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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편집기능을 통해 상품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라벨프린팅저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CL5500 series

CL-Works PRO

CL5200 series

강력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초당 100mm의 고속인쇄

카셋타입 적용으로 쉬운 용지교환 

다양한 바코드와 인쇄포멧 지원

8,000개의 상품정보(PLU)를 저장가능

상품 성분에 관한 정보를 200개 저장 가능  

모델명 CL5500 series

최대표시 (kg) 6/15 15/30 60/150

한눈의 값 (g) 2/5 5/10 20/50

분해도 1/3,000 (Dual interval)

디스플레이 타입 7 Segment LCD + Graphic LCD

프린터 속도 (mm/s) 100

라벨사이즈 (mm) 폭: 40 ~ 60, 길이: 30 ~ 120

사용온도 (℃) -10 ~ +40

사용전원 AC 220V, 50/60Hz

짐판 크기 (W x D) (mm)
B, P, R, S: 383 x 273

H: 435 x 293 / D: 380 x 270

제품 크기 (W x D x H) (mm)
B: 408 x 432 x 173 / P: x 408 x 493 x 542
R: 408 x 493 x 607 / H: 420 x 281 x 706
S: 408 x 493 x 703 / D: 396 x 464 x 612 ▶CL5500-S▶CL5500-H▶CL5500-R

▶CL5500-P

▶CL5200-P

▶CL5500-B

▶CL5200-B

▶CL5500-D

옵션 : 무선 LAN카드, PC관리 프로그램

옵션 : 무선 LAN카드, PC관리 프로그램

8,000개의 상품정보(PLU)를 저장가능

상품 성분에 관한 정보를 200개 저장 가능

라벨교체가 편리한 카트리지 방식

45개의 기본 라벨 양식 내장

사용자 취향에 맞는 라벨양식 설정 가능

모델명 CL5200 series

최대표시 (kg) 6/15 15/30 60/150

한눈의 값 (g) 2/5 5/10 20/50

분해도 1/3,000 (Dual interval)

디스플레이 타입 Graphic LCD (208x48)

프린터 속도 (mm/s) 100

라벨사이즈 (mm) 폭: 40 ~ 60, 길이: 30 ~ 120

사용온도 (℃) -10 ~ +40

사용전원 AC 220V, 50/60Hz

짐판 크기 (W x D) (mm) 380 x 250

제품 크기 (W x D x H) (mm) B : 410 x 441 x 180 / P : 410 x 500 x 450

•저울의 PLU, 상점정보, 키패드 등의 정보를 관리

•네트워크를 통한 저울데이터 동시전송

•정산내역 데이터 베이스 저장 및 출력

라벨프린팅저울 전용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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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AK플라자 등 

대형마트 :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빅마켓,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중소형마트 : 파머스마트, GS슈퍼마켓, 텃밭마켓, 바로마트, 베스트마트, 진로마트, 원마트 등

사용분야 및 납품사례

파트너쉽

포스저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