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개요

PM43
PM43c

중간급 산업용 라벨 프린터

PM43/PM43c 중간급 산업용 프린터는
유통 센터/창고 및 제조 환경 내의
광범위한 용도에 이상적입니다.
즉시 사용 – 가장 빠른 설치.
모든 환경에 완벽하게 맞습니다.
• 다양한 언어와 함께 임의로 조작 및
변경을 할 수 없는 대형 컬러 터치
스크린 또는 아이콘 사용자 인터페이스
• 환경설정 능력을 관리할 필요 없음
• 표준 IPv6 실행이 되는 유일한 CCX 및
WiFi 인증을 받은 고정 프린터
신뢰할 수 있음 – 가동 시간
극대화. 40년 간의 인쇄 혁신
방법으로 구축. 3세대 플랫폼.
• 오차 없는 정확도로 일관된 바코드
인쇄가 가능한 정밀 인쇄
• 모든 프린터에 로딩된 다중 언어 웹
페이지의 쉬운 장치 모니터링 보장
• 미디어 보호를 위해 잠글 수 있는 금속
도어의 튼튼한 금속 구조
성능 – 생산성 및 프로세스
효율성을 증대. 간단한 사용.
• 동급 프린터 중 가장 빠른 처리량
• 주변 장치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강력한 프로그래밍 능력
• 같은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결 옵션 제공

Intermec의 중간급 산업용 라벨 프린터인
PM43 및 보다 컴팩트한 PM43c는 빠르고,
즉시 설치, 고급 연결 및 입증된 신뢰성을
제공하여 가동 시간을 극대화합니다.
즉시 사용
PM43/PM43c는 받는 즉시 사용할 수 있어
최대의 가동 시간을 제공합니다. 두 가지
모델 모두 터치 스크린(10개 언어) 또는
유니버설 아이콘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를 통한 바로 알림
기능과 UI 임의 변경으로 인한 재구성
제거를 통해 전체 직원 교육 및 장비
지원에 대한 필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택적인 임베디드 RFID 칩을 통한
Intermec의 혁신적인 ‘노터치’ 구성을 통해
시장에서 가장 빠른 도입 시간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이 특허 기능은 PM43/
PM43c이 프린터 박스를 열거나 전원을
공급할 필요 없이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
상당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BT 연결로 WiFi 및 CCX 인증을
사용 할 수 있는 업계의 유일한 프린터인
PM43 및 PM43c는 무선 네트워크 통합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프린터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IPv6과 함께 Ethernet
연결 기능이 탑재되어 출고되므로,
장기간 기업의 확장성을 보장합니다.
신뢰성
Intermec 산업용 프린터의 3세대인
견고한 PM43/ PM43c는 가동 시간을
증대시키고 유지관리 비용을 줄여 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튼튼한 전체
금속 구조는 거친 산업 환경에 적합하고
혁신적인 자물쇠 시스템의 금속 미디어
도어는 미디어 보호를 보장합니다.

정밀 인쇄를 통해 잦은 미디어 조정을
방지하여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오차없는
정확도로 작은 바코드, 텍스트 및
이미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장치 모니터링이 더 없이 쉬워졌습니다.
모든 PM43/PM43c는 프린터에 웹
페이지가 장착되어 있어, Intermec의 소형
컴퓨터,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장치를 통해 프린터에서 간편한
설정, 모니터링 및 구성이 가능합니다.
Intermec SmartSystems™ 및 Wavelink
Avalanche™을 통해 제공 되는 통합 된
장치 관리 및 진단 기능은 다운타임을
줄이고 설치를 간소화 해줍니다.
성능
PM43/PM43c는 받는 즉시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ips 동급 프린터 중 가장
빠른 인쇄 속도로 확실한 생산성의 이점을
드릴 것입니다. PM43/PM43c는 라벨 표시
오류를 줄이고 프로세스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스마트한 프린터입니다. 임베디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개발된 독립형
프린터 애플리케이션은 스캐너, 저울, 키보드
및 기타 주변 장치를 직접 제어하여, 인프라
비용을 낮추고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선택 할 수 있는 올-인-원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PM43/
PM43c는 Intermec 또는 여러 종류의
프린터가 혼합된 환경에 즉시 도입할 수
있어, IT 인프라 구조에 적합합니다.
PM43/PM43c는 Intermec 미디어
제품과 공동 제작되고 테스트를 거친
정품 Intermec 미디어와 함께 사용 할 때 때
최적의 프린트헤드 성능을 보장합니다.

