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한 설치. 간단한 통합. 간단한 코드

이해하기 쉬운 사용법, 간단한 설치 및 고해상도 2차 포장, 
배송포장, 아웃케이스 코딩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Thermal Ink Jet Case Coding



Simple to use 
G20i 의 조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안
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모바
일 디바이스, 무선 키보드, PC 연결을 통
하여 프린트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통
합 photocell 는 자동으로 프린트 순환
을 시작합니다. 

Compact and versatile 
컴택트한 G20i 는 기존의 생산 라인에 간
단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어
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간 및 접근에 
제한이 있는 곳도 문제없이 마킹을 수행
합니다. 

High quality print
도미노 만의 특화된 잉크를 사용 최대 600X600 dpi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열전사 잉크젯 마킹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고품질 코딩을 보장합니다.  

Robust and reliable
통합이 쉬운 유동적 마운팅 블라켓 및 프
린트 헤드 가이드 플레이트는 외부 손상
으로부터 프린트와 프린트 헤드를 보호하
여 가동시간과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모
든 부품들은 잉크 카트리지 안에 포함되
어 있어 유지보수에 따르는 가동 중단시
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Good to know
G20i 는 아웃케이스 코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솔루션입니다. 
저희 도미노 제품은 비즈니스 성장 및 발전과 함
께 고객의 코딩 솔루션의 범위도 확장시켜 드릴 
것 입니다.  
G130i 는 2개의 헤드를 사용하여 최대 프리는 
높이 25.4mm 을 프린트를 하거나 독립적인 2개
의 생산라인을 운영 또는 양 측면 케이스 코딩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최대 70mm 높이의 대형문자 프린트는 피아조 
방식을 사용하는 도미노 C series 에 의해 
지원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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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cost of ownership
전문 설치 엔지니어 없이도 셀프로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한 도미노 G20i 는 
높은 가격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및 설치에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
의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에 필요한 별도의 서비스 지원이 필
요하지 않습니다. 

공급망을 따라 제품의 추적 이력관리 규정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2차 아웃케이스 포장에 이 정보를 프린트
하고 기록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코딩 기계는 에러없이 모든 포장에 빠르게 메시지를 교체할 수 있고 고해상도 프린트가 가능하며 견고한 작동 
및 세팅이 쉬워야 합니다. 

Integrated solution
도미노에서 자체 개발되고 제작된 잉크는 카톤 및 보드 제질에 높은 대비율
을 가져다 줍니다. 이 잉크들은 도미노 G20i 가 2차 포장, 제품 배송 케이스
에 완벽한 텍스트, 로고, 바코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Fit and forget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지 않는 G20i 설치
는 매우 신속하고 간단하게 이루어 집니
다. 설치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의 패키
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시스템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문 기술 
및 도구 없이도 20 초 안에 카트리지 교
체가 가능합니다. 

Versatile small character case coding solutions



Technical Specification G20i and G13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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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reserve the right to change the design or specification of our products without notice. Some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brochure is general in nature and customers should check that it is applicable to their individu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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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30iG20i

 Models G20i G130i
 Outer case Coding One side of box coding One or two side of box coding

 Coding options  alphanumeric texts, 1D barcodes, graphics  alphanumeric texts, 1D + 2D barcodes, graphics

 Print heads 1 embedded print head 1 or 2 remote print heads

 Print height 12.7 mm / 0.5” 25.4 mm / 1” / (2 x 12.7mm) 

 Print speed  Standalone mode: 60 m/min (197 ft /min) @ 300 dpi to  30m/min (98 ft/min) @ 600 dpi to  
  180 m/min (590ft/min) @ 100 dpi  300m/min (984 ft/min) @ 60 dpi 
  PC mode: 30 m/min (98 ft/min) @ 600 dpi to 
  180 m/min (590ft/min) @ 100 dpi 

 Print detect Embedded photocell 1 or 2 remote photocells

 Line speed   G20i for use at constant product line speed  For varying product line speeds optional RS422 Shaft Encoder 

 Display 2,8” 256K colour WYSiWYG  Graphical TFT display, WYSIWYG entry

 User Interfaces 71.12mm / 2.8”, 256K colour display embedded Display and keyboard embedded in print controller  
  in print head controller Data entry with (1) Android  
  based application (2) keyboard or (3) PC application

 On board controller English (default), Simplified Chinese, French,   English, German, French, Czech, Danish, Spanish, Italian, Portuguese, 
 languages German,Spanish, Russian, Portuguese,    Swedish, Polish, Chinese, Korean, Russian, Hungarian, 
  Korean, Polish and Vietnamese Dutch, Serbian, Latvian and Turkish 

 Android app languages English (default), Simplified Chinese, French, German, Spanish,  –  
  Russian, Portuguese, Korean, Polish, Vietnamese,    
   Thai, Indonesian (Bahasra) and Japanese    

 External memory USB 2.0 USB 2.0 

 G-Series i-Tech features   Automatic ink cartridge detection, automatic ink Automatic ink cartridge detection, automatic ink 
  parameter setting, automatic ink level recording parameter setting, automatic ink level recording 

 Inks Fast drying water based ink for  Fast drying water and solvent based inks for 
   porous and semi-porous substrates porous and non-porous substrates

 Target applications One side of box coding, multiple line messages two-head applications: dual-side coding or print heights 
   possible with overall max height 12.7mm; black ink only up to 25.4mm; selection of coloured inks; optional 
   AutoSwap function enables cartridge change  
   during continued ope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