000메세지)
2000메세지

인쇄높이 2~10mm

표준 인쇄 글자 알파벳&숫자(A~Z, a~z, 0~9), 심볼(27), space: Total 90

한글&로고 저장 고정크기: 각 Font 별 50패턴
고정크기: 각 Font 별 200패턴

사용자지정: 각 Font 별 50패턴(최대32×320)

바코드&2D인쇄 -
Code39, Code128, ITF, NW-7, EAN-13, UPC-A, EAN-8

Data Matrix, QR Code(SD160S: Data Matrix, QR Code & DIN 인쇄 Option) 

부가기능
Calendar, 카운트, Font 매트릭스, 패스워드보안 기능, Chimney &DIN인쇄 - 5×3, 5×5, 7×5, Font 1줄

(BD Model : Chimney & DIN 인쇄 적용 불가, SD Model : Chimney & DIN 인쇄  Option)

화면 & 입력방식 10.4" 칼라 TFT LCD 터치 패널(WYSIWYG 디자인)

데이터 저장/이동 USB 메모리

외부통신기능 115, 200bps RS-232C 통신(BD Model: Option), Ethernet(Option)

메이크업소모량 20℃ 기준 5㎖/h(200h/ℓ)

표준사양

Standard Printing Samples

DIMENSIONS(mm)

헤드 케이블 길이 4m 온도 0~45℃ (JP-K67, JP-K69기준)

전원
AC 100~120 / 200~220±10%

50/60Hz 150VA
습도 30~90% R.H.(no condensation)

외관 IP45~IP65 제품크기 400×340×480mm(가로×세로×높이)

인증마크 CE, UL, cUL, C-Tick, FCC, ICES 무게 2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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