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콤팩트. 연결. 일체형
작지만 모든 기능을 갖춘 LAN 데스크톱 프린터 라벨

CITIZEN CL-E300

용도
• 배송

• 물류

• 정리

• 제약

• 소매

• 의료
콤팩트
새로운 CL-E300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적합한 
프린터이며 5인치 미디어 롤에 
최대 4.5인치 폭의 라벨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연결
USB 및 시리얼 인터페이스와 
함께 이더넷 LAN 인터페이스가 
표준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CL-E300은 모든 
용도에 적합합니다. Citizen
의 LinkServer™ 웹 관리 및 
구성 시스템이 내장되어 완전한 
프린터 제어가 가능합니다.

일체형
CL-E300에는 203dpi 및 
300dpi 버전이 있으며 커터 
및 필러 옵션도 제공되므로 
저용량부터 중간 용량의 
인쇄까지 모든 감열 인쇄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
CL-E300은 사용이 
간편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라벨을 
교체하거나 설정을 
조정할 때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Energy StarⓇ 준수 전원 공급 장치를 
내장한 CL-E300 시리즈는 시장에서 가장 
환경 친화적인 라벨 프린터 중 하나입니다.



모델 CL-E300 시리즈

기술 감열식

해상도 203dpi 및 300dpi(옵션)

인쇄 속도(최대) 203dpi에서 초당 8인치(200mm/s) 300dpi에서 초당 6인치

인쇄 폭(최대) 4.1인치(104mm)

미디어 폭(최소 - 최대) 0.94인치 ~ 4.65인치(24mm ~ 118mm)

미디어 두께(최소 - 최대) 63.5μm ~ 190μm, 0.0025 ~ 0.0075인치

미디어 센서 조정식 간격 및 검정 표시 센서

미디어 길이(최소 - 최대) 에뮬레이션에 따라 6.4 – 2540mm, 0.25 – 100인치

미디어 롤 크기, 심 크기 최대 5인치(125mm). 심 1 ~ 1.5인치(25-38mm)

표준 인터페이스 LinkServer™ 포함 10/100 이더넷(LAN), USB 2.0, 시리얼 RS232C

케이스
ClickClose™ 포함 Hi-Open™ 플라스틱 케이스 
검정 및 흰색 케이스

제어판 급지/설정 버튼 및 2개의 LED(전원 및 상태)

메모리 구성 16MB 플래시(사용자 영역 4MB), 32MB SDRAM(사용자 영역 4MB)

드라이버 및 소프트웨어 프린터와 함께 무료 제공, WindowsⓇ 7, 8.1, 10, 2008R2, 2012, 2016, Linux 등 지원

크기(W x D x H) 및 무게 170 x 208 x 152mm, 6.7 x 8.2 x 6.0인치, 1.98Kgs, 4.36lbs. (AC 어댑터, 0.36Kgs, 0.79lbs)

소비 전력
110 ~ 240VAC(90 ~ 264VAC), 50 ~ 60Hz, 60W 인쇄 시 일반적 소비 전력
DOE VI / COC Tier 2 준수(0.15W 미만 무부하 소비량)

기능 및 장점
•이더넷 LAN, USB 및 시리얼 표준 장착

•작은 면적과 콤팩트한 크기로 좁은

공간에 적합

•내장형 LinkServer™ 웹 관리를 통해

손쉬운 조작 및 프린터 원격 관리 가능

•Cross-Emulation™: ZebraⓇ ZPL2 및

DatamaxⓇ 언어가 자동으로 선택되며

EPL2 제공 예정

•공구가 불필요한 인쇄 헤드 및 플래턴

메인터넌스

•미디어 교체 및 센서 조정을 포함한 모든

작업을 전면에서 처리

•라벨 간격 및 검정 마크 감지 기능을 갖춘

조정 가능 미디어 센서 표준 장착

•병원에 적합한 자동 커터 및 흰색 케이스

옵션 구입 가능

사양

모든 제품 이름은 해당 제조사의 상표입니다. ZebraⓇ, ZPL 및 EPL은 ZIH Corp의 상표이고. DatamaxⓇ 는 Datamax-O’Neil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디자인, 사양 및 사용 가능 여부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류 및 누락은 제외됩니다. © Citizen Systems Japan Co., Ltd, V.1.0“

연결
CL-E300 시리즈는 
LAN, USB 및 시리얼 
인터페이스가 기판에 
내장되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 프린터에 곧바로 연결할 수 있는 
LinkServer™ 관리 도구를 통해 원격으로 프린터를 조작하고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벨
CITIZEN CL-E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