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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미쓰비시가 최초로 개발한 비반전식 양면인쇄기 탠덤 퍼펙터

4색 편면기 대비 생산성 2.8배 UP, 인건비 50%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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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사

RMGT10 1050TP 탠덤 퍼펙터

동위상 전자동 판교환장치 

전 유니트 판 교환시간 75초

최고인쇄속도

최 대 용 지

종 이 두 께

1050TP-10 (대국전 10도 양면인쇄기)

: 16,000장/시간

: 1,050×750mm

: 0.04~0.6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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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인쇄산업의 비전을 제시

해 줄 국내 최대 인쇄인들의 축제인 

K-PRINT가 ‘Design the Future’를 

주제로 오늘(8월 29일(수) 개막, 9월 

1일(토)까지 나흘간의 일정을 일산 

KINTEX 제2전시장에서 시작했다.

한국이앤엑스와 대한인쇄문화협

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

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KOTRA,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

합연합회, 대한인쇄기술협회, 서울

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한

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대한인쇄

연구소,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한

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한국골판

지포장산업협동조합, 한국인쇄학

회 등 관련기관과 단체가 후원하는 

K-PRINT 2018은 KINTEX 제2전시

장 Hall 7,8에서 22,580spm의 사상 

최대의 규모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의 개막식에는 주최측

인 대한인쇄문화협회 조정석 회장

과 한국이앤엑스 김충한 회장, 인쇄

관련단체에서는 대한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연합회 고수곤 회장과 대

한그래픽기술협회 박삼도 회장, 서

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김남수 

이사장,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이

범학 회장, 한국인쇄학회 오성상 회

장,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 

한국잡지협회 정광영 회장, 한국디

자인단체총연합회 이길형 회장, 한

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김영진 사

무처장,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

조합 김진무 전무 그리고, 중국인쇄

협회 루창안 부회장을 비롯, 필리핀

과 태국, 몽골, 말레이시아, 미국 등

의 해외인쇄관련단체장들이 참석하

며, 전시 참가업체들을 대표해서는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전익성 대

표이사와 ㈜딜리 최근수 대표이사, 

㈜태경하이테크 최유해 대표이사, 

에이스기계㈜ 이철 대표이사가 참

석, 국내 최고 권위의 인쇄전시회인 

K-PRINT2018의 개막을 축하할 예

정이다.  

최근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인쇄시장의 트렌드에 맞추어, 

K-PRINT는 국제인쇄산업전시회인 

KIPES 전시회를 비롯하여 한국레이

블전시회(K-Label), 한국인쇄패키

지전시회(K-Pack), 한국디지털인쇄․

솔루션전시회(K-DigiPrint)와 함께 

2018년도부터 추가 구성되는 한국

텍스타일전시회(K-Textile)를 한 자

리에서 개최함으로써, 점차 다양화

되고 세분화 되는 인쇄시장에 발 맞

춰 다양한 품목으로 더욱 확대되어 

진행된다.

다양한 산업군에 접목된, 

첨단 인쇄장비를 한눈에 조망!

- 새로운 인쇄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경쟁력과 비전!

- 첨단 인쇄기술과 장비를 한 눈에!

이번 K-PRINT는 새로운 인쇄산업

의 미래를 여는 디지털인쇄와 레이

블, 인쇄패키지, 텍스타일 산업의 통

합전시회로써, 기존 인쇄영역의 확

대와 함께 새롭게 변화하는 신시장

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인쇄환경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경쟁력과 비

전을 선보이며, 관련 산업의 콜라보

레이션을 통해 고부가가치 콘텐츠

를 생산하고 토탈 마케팅 솔루션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다양한 산업군과 인쇄가 

접목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레이

블 관련 최신장비와 한층 다양해진 

프리프레스 및 후가공 장비들, 인쇄

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인쇄관련 솔

루션 및 웹투프린트, 다양한 소재에 

적용되는 디지털인쇄, 특수인쇄, 포

장인쇄 등 인쇄산업 전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좋

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미국 18개사, 독일 

23개사, 일본 37개사, 중국 69개사 

등 26개국에서 328개사의세계 유수

의 업체들이 참가하여 최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관련산업의 

기술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킨텍스 제 2전시장 컨퍼런스룸 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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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회 기간 중에 외국인 700여 명

을 비롯한 3만여 명의 바이어가 내

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전시회

를 통하여 6천7백억원의 내수 상담

과 9천3백만불 이상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신의 인쇄정보, 

다양한 정보교류의 장!

