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함 속의 탁월함
뛰어난 디지털 인쇄
SoftRIP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교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간단한 설정, 이해하기 쉬운 작업 흐름 및 강력한 인쇄 컨트롤을
제공하는 SoftRIP을 사용하면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우수한 품질의
컬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쇄 목적이 무엇이든 관계 없이 SoftRIP
은 성공을 선사해 드립니다.

쉽고 편리하다
인쇄하기 위해 내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Wasatch는
간단하지만 필요한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의 Digital Tool Kit가 효율적인 인쇄를 위해 신속하게
이미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키 설정을 제공합니다. 초기
화면을 나가지 않고 크기 조정, 자르기, 컬러 gamut 확인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SoftRIP에서는 개별적으로 또는 레이아웃의 일부로
인쇄하도록 작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에서
자동화된 스마트 네스팅 기능으로 이미지를 정렬하고 마스터
큐 관리자로부터 모든 작업을
추적합니다.
Wasatch를 이용하면
작업이 정말
편리해집니다.

뛰어난 컬러
SoftRIP은 대부분의 컬러 전문가가 선택하는 RIP입니다.
Wasatch은 16 비트 컬러 렌더링과 독점 Precision Stochastic
Screens™ 하프톤 방법을 사용하여 완벽한 그라디언트와 함께
탁월한 컬러 재생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갖가지 전문 도구를
제공하는 Wasatch를 사용할 경우 초보자도 마치 전문가처럼
쉽게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이미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컬러 작업 흐름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작업 흐름 구현
SoftRIP은 생산 환경의 규모와 복잡성에 관계 없이 완벽한
제어가 가능한 작업 흐름 도구를 제공하며 하나의 프린터에서
복잡한 다중 장치 생산 공장까지 어떠한 인쇄 환경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간 및 비용 절약
SoftRIP은 적은 시간과 매체로 신속하게 동작합니다. 잉크젯
프린터와 함께 제공되는 대부분의 RIP에는 프린터 구동에
필요한 기본 기능만 들어 있습니다. SoftRIP과 같은 고품질
RIP만이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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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쉬운 RIP
SoftRIP은 필요한 모든 도구를 제공합니다. Digital Tool Kit를
사용하여 이미지 인쇄 준비를 하고 간단한 작업 흐름 탭에서
제작 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인터레이싱 탭이 초기
화면에 작업을 유지해주므로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SoftRIP
을 사용하면 프린터 설정도 매우 간단하게 끝납니다. 프린터와
프로파일 및 물리적 연결을 선택하십시오. 1분도 안 되어 RIP
준비가 끝납니다.

적은 작업으로 보다 확실한 통제
SoftRIP은 쉽게 인쇄 환경을 제어합니다. 마스터 큐 관리자를
이용하면 인쇄 생성 작업 흐름에서 모든 작업의 상태를
실시간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인쇄
단위 간에 작업을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레이아웃 영역으로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큐
관리자를 이용하면 사용법을 배우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일치

매우 쉬운 절단

매체 절약

시간 절약

비용 절감이 가능한 스마트 네스팅
다이렉트 레이아웃 창에서 이미지를 준비할지 아니면 단일
작업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정렬할지 여부에 따라 SoftRIP
스마트 네스팅을 사용하여 효율적 레이아웃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립핑한 파일을 새 작업에 결합하고, 미리 립핑된
이미지를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매체를 절약하면서 원하는
인쇄물을 만들어 보십시오. 대부분의 매체를 정확히 절단하여
매체가 절약되며 매우 편리한 절단 기능이 재단기 절단 시간을
줄여줍니다. 혁신적인 회전-자르기 레이아웃을 통해 매체와
시간 간에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립 스테이션을 넘어서는 강력함
Wasatch ImageNET™ 을 이용하면 네트워크상의 어떠한
PC, Mac 또는 Unix 워크스테이션도 쉽고 빠르게 RIP과
인터페이스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용자는
그래픽 응용 프로그램에서 직접 또는 드래그 앤 드롭 작업을
통해 인쇄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RIP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웹 브라우저와 함께 Wasatch ImageNET™ 을
사용할 경우 작업 상태를 확인하고 큐를 관리하고 자동 파일
준비 기능(배율 조정, 미러링, 회전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컬러를 명확하게
SoftRIP을 사용하면 ICC 컬러가 퍼즐에서 케이크 조각으로
바뀝니다. 마스터 컬러 변경 화면에서는 파일에서 인쇄된
페이지로 컬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에
프로파일, 하프톤, 교정 등의 복잡한 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컬러 변경 시 쉽게 SoftRIP의 전문적인 컬러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선택 내용을 변경할 때 대화식 순서도에
전반적인 컬러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이 표시됩니다.

PRECISION STOCHASTIC SCREENS
보다 나은 품질 보다 빠른 속도
SoftRIP은 스테어스테핑 문제 없이 완벽한 그라디언트를
생성합니다. 업계 최초의 16 비트 컬러 파이프라인과
Precision Stochastic Screens(PSS) 하프톤 방법을
제공하는 Wasatch는 우수한 이미지 품질을 생성하는 RIP
선두주자입니다. 또한 PSS는 Wasatch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RIP
방법보다 훨씬 빠릅니다.

