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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젯 다크 노컷 A,B (짙은색용 고급) 열전사지
2-페이퍼시스템 LED-/ 레이저 프린터 일반 칼라토너 및 백색 토너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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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일 포맷
인쇄 파일은 왼쪽에 정해진 형태만 인쇄가 가능하다. 코렐드로(Core Draw)
로 작업할 것을 권장하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토 혹은 포토샵을 이용해서
작업한 파일도 가능하다.

가능 프린터 파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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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쇄 전 작업
• 장치를 켠다.
• Calibration 메뉴에서 „Reg. -Adjust ” 을 차례로 선택해서 인쇄핀트가
맞는지 확인한다.
• 시안,마젠타,옐로우,블랙/화이트 순으로 테스트인쇄한다.

• 낡은 드럼은 인쇄 불량의 원인이된다. 경고 문구가 뜨면 인쇄품질을
살피고 필요시 드럼을 교체해준다.

CMYK (백색 인쇄 아닌 일반 칼라 인쇄
• 오른쪽 칼라 농담 표시를 보고 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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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결과를 얻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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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린터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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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모드 :
종이 급지:
Color Setting:
Cyan
Magenta
Yellow
White
Black

OKI ES7411WT/
OKI C711WT

투명
다목적 트레이
0
+2
+1
–3

OKI ES9420WT/
OKI C920WT

투명
다목적 트레이
0
+2
+1
–3

OKI ES9541/
OKI C941

투명
다목적 트레이
꼭 FOREVER
전사용 RIP 사용

OKI LED
CMYK

투명
다목적 트레이
0
0
0
0

ES7411WT/C711WT:
.

칼라 세팅을 잘 해야 좋은 인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투명 필름이 아닌 다른 종이 조건으로 사용한 경우는
프린터를 완전히 끄고 20분 뒤 다시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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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드러운 터치를 위한 사진이나 그래픽의 래스터라이즈
• 왜 래스터화가 필요한가?
백 그라운드가 있는 그래픽이나 사진이라도 섬유의 부드러운 촉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래스터화를 해 줄 필요가
있다. 립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래스터화를 해 주면 스크린 인쇄 보다 더 부드럽고 세탁성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5. 섬유 선택
•

면 섬유를 선택시 신축성이 작은 섬유를 가급적 선택한다. (스판 금지). 신축성이 좋은 섬유는 늘어날 때 인쇄가
떨어지거나 깨질 수 있다.

6. 열 전사 프레스 기계
• 가능하면 프레스 위 아래 테프론 시트를 빼고 작업하세요 .
이유: 테프론이 너무 열을 흡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음.
•

실리콘 패드는 상태가 좋은지, 프레스 밑판에 잘 붙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유: 만일 위 아래 판이 일정하게 접촉하지 않으면 B- 코팅지를 A- 필름 인쇄지에 전사할 때 (특히 큰 사이즈의 이미지)
완전한 전사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 특히, 기계가 노화 되었거 나 잘못 설치 되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프레스 온도가 세팅된 온도에 다달 했는지 확인 후 프레스를 닫아서 약 30 ~60 초간 프레스 판을 예열한다 .
이유: 프레스 아래 열판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예열이 반드시 필요하다.

• 밑 실리콘 패드는 너무 부드럽지 않은 것이 좋다.
.
• 항상 전사물은 프레스의 정 가운데 위치한다.
이유: 어떤 프레스들은 주변 온도와 압력이 일정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7.A & B 시트 의 분리
• 두 시트지를 분리하는 작업은 프레스 위에서 한다.
이유: 너무 빨리 식어버리면 분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두 시트를 너무 급하게 빨리 분리하지 마라.
이유: 너무 빨리 분리하면 부분적으로 찢어지거나 분리가 안될 수 있다.
• 두 시트를 프레스에 평평하게 올려 놓고 천천히 분리한다
이유: 그래야 일정하게 분리가 될 수 있다 .
• OKI ES9541DN/C941DN 프린트물 분리:
이 CMY & K 토너는 폴리머 토너이므로 다른 프린터 보다 토너의 열기 가 더 오래 머문다. 그러므로 B 시트지를 3~5초
문질러 줘서 약간의 열기를 식혀준 뒤 분리한다.

8. 전사 공정
• 내열 테이프로 A -필름지의 4 면을 부착한다.
이유: 프레스에서 섬유를 꺼낼때 끝 부분이 떨어지거나 원하지 않는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9. 프레스 공정 후
• A 필름을 완전히 식은 뒤 떼어낸다. .
이유 : 덜 식은 상태에서 떼어내면 불량의 워인이 될 수 있다.

(주) 써니스코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74번길 7-11
eMail: sunny@sunnyind.co.kr
• w eb: www.sunnyscopa.co.kr
Tel.: (031)904-2931,905-6721 • Fax: (031) 905-2937

레이저젯 다크 노컷 A,B 더블 시트 열전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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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시트지의 코팅면이 밑으로 가도록 A-필름지
위에 맞춰서 올려 놓는다.