Intermec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 – 비즈니스
연속성을 제공하는 Intermec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는 고객 및 파트너에게
최상급의 지원, 교육, 세심한 관리 및 고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계획에 대한
요구를 위해, Intermec Medallion® 서비스
프로그램은 가장 높은 수준의 생산성,
장치 신뢰도 및 가동 시간을 제공합니다.
Medallion® Complete 지원 패키지는
하드웨어 고장, 일반적인 마모 및 돌발적인
손상을 모두 처리합니다. Intermec의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 솔루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intermec.com/services
에서 알아보세요.
설명
산업용 중간급, 감열 방식 및 열 전사 라벨 방식,
티켓 및 태그 프린터. RFID와도 사용할 수 있음.
물리적 특성
PM43: LxHxW: 483.54 x 294.61 x 284.2 mm
(19.04 x11.6 x 11.19 in)
무게: 15.82 kg (34.88 lbs.)
PM43C: LxHxW: 431.84 x 181 x 252.5 mm
(17 x7.13x 9.94 in)
무게: 12.5 kg (27.65 lbs.)
돔 도어가 장착된 PM43C:
LXHXW: 500.22X244.87X252.5 mm
(19.04X9.64X9.94 in)
무게: 12.71Kg (28.02 lbs.)
인쇄 사양
최대 너비(203dpi): 108 mm(10.80 cm)
최대 너비( 300 dpi): 106 mm(10.59 cm)
최대 너비(406 dpi): 104 mm(10.39 cm)
최대 길이: 203 dpi – 406 dpi에 따라
다름: (1.2 m) 48 in ~ (4.8 m) 191 in
RFID 표준 및 주파수
18000-6C / EPC Class 1 2세대
865-928 MHz 라디오는 FCC 및 ETSI를
포함하여 로컬 UHF RFID 규정을 준수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까운 영업소에 문의하십시오.
인쇄 속도
100 – 300 mm/s (4 – 12 ips) 가변 (203/300 dpi)
100 – 250 mm/s (4 – 10 ips) 가변 (406 dpi)
인쇄 해상도
8 dots/mm (203 dpi)
11.8 dots/mm (300 dpi)
16 dots/mm (406 dpi)
미디어
유형: 라벨 및 태그, 라이너리스 및 라이너리드 미디어
최대/최소 너비: 114.3 /19.05 mm (4.5 /0.75 in)
두께: 3 ~ 10.4 mil
구성: 롤 급지 또는 연속 용지
감지: 간격, 표시, 검은색 마크, 연속
라벨 롤 최대 직경: 212.75 mm (21.273 cm)

북아메리카
기업 본사
6001 36th Avenue West
Everett, Washington 98203
전화: (425) 348-2600
팩스: (425) 355-9551
라틴 아메리카 북부
본사 사무실
멕시코
전화: +52 55 52-41-48-00
팩스: +52 55 52-11-81-21

라벨 롤 코어: 38-76 mm (1.5-3 in)
유형: 리본
롤 최대 직경: 80 mm (3.15 in), 약 450m
코어 ID: 25.4 mm (1 in)
유형: 왁스, 중간급, 합성수지
정품 Intermec 미디어: www.intermec.com/media
인터페이스
표준:
• Ethernet 10/100 Mbps
• RS-232, 최대 115.2 kB/s
지원되는 직렬식 프로토콜:
• 지문/다이렉트 프로토콜 XON/XOFF,
ENQ/ACK, DSR/DTR, RTS/CTS
• IPL: XON/XOFF, Intermec 표준 프로토콜
• USB 2.0
• USB 호스트/부트 (PM43C의 X1, PM43의 X2)
선택적:
• Parallel IEEE 1284
• 산업용 인터페이스(8자리 입력/출력,
4 아날로그 릴레이, 1 RS232/422/485 포트)
• 듀얼 직렬식 포트 RS-232, RS-422,
RS-485 및 20mA 전류 루프
• 듀얼 USB 호스트/부트
무선:
• IEEE 802.11 b/g/n + Bluetooth
• Wi-Fi 인증됨, CCX (Cisco®) 버전 4 인증됨
• 정적 WEP (64 bit 및 128 bit), 동적 WEP
(TLS, TTLS, PEAP, LEAP, EAP-FAST),
WPA (THIP/CCKM 개인 및 엔터프라이즈,
WPA2 (AES-CCMP/CCKM 개인 및 엔터프라이즈)
• 최대한의 적용 범위를 위한 여러
개의 산업용 안테나 옵션
지원되는 프로토콜:
TCP/IP-suite (TCP, UDP, ICMP, IGMP
등), LPR/LPD, FTP, BOOTP, DHCP, HTTP,
SNMPv1/2c/3, (SMTP.SNMP-MIBII 지원 – over
UDP/IP – 개인용 엔터프라이즈 MIB 포함됨)
• IPv4 및 IPv6 지원
• 임베디드 RFID 칩을 통해 환경설정
능력을 관리할 필요 없음

