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전 8.1

•  독립 실행형 라이선싱을 통해 손쉽게 설치하고 업그레이드하여 몇 분 내에 가동 가능

• 최신 APPE를 사용하여 현대 그래픽 파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 Windows 10 Professional 지원을 통한 저렴한 초기 비용

모든 규모의 프린터는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ROI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워크플로우가 필요합니다. 
Kodak Prinergy Evo 워크플로우는 이미 입증된 Prinergy PDF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쉽고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현재 자동화된 데이터 기반 워크플로우가 필요 없는 프린터를 위한 저렴한 솔루션입니다.

주요 이점:
• 저렴한 초기 비용과 더욱 빠른 투자 수익

• 안정적인 고속 프로세싱과 유연한 연결성

• 열린 통합 시스템으로 다양한 출력 옵션 제공

• 동급 최고 품질의 출력 성능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유연한 
워크플로우 시스템.

Process Template Palettes와 Process Viewer를 사용하여 파일을 Prinergy Evo 워크플로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행 중인 프로세스와 완료된 프로세스의 진행률과 상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PRINERGY EVO 
워크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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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ergy Evo 워크플로우
일반 사양

ColorFlow 소프트웨어
ColorFlow 소프트웨어 워크플로우 에디션을 통해 워크플로우 프로세스에서 올바른 색상 
설정이 정확한 시간에 사용되고 적용됩니다.

다시 제출 개선 동적 설정이 이제 저장되어 후속적인 다시 제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들기 아이콘 어느 프로세스를 다시 만들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PDF 지원 최신 디자인 및 레이아웃 소프트웨어와의 파일 호환성.

노멀라이저 Prinergy Evo 워크플로우와의 안정성 및 호환성 개선.

워크플로우 구성

고급 소프트웨어
Advanced Preflight, Print Link, Batch Trapping, PDF Production Tools, 열 CTP 및 보편적인 교정 
장치로의 출력을 포함한 완벽한 엔드 투 엔드 PDF 워크플로우. 4-up 및 8-up 장치 모두 지원.

중급 소프트웨어
Batch Trapping, PDF Production Tools, 열 CTP 및 보편적인 교정 장치로의 출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PDF 처리. 4-up 및 8-up 장치 모두 지원.

라이트 소프트웨어 기본 PDF 처리 및 출력. 4-up 및 8-up 장치 모두 지원.

구성 옵션

Preps Imposition Software 8
“즉시” 임포지션하고 마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수준의 템플릿 작성과 제어, 신규 접지 보기 및 
독립 페이지 처리를 제공합니다.

ColorFlow Software Professional 8
ICC 장치 및 DeviceLink 프로파일을 생성하고 편집합니다. 색조 및 G7 곡선, ICC 프로파일을 생성 
및 저장하고 일관된 색상 생산을 위해 정렬합니다.

Pandora Step-and-Repeat Software 8
연포장, 오프셋 접이식 카톤, 디지털 및 오프셋 라벨 생산을 위한 레이아웃을 효율적으로 
생성합니다. 선택한 다이 스테이션에 아트워크를 스냅하고 CAD 다이 파일에서 자동으로 도련 
경로를 생성합니다.

가상화 운영 환경 ESX 또는 Hyper-V에서 사용 가능.

서비스 및 지원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Kodak 서비스 및 지원은 150개국에 있는 약 1,500명의 서비스 전문가와 잘 훈련된 원격 지원 직원 및 광범위한 온라인 기술 
자료를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혜택:
• 최신 업그레이드의 새로운 기능을 활용하여 생산성 극대화

• 비용 관리 
• 보안 위협 및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로부터 귀사를 보호하여 가동 시간 극대화

Kodak 서비스 및 지원은 귀사가 안심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