다른 RIP 소프트웨어

인쇄 전에 보다 확실한 파악
Wasatch의 고급 gamut 관리 도구를 사용하면 고객의
기대치를 미리 파악하여 폐기되는 잉크와 매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컬러를 클릭한 후 3D 프로파일 뷰어를
실행해서 출력 장치 및 선택한 매체의 사용 가능한 gamut에
그려진 컬러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 도구를 사용하여 고객과
컬러 문제를 상의하고 원하는 gamut 특성을 갖는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석 컬러 매치
BLUE
GREEN

WASATCH
GREEN

YELLOW
GREEN

YELLOW

YELLOW
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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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ORANGE

SoftRIP을 사용하면 아무 RIP이나 사용하여 뛰어난
스파트 컬러 기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RGB, CMYK 또는
L*A*B*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컬러리미터로 컬러 샘플을
자동으로 읽어서 자주 사용되는 스파트 컬러를 모아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십시오. 선택 품목인 컬러 아틀라스
생성기를 사용할 경우 컬러 매칭을 한 차원 끌어올려 언제든
원하는 매체에 완벽하게 맞는 컬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준의 전문성에 적합한 도구
Wasatch SoftRIP은 쉬운 작업과 정교한 기능을 완벽하게 조합한 제품입니다. 처음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몇 분이면 사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인쇄 전문가는 고품질 결과물을 얻기
위해 매우 복잡한 생성 작업과 컬러 작업 흐름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컨트롤과 혁신적인 도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쇄 목적이 무엇이든 관계 없이 SoftRIP은 성공을 선사해 드립니다.

뛰어난 기본 컬러를 얻을 수 있는 쉬운 컬러 도구

고급 사용자를 위한 정교한 컬러 관리

우수한 기본 컬러를 제공하는 수천 개의 플러그 앤 플레이
이미징 구성

RGB 및 CMYK용 특수 입력 프로파일이 더 큰 밀도 범위와
밝은 컬러를 생성합니다

표준 디자인 응용 프로그램에서처럼 조정이 가능한 쉬운
컬러 수정 곡선

잉크 양이 매우 적은 매체를 사용할 때도 컬러 gamut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능형 잉크 제한

현재 프로파일과 함께 인쇄할 수 없는 컬러에 대한 Gamut
경고

Precision Stochastic Screens™ 하프톤이 매끄러운
그라디언트 및 빠른 RIP 속도와 함께 최고 품질의 출력을
제공합니다

동일한 작업으로 SWOP를 표시하여 일치하는 컬러를 얻을
수 있는 4개의 다른 입력 컬러 공간
파일에서 인쇄된 페이지로 컬러가 이동하는 방식을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마스터 컬러 변경 순서도
즉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단한
작업 흐름 기능
신속한 RIP 준비를 위해 주 화면에서 파일 준비 작업을
수행하는 Digital Tool Kit

고해상도 출력 시 매우 복잡한 컬러 재생을 지원하는 16
비트 렌더링 기능
DCS2를 지원하는 분리 검증으로 트래핑 보기
인덱싱 및 스파트 컬러를 위한 고급 도구(휴대용
컬러리미터에 의해 판독된 컬러를 인쇄하는 스파트 컬러
캡처 포함)
백색 잉크 언더레이, 오버레이 및 스파트 컬러 교체에 대한
비-컬러 지원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 레이아웃의 일부로 파일을 처리하는
쉬운 작업 흐름 옵션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고급 작업 흐름 기능

자동으로 매체 및 시간 절약 레이아웃을 만들어주는 Smart
Nesting

응용 프로그램이나 플랫폼에서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제한 핫폴더

실시간으로 작업 상태를 추적하는 Master Queues
Manager

핫폴더 기반 크기 조정, 미러링 및 회전 기능을 통해
워크스테이션에서 자동으로 파일 준비

이전에 RIP 경험이 없어도 신속하게 마칠 수 있는 프린터
설정

네트워크로 연결된 Mac, PC 또는 Unix 워크스테이션에서
직접 인쇄를 지원하는 Wasatch ImageNET™

대화식 실시간 미리 보기 및 상세한 이미지 특성
디스플레이가 정확한 이미지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Smart Nesting 매체를 절약할 수 있는 자동 이미지 회전
네스팅

뛰어난 자르기 기능이 전체 페이지가 아닌 선택한 부분만
립핑하므로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립핑된 작업을 사용하여 새 이미지를 네스팅하는 다이렉트
레이아웃 작업 흐름

빠른 작업을 지원하는 바로 가기 키, 드래그 앤 드롭 작업
및 아이콘 도구 모음

매우 큰 출력을 쉽게 인쇄할 수 있는 타일 기능
아카이브를 이용하여 인쇄 큐의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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