바코드 기호 사용
모든 주요한 1D 및 2D 기호가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표준
UPC/EAN 출고 컨테이너, UCC/EAN 128 직렬식 출고
컨테이너, MH10.8 출고 라벨, AIAG (출고 부품 라벨),
OGMARS; POSTNET, HIBCC, ISBT 12, GM1724;
UPS 출고 라벨, GTL (Global Transport Label)
폰트
모노타입 폰트 엔진
WTLE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비 라틴어 폰트
그래픽
PCX, PNG, GIF 및 BMP 파일 형식 지원.
라벨 생성 툴로 지원되는 기타 형식.
메모리
표준: 128MB 플래시 메모리, 128MB SDRAM,
Multi-GB USB 메모리 장치 (FAT16/FAT32
USB 장치 지원됨)
사용자 인터페이스
컬러 터치 사용자 인터페이스
아이콘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언어
컬러 터치 인터페이스 및 웹 페이지는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간체 및 번체 중국어 지원
전원 공급
AC 전압: 100 ~ 240 VAC, 45 ~ 65Hz
PFC 규정: IEC320/C14
전력 소비: 대기 9W; 최고 300W
작동 환경
주변 작동 온도: +5°C ~ +40°C (+41°F ~ +104°F)
보관 온도: -20°C ~ +70°C (-4°F ~ +152°F)
습도: 20 ~ 80% 비응축
규제 승인
RoHS 준수, CE (EN55022 Class A), FCC Class A,
UL/cUL, C-Tick, 에너지 스타 인증, D 마크 및 CCC

소프트웨어
프린터 명령 언어:
• IPL
• 지문/다이렉트 프로토콜
• ZSim (ZPL)
• DSim (DPL)
• 웹 페이지 구성 인터페이스
• SAP® AII 및 Oracle® WMS
용으로 사용 가능한 XML
애플리케이션/드라이버:
• InterDriver™ Windows 프린터 드라이버
• Intermec 라벨 디자인 및 인쇄 패키지
• 프린터 구성을 위한 프린트세트

옵션 및 액세서리
RFID UHF, 라이너 테이크업이 있는 통합 셀프
스트립 장치, LTS (Label Taken Sensor), 풀 배치
라벨/라이너 리와인더, 병행 인터페이스 보드,
추가 직렬식 인터페이스 보드*, 산업용 인터페이스
보드*, 실시간 시계, 미디어 공급 허브, 접을 수 있는
리본 코어 커터, 미디어 로우 센서, 라이너리스
*IPL 펌웨어 사용 시는 해당되지 않음

개발 소프트웨어:
• Intermec Fingerprint Application Builder™ (IFAB)
(RFID 라이브러리 포함)
장치 관리 지원:

라틴 아메리카 남부
본사 사무실
브라질
전화: +55 11 3711-6776
팩스: +55 11 5502-6780

한국
전화 : +82-2-552-2484
팩스 : +82-2-552-2483
인터넷 :
http://www.intermec.co.kr

OEM 판매
전화: (425) 348-2762

유럽/중동 및 아프리카
본사 사무실
영국 레딩
전화: +44 118 923 0800
팩스: +44 118 923 0801

인터넷
www.intermec.com
전세계 위치:
www.intermec.com/locations

고객 서비스 및 지원
무료 장거리 전화(북미):
(800) 755-5505
북미 시외 전화:
(425) 356-1799

아시아 태평양 본사 사무실
싱가포르
전화: +65 6303 2100
팩스: +65 6303 2199

• SmartSystems™
• Wavelink Avalanche™

판매
무료 장거리 전화(북미):
(800) 934-3163
북미 시외 전화:
(425) 348-2726
무료 전화:
00 800 4488 8844
장거리 전화:
+44 134 435 0296

미디어 판매
전화: (513) 874-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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