CBA
321
3.

인쇄 된 A-필름지를 프레스기 열판에 똑바로
올려 놓는다.

5.

CBA
321

열판 (예열됨)

B-시트지 위에 백지 한장을 올려 놓아 프레스
윗판에 B-시트지가 달라붙지 않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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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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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B-시트지 사이즈는 조금 작게 해야 열 프레스에
잔여 풀이 묻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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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 프레스 온도 155-165°C (315-330°F) 에서
90 초간 3-4 바 압력으로 누른다.
( 풀사이즈 백색토너 잉크는 120 초)
OKI
White
Toner

150-160°C
300-320°F

CMYK

150-160°C
300-320°F




2-3
bar



A-필름지에 미로(뒤집기) 이미지로 인쇄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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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bar

90-120
sec.



90-120
sec.



CMYL 토너 잉크 제조 업체마다 토너가 다름으로 최적의 조건은 시험을
통해 찾아 볼 것. 위 자료는 참조용임.

7.

B-시트지를들지 말고 말아 올리듯이 천천히
A-필름지로 부터 분리한다.


9.

x

P열 프레스의 밑판에 티셔츠를 올려 놓고 그
위에 A-필름을 내열 테이프로 고정한다. 10.
Press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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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필름지 코팅 안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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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섬유별 조건으로 열 프레스 한다.
코튼(면): 150 -160°C (300-320°F)for 30 초., 2-3 bar
폴리에스터: 125-135°C (257-275°F)for 30 초., 2-3 bar
폴리프로필렌: 105°C (220°F) for 3 초., 2-3 bar
염색된 천: 140-150°C (285-305°F)for 30 초., 2-3 bar
종이/카톤: 100°C (210°F) for 15 초., 1-2 bar
책카바: 110-120°C (230-250°F)for 15 초., 1-2 bar
11. 완전히 식은 뒤 필름을 제거한다.
12. 광택을 없애고 세탁성을 높여주기 위해 무광
실리콘지를 대고 아래 조건으로 눌러준다 .
• 코튼(면): 30 초 동안 150 -200°C 온도.
• 폴리에스터: 10 초 동안 125 -135°C 온도.

주의: 40°C 온도로 뒤집어서 세탁. 드라이 금지! 다림질은 반드시 실리콘 종이 올려놓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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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럭(FLOCK) 시트지와 핫 스탬필 호일로 작업하기
주의! 레이저 다크 노컷 A 필름지와 오키 화이트 토너 (OKI WHITE TONER) 만 작업 가능함.

핫스탬핑 호일 작업
1. 프린트:
블랙 한 칼라로 인쇄 한다. (4-칼라 블랙*).
2. A 필름지를 B 시트지에 열 프레스로 접착한다.
압력: 2-3bar (중간압력re), 시간: 90 초, 온도: 155°C/310°F.
3. 티셔츠에 전사하기:
압력: 2 bar (저압) 시간: 5-10 초, 온도: 155°C/310°F.
4. 필름 제거:
완전히 식은 다음 필름을 제거할 것!
5. 무광작업:
무광 실리콘 종이를 대고 최고 압력으로 30 - 45 초 동안 155°C/310°F의 온도에서 누른다.
주의 : 압력이 높을 수록 좋은 효과가 나온다!
6. 필름 제거:
완전히 식은 다음 필름을 제거할 것!
7. 세탁:
40°C/105°F이하의
.
온도의 물에서 새탁.
힌트:
핫스탬핑 호일의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 인쇄물을 충분히 문질러줄 것!

플럭(FLOCK) 시트 작업
1. 인쇄:
플럭 시트와 같은 칼라로 인쇄한다.
2. A 필름지와 B 시트지를 열 프레스로 접착한다.
압력: 2-3 bar(중간압력), 시간: 90 초, 온도: 155°C/310°F.
3. 티셔츠에 전사하기:
2 bar (저압), 시간: 5-10초, 온도: 155°C/310°F.
4. 필름제거:
완전히 식은 다음 필름을 제거할 것!
5. 플럭스작업:
원하는 플럭 시트를 디자인 위에 올려 놓고 5 bar(최고압력)으로 200°C/390°F. 온도에서 2분간 열프레스.
주의 : 압력이 놓을수록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6. 필름 제거:
플럭 시트를 완전히 식은 뒤 제거!
7. 세탁:
40°C/105°F이하의
.
온도로 물세탁. (흰색 플럭스는 하드표면과 다른 세탁 불가 제품에만 사용!)
* 4-칼라 1 도 블랙 구성: 100% 시안, 100% 마젠타, 100% 노랑, 100% 화이트

CMYW

CMYK
Find the current instruction and updates on our website:
www .forever-ots.com/a-foil or www .forever-ots.com/a-foil-cmyk
or use your smartphone to scan the following QR-codes

www.youtube.com/forevertransfer www.facebook.com/transferpaper www.twitter.com/forevertransf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