- 국제컨퍼런스, 레이블, 친환경, 

디지털 인쇄, 디지털 잉크젯 인쇄, 

디자인 세미나 개최!

K-Print 2018 전시 기간 중에는 패

키징과 디지털 인쇄, 디자인 세미나, 

DIGIPEX 2018, 스마트 레이블 인쇄

산업, Paper 세미나, 디지털 프린팅 

애플리케이션 세미나, 캐나다와 중

국 등의 인쇄업계에서 어떤 방식으

로 차세대 인쇄인들을 양성하고 있

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 등 20여 회의 관련 세미나

가 개최되어 최신의 정보와 함께 미

래의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세미나

들은 세미나에서 관련 내용을 청취

한 후에 바로 전시장으로 내려가서 

해당 장비들의 시연을 지켜볼 수 있

도록 해서, 보다 효율적인 전시 관람

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이앤엑스 관계자는 "2년에 한번

씩 개최되는 K-PRINT2018이 1978

년 첫 회를 시작으로 올해 40주년

을 맞았다. 그 동안 국내 인쇄시장

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성

장해 오면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인쇄관련업계의 성원과 협조에 힘

입어 잘 헤쳐 나왔다."고 감사의 뜻

을 전했다. 이어, "K-PRINT를 통해

서 인쇄산업 주요 장비의 변화와 트

렌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

근에는 다수의 라벨인쇄기, 디지털

라벨인쇄기의 참가로 기존 인쇄시장

의 영역을 넘어 산업인쇄의 새로운 

시장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

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플로터와 

UV디지털인쇄기 시장은 기존의 사

인과 가전, 벽지시장을 넘어 텍스타

일 및 자동차 랩핑시장까지, 인쇄시

장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

는 상황" 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시

장상황에 부응하고자 K-PRINT사

무국에서는 관람객군의 다변화와 확

대를 통해 시장 활성화에 일조할 것 

"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이제, K-PRINT가  국내 유일

이면서 최고 권위의 인쇄분야 종합

전시회로 출품업체들과 관람객들에

게 자리잡고 있는만큼, 이번 전시회

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기

에 접어든 국내 인쇄업계의 활성화

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전시 

마무리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

고 밝혔다. 

K-PRINT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망전시회로 선정됨에 따라, 전시

회의 국제화를 위하여 해외 인쇄관

계자 및 인쇄관련 기자의 초청은 물

론, 참가업체가 초청하는 해외바이

어의 체재비를 지원하여 많은 바이어

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K-PRINT 2018 사무국에서는 전시

회를 방문하는 해외바이어를 위해 

전시장입구에 '무료통역센터'를 운

영하며, '해외바이어 투어 프로그램' 

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방문객과 참가업체간 사

전상담예약 시스템, 참관객 사전등

록시스템, 숙박 및 교통안내 등의 편

의서비스를 K-PRINT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방문하는 참관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서울역/용산역, 2호선 

합정역과 KINTEX 전시장간의 무료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

후 5시까지이며, 상세한 안내

는 전시회 주최 측인 한국이앤엑

스 K-PRINT2018 사무국 (전화. 

(02)551-0102)이나 홈페이지(www.

kprint.kr)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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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RINT 2018이 개막을 앞두고 있

습니다. 대한인쇄문화협회와 한국

이앤엑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

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경

기도, KOTRA, 대한인쇄정보산업협

동조합연합회, 대한그래픽기술협회,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한국제책

공업협동조합, 한국스크린인쇄공업

협회,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한국인쇄학회 등이 후원하는 이번 

전시회는 킨텍스 제2전시장 7/8홀

에서 역대 최대인 2만2580㎡ 규모로 

개최됩니다.  

