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의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

코닥은 월드 베스트 셀러 CTP인 Kodak Trendsetter모델을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하여 새로운 디자인과 더욱 강

력해진 성능을 갖춘 Kodak Trendsetter Q800 CTP를 새롭게 출

시하였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인쇄시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

탕으로 탄생한 새로운 Trendsetter Q800 CTP는 환경까지 생각한 

Kodak Sonora XP 무현상 판재를 지원하며, 최신 하드웨어 구성 및 

향상된 가동성을 갖추었습니다. 더욱 빨라진 처리속도와, 신뢰성, 안

정성 및 고품질 써멀 이미징 기술로 효율적으로 고객들의 기대를 충

족시킬 것입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인쇄시장에서의 성공적인 비즈니

스를 위한 Kodak Trendsetter Q800 CTP의 투자를 통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신뢰성 있는 유연한 판재 생산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생

산하는 CTP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Kodak Trendsetter Q800 CTP

는 전가공 작업을 최적화하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

라 자동화와 속도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 현장에서의 속

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여 고객 사업의 확장에 따른 장비 업그레이

드도 가능합니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이미징

Kodak SQUARESpot 이미징 기술은 이제 Kodak Trendsetter 

Q800 CTP 전 기종에 기본으로 장착되어, 판재 에멀전 감도 및 현

상기 변화 그리고 레이저 파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확하고 안정적

인 이미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안정성은 판재 재출력을 줄이며 다

양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원가 절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

품질 이미지 출력에 따른 차별화를 제공합니다.

Kodak Trendsetter Q800 CTP를 10-마이크론 Kodak Staccato

스크리닝 및 코닥 디지털 판재와 함께 사용하면 놀랍도록 실제감이 

느껴지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생산성 및 환경까지 고려

Trendsetter Q800 CTP로 품질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환

경적인 영향까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설치 공간을 대폭 줄일 수 있

을뿐만 아니라 폐기물 및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Kodak Sonora 

무현상 판재는 현상과정과 현상액 사용이 필요 없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대폭 줄이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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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ak Trendsetter Q800 Platesetter

일반 사양

기술 830mm 써멀 이미징 플레이트세터, 반자동식, 외장 드럼

판 장착 / 탈착 시스템

기본 : 수동 플레이트 장착 및 탈착

자동 탈착 : 플레이트 처리기와 스태커를 위한 수동 플레이트 장착과 자동 탈착 : 자동 플레이트 순환

오토로더 : 간지(0.3mm) 없이 최대 40장까지 자동으로 판 장착 및 탈착

실행 사양

1030 x 838mm (40.5 x 33 in.)

크기의 플레이트.

2400dpi 1, 2로 처리량

기본 및 자동 탈착 :

F 스피드 = 22장 / 시간

X 스피드 = 34장 / 시간

오토로더 :

F 스피드 = 24장 / 시간

X 스피드 = 42장 / 시간

재현도2 ± 5 microns (± 0.2 mil) 드럼 왼쪽에서 노광된 동일한 두 판의 오차

정확도3 ± 20 microns (± 0.8 mil) 서로 다른 트렌드세터 플레이트세터에서 읽힌 두 판의 오차

가능(Registration)3 ± 25 microns (± 1.0 mil) 이미지와 판 끝의 오차

워크플로우 호환성 Kodak Prinergy 워크플로우 제품군, 타사 워크플로우 시스템

이미징 사양

해상도 2400 dpi (94.4 dpmm) 또는 1200 dpi (47.2 dpmm)

스크리닝 최대 450선 / 옵션 : 25-, 20-, 10-micron Kodak Staccato 스크리닝

최대 판재 크기 :

둘레 x 드럼 따라

기본 :

838 x 1143 mm

자동 탈착 :

838 x 1118 mm

오토로더 :

838 x 1118 mm

최소 판재 크기 :

둘레 x 드럼 따라
267 x 215 mm

383 x 270 mm

수동 탈착 :

267 x 215mm (10.5 x 8.5 in.)

383 x 270 mm

수동 장착 및 탈착 :

305 x 215mm (12 x 8.5 in.)

최대 이미지 영역 :

둘레 x 드럼 따라
827.9 x 1143 mm 827.9 x 1118mm 827.9 x 1118 mm

본체 특징

크기 (높이 x 너비 x 깊이)

기본 :

160 x 200 x 120 cm

자동 탈착 :

210 x 200 x 180 cm

높이는 탈착 테이블에 올려진 상태임

오토로더 :

210 x 200 x 180 cm

무게 650 kg 744 kg 750 kg

1. 출력속도와 처리량은 미디어 감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수치는 미디어 감도 120mj/cm2 기준입니다.

2. 코닥 워크플로우 솔루션으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테스트 환경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면 코닥에 문의하십시오.

3. 사양은 최대 판재 사이즈, 총 온도 범위에서의 성능 기준입니다.

4. 기본 플레이트 측정치는 0.14 - 0.3mm 입니다. 옵션은 플레이트 측정치 0.14 - 0.4mm (0.0055 - 0.016 in.)에서 가능합니다.

    플레이트 측정치 0.14 - 0.2 mm 에서는 최소·최대 판재 사이즈간 차이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코닥 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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