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EROFOLD PLUS

AEROLAMI

AEROCUT PRIME
AEROLAMI
자동급지 · 자동재단 완전자동 디지털 라미네이터!

 온도조절범위

히터롤러

롤러 압력

디컬링장치

재단방식

필름텐션 조절장치

배출스태커

옵션

Off / 80 - 160 °C

단면: 상부 125mm dia. (스틸) / 하부 125mm dia. (고무)

양면(옵션): 상부 125mm dia. (고무) / 하부 125mm dia. (고무)

최대공압 1,500kg

다이얼식 조절장치

자동재단

필름샤프트 장치

최대용량: 350mm / 적재중량: 최대 200kg

높이 & 각도 조절 (개스 스프링) 바퀴와 핸들 포함,

옵션으로 추림장치된 스태커

필름슬리팅칼, 양면코팅용 키트, 추림기능 스태커

AEROLAMI 자동코팅기

동급 최강 분당 20M속도의 놀라운 생산성

자동급지와 자동재단! 완전자동 디지털 라미네이터

최대 520(W) x730(L)mm · 400 gsm 

옵셋 및 디지털 출력물 350mm까지 적재

급지간격 자동조절 및 오버랩기능

본사 및 전시장 :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25 와이피엘B/D  T:1544-8737

전국영업소    경기 1544-9434  광주 062)226-8777  대구 053)253-7677
대전 042)625-3877  부산 051)462-2214  창원 055)266-7054
천안 041)572-8086  강원 033)253-1234

수입판매원

인쇄후가공 장비의 자존심! 110년 진보된 일본                       名品기술UCHIDA

이전에 없던 가장 이상적인 제품으로서

최신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최상위 레벨의 우찌다 제품입니다.

전세계 80개국. 인쇄관련업체, 국가공인기관에서 사용중인 인쇄후가공시스템!

4.3인치 컬러 터치스크린 패널 설치간편한 필름거치대 추림기능 적재카트 (옵션)

에어식 자동급지대

★ 편리한 옵션장치

    양면코팅/추림기능스태커/슬리팅나이프



AEROCUT PRIME

제품 기능

급지가능 종이규격

최소 작업규격

종이 중량

디스플레이/운전

작업 메모리

급지방식

작업속도 (장/분)

옵션장치

슬리팅 · 크로스커팅 · 오시 · 미싱 · 줄오시 · 슬리팅-줄오시

(W) 210 x (L) 210 ~ (W) 370 x (L) 680 mm

(W) 55 x (L) 45 mm

120 ~ 400 gsm

7인치 컬러 터치스크린

263 내장 메모리작업 (100 + 50 사용자 설정작업 메모리)

상부벨트 트레이급지방식 (특허)

명함 9x 21장 (SRA3) · 엽서 14x 8장 (SRA3)

연하장 15x 4장 (SRA3) · 리플렛 A3재단+1회오시 21장 (SRA3)

명함슬리터장치 · 이온발생장치 · 배출테이블

접지 위치 세팅

최대 용지 규격

최소 용지 규격

작업 속도 
(A4반접지기준)

용지 품질

용지적재용량

옵션

EZF-100

수동

크로스접지용 가이드

EZF-500

자동

EZF-600

자동

AEROFOLD PLUS

자동

(W) 330 x (L) 488mm

(W) 120 x (L) 210mm

18,000장 (5단계 조절가능)

52.3 ~ 160gsm (최대230gsm 반접지시)

800장 (80gsm 용지기준)

미싱 · 오시 · 630mm 접지용테이블

EZF-200

수동

-

AEROCUT PRIME

가로(슬리터) · 세로(길로틴) 재단장치

7인치 컬러 터치스크린 컨트롤

확장 급지테이블 명함받이 및 적재트레이

초정밀 레이저급 정밀성과 내구성으로 작업 퀄리티 보장

쉽고 빠르게 작업하는 7인치 컬러 터치스크린 컨트롤

4방향재단 · 십자오시/미싱/점프미싱의 멀티기능

다양한 재질에 에러 없이 대응하는 세계특허 ‘Tri-Suction’ 에어급지 시스템

다양한 디지털 칼라출력물 접지작업에 최적합

재질에 상관없이 800장 대용량 급지테이블

최대 330*488mm 용지 시간당 18,000장의 고속접지

비규격용지까지도 초간편 자동세팅 공간절약 컴팩트한 사이즈

최강의 성능으로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복합 후가공기

모방하고싶은 기술 UCHIDA 名品 접지기!

EZF-200

EZF-600

AEROFOLD PLUS

표준모드:2,400장/6,000장/10,800장

저소음모드:3,600장 / 두꺼운종이모드:3,600장

쾌속모드:14,400장

46.5 - 140gsm (반접지시: 최대210gsm)

(W) 300 x (L) 432mm

(W) 91 x (L) 128mm (반접지 시)

500장 (64gsm 용지기준)

1,800 ~ 14,400장

46.5 - 160gsm (최대230gsm 반접지시)

미싱 · 오시 · 반칼

편(便)

370Ⅹ680mm 용지규격, 

400gsm Paper

263종 프로그램메모리

+150종 비정형메모리

시간당 15,120장 명함생산 

Post card 6,720장 

플러그인 프로그램

디자인을 모방해도 110년 전통을

카피할 순 없습니다!

에어식 탁상용접지기
AeroFold Plus

탁상용접지기 EZF SERIES

광(廣)

다(多)

속(速)

더 쉽게! 아이콘으로 안내하는 터치스크린(500/600모델), 
작업모드 선택버튼(100/200모델)

더 편리하게! 롤러분리장치로 클리닝과 유지관리 간편

F시리즈 대비 접지속도 60% 향상! 
시간당 14,400장

더 빠르게!

저소음모드 선택시 소음 50% 경감더 조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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