 

‘Design the Future’라는 주제로 개

최되는 K-PRINT 2018은 최근 다

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 인

쇄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국제인쇄

산업전시회인 KIPES 전시회를 비롯

해 한국레이블전시회(K-Label), 한

국인쇄패키지전시회(K-Pack), 한

국디지털인쇄․솔루션전시회(K-Di-

giPrint)는 물론이고, 한국텍스타일

전시회(K-Textile)를 이번부터 함께 

개최토록 함으로써 세분화되는 인

쇄시장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인쇄산업의 

미래를 여는 디지털인쇄, 레이블, 인

쇄패키지, 텍스타일 산업의 통합전

시회로서 기존 인쇄 영역의 확대와 

함께 새롭게 변화하는 신시장의 가

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또

한 인쇄환경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

는 경쟁력과 비전, 관련 산업의 콜라

보레이션을 통한 고부가가치 콘텐

츠 생산의 토털 마케팅 솔루션도 체

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 다양한 

산업군과 인쇄가 접목된 시장을 형

성하고 있는 레이블 관련 최신 장비

와 한층 다양해진 프리프레스 및 후

가공 장비, 인쇄공정의 효율화를 위

한 인쇄관련 솔루션 및 웹투프린트, 

다양한 소재에 적용되는 디지털인

쇄, 특수인쇄, 포장인쇄 등 인쇄산업 

전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직접 눈으

로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회에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세계 유수의 업

체들이 참가해 최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술 수

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시회 기간 중에는 외

국인 700여 명을 비롯한 3만여 명

의 바이어가 내방할 것이며, 전시회

를 통해 6700억 원의 내수 상담과 

93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상담이 이

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K-PRINT 2018 전시 기간 중

에는 20여 회에 달하는 인쇄산업 관

련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패

키징과 디지털 인쇄, 디자인 세미나, 

DIGIPEX 2018, 스마트 레이블 인쇄

산업, 스펙트럼 아시아 2018, Paper 

세미나, 디지털 프린팅 애플리케이

션 세미나 등의 다양한 주제를 망라

하는 세미나에서는 인쇄산업 관련 

최신 정보와 각 분야의 특성에 부합

하는 미래 비전이 제시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인쇄업계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의 소용돌이가 숨 가쁘게 휘몰

아치고 있으며, 극복해야 할 도전과

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중심의 패러다임은 점차 

디지털로 바뀌고 있으며, 인공지능

과 로봇이 열어가는 제4차 산업혁명

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

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 

조치, 미국과 중국 사이의 자존심 대

결로 확대되고 있는 무역 분쟁은 글

로벌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을 높이

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

성 확대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쇄산업의 변동

성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저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

축과 같은 국내 정책 변화는 가뜩이

나 수익성 악화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인쇄업계에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오

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나 대내적

으로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상황

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급변하

는 인쇄문화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 압박을 더하는 대내외 여건은 

인쇄산업의 미래 비전에 대한 고민

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어렵

더라도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

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의

연하게 극복해왔던 것이 우리 인쇄

인이기 때문입니다. 금속활자 종주

국의 후예로서의 기개와 당당함으

로 다시 한 번 도전에 맞서야 할 때

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K-PRINT 2018이 이러한 고민을 해

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

다.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인쇄산업

이 진화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

고, 주목받는 신기술과 성장하는 시

장과 관련한 알찬 정보가 K-PRINT 

2018 전시회 기간 동안 폭 넓게 공

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2년 후

의 단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10∼

2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적인 비전

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입니다.    

모쪼록 전시회에 참가하는 인쇄 기

자재 업체나 전시회에 방문하는 인

쇄인 모두 K-PRINT 2018에서 원하

는 정보, 발전적인 미래 비전과 가치

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Design the Future’ K-PRINT 2018

“미래 비전과 가치를 찾는 소중한 기회 얻길”

조 정 석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April 9-13, 2019
Guangdong Modern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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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he Future’라는 주제로 개

최되는 K-PRINT 2018은 최근 다

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 인

쇄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국제인쇄

산업전시회인 KIPES 전시회를 비롯

해 한국레이블전시회(K-Label), 한

국인쇄패키지전시회(K-Pack), 한

국디지털인쇄․솔루션전시회(K-Di-

giPrint)는 물론이고, 한국텍스타일

전시회(K-Textile)를 이번부터 함께 

개최토록 함으로써 세분화되는 인

쇄시장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했

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인쇄산업의 

미래를 여는 디지털인쇄, 레이블, 인

쇄패키지, 텍스타일 산업의 통합전

시회로서 기존 인쇄 영역의 확대와 

함께 새롭게 변화하는 신시장의 가

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또

한 인쇄환경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

는 경쟁력과 비전, 관련 산업의 콜라

보레이션을 통한 고부가가치 콘텐

츠 생산의 토털 마케팅 솔루션도 체

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 다양한 

산업군과 인쇄가 접목된 시장을 형

성하고 있는 레이블 관련 최신 장비

와 한층 다양해진 프리프레스 및 후

가공 장비, 인쇄공정의 효율화를 위

한 인쇄관련 솔루션 및 웹투프린트, 

다양한 소재에 적용되는 디지털인

쇄, 특수인쇄, 포장인쇄 등 인쇄산업 

전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직접 눈으

로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회에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세계 유수의 업

체들이 참가해 최신기술과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술 수

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시회 기간 중에는 외

국인 700여 명을 비롯한 3만여 명

의 바이어가 내방할 것이며, 전시회

를 통해 6700억 원의 내수 상담과 

93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상담이 이

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K-PRINT 2018 전시 기간 중

에는 20여 회에 달하는 인쇄산업 관

련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패

키징과 디지털 인쇄, 디자인 세미나, 

DIGIPEX 2018, 스마트 레이블 인쇄

산업, 스펙트럼 아시아 2018, Paper 

세미나, 디지털 프린팅 애플리케이

션 세미나 등의 다양한 주제를 망라

하는 세미나에서는 인쇄산업 관련 

최신 정보와 각 분야의 특성에 부합

하는 미래 비전이 제시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인쇄산업은 하루가 다

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

화하고 있습니다. 제판과정이 생략

되기도 하고 UV인쇄와 디지털 인쇄

가 각광을 받으며 소품종 대량생산

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수요가 늘어

나듯이 과거엔 예측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

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며 디지털 매체의 발

달로 인쇄산업은 텍스트를 기록하

기 위한 목적이 크기에 곧 디지털 매

체들로 대체되며 곧 인쇄산업 전체

가 사양산업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만무했으나 현재 인쇄산업은 다양

한 분야와의 응용으로 더욱 더 폭넓

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크

린인쇄를 예로 들어보자면 일반 지

류인쇄 뿐만 아니라 POP 제작, 나염 

인쇄, 전사 인쇄 등 다양한 상업 인

쇄에 사용되고 있으며 예술 분야에

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 대표적인 팝아트 작가 앤디 워홀

은 자신의 작품들을 제작할 때 스크

린인쇄를 즐겨 사용하였으며 요즘은 

스크린인쇄를 인쇄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자신의 개인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1978년에 제1회 국제인쇄기

계. 재료전시회(KIPES'78)로 시작되

어 올해 제22회를 맞이한 K-PRINT 

2018 전시회는 어느덧 대한민국 인

쇄산업의 대표 전시회가 되었습니

다. 인쇄산업의 구성요소를 빠짐없

이 구성하여 새로운 인쇄 기자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제22회 국

제인쇄기자재전시회 KIPES 2018, 

다양한 산업 레이블인쇄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한국 레이블전시회 

K-LABEL 2018, 패키지 산업의 동

향과 다양한 기자재가 모인 한국 인

쇄패키지 전시회 K-PRINTPACK 

2018, 현재 인쇄산업의 가장 큰 키

워드 중 하나인 디지털인쇄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 디지털

인쇄ㆍ솔루션전시회 K-DIGI PRINT 

2018, 다양한 나염 인쇄와 텍스타

일 인쇄 기자재들이 모인 한국 텍스

타일 전시회 K-TEXTILE 2018까지 

관람한다면 현 인쇄업계에 대한 모

든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합니다. 한자리에서 옵셋부터 스

크린, 디지털 인쇄까지 다양한 분야

의 인쇄 기자재를 만나볼 수 있는 전

시일 뿐만 아니라 각 전시 별로 다양

한 세미나 또한 개최될 예정이라니 

인쇄업계에 몸담고 있는 분이라면 

꼭 참관해야 할 전시임이 틀림없습

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인쇄산업 대표 

전시회 K-Print 2018의 개최를 다

시 한 번 축하드리며 대한민국 인쇄

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인쇄환경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경쟁력과 비전, 
K-PRINT 2018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K-PRINT 2018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김 정 조 한국이앤엑스 대표이사

이 범 학 (사)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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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개막일에는 월간인쇄문화, 한국이앤엑스가 

주관하는 ‘패키징과 디지털 인쇄’ 세미나가 컨퍼런

스룸 303호에서 진행된다. 글로벌 패키징 기업에

서 오랜 경력을 가진 이승준 부장이 최근 스크린

이 국내 연포장 시장에 선보인 ‘닐피터 플렉소인쇄

기’ 등 패키징 인쇄를 위한 솔루션을 소개하며, 디

지털 인쇄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솔

버스 하희수 이사는 박스자동포장제작시스템에 

대해서 ‘새로운 포장의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발

표를 진행한다. 솔버스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호

평 받고 있는 CMC사의 카툰랩과 PANOTEC의 

BOD(Box On Demand) 장비 등을 국내시장에 소

개하고 있다.

인쇄산업신문, 한국이앤엑스가 주관하는 ‘스마트 

레이블 인쇄산업을 위한 스케일-업’세미나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진행된

다. UPM라플라탁 윤여설 영업마케팅 부장과 ㈜

딜리 이근성 디지털프레스 사업본부장, ㈜씨아이

제이코리아 임진홍 대표이사, 서경대학교 물류유

통경영학과 박종세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의약용 레이블 동향’과 ‘4차

산업혁명을 연결하는 스마트 프레스’, ‘레이블! 난

수(카운터)마킹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로 스마트 

레이블 인쇄 열다’ 등의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며 

전국 라벨인쇄 관계자들이 홈페이지에서 많은 참

석 예약을 하고 있다.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컨퍼런스룸 302호에

서는 월간인쇄계와 한국이앤엑스가 주관하는 DI-

GIPEX2018이 개최된다.

아이디얼라이언스 티모시 배츨 대표와 에스코 김

하민 과장, 브랜드패키징센터 김득수 박사, 풀린키 

김태윤 이사, 대만 코벤트리 대학 메이왕 교수, 유

키코스즈키 일본라벨신문 편집장 등 글로벌 인쇄

시장의 컬러관리와 패키징, 디지털, 라벨 분야 전

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서는 이번 DIGIPEX2018에 

대해 월간인쇄계 안혜정 이사는 “미국과 일본, 대

만, 캐나다 등에서 활동하는 인쇄 전문가들과 HP, 

에스코 등 국내 디지털과 패키징 분야 전문가들에

게 최신 트렌드를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

는 DIGIPEX2018은 향후 관련업체들이 사업 방향

을 정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컨퍼런스룸 306A

호에서는 2019년 4월 9일부터 13일까지 동관에서 

개최되는 프린트차이나(Print China)2019 프레스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중국인쇄 및 기자재협회 루

창안 부회장이 프린트차이나2019의 주요 전시 준

비상황, 개요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

행한다.

국내 디자인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월간

디자인하우스에서 한국이앤엑스와 주관하는 디자

인세미나는 컨퍼런스룸 303호에서 오후 1시 30분

부터 4시 30분까지 개최된다. 월간디자인 전은경 

펀잡장을 비롯 총 4명의 강사가 진행하는 이번 디

자인 세미나에서는 최신 디자인과 라이프 트렌드

를 비롯, 전문가들의 잡지 편집디자인 경험을 공유

하는 등의 시간이 마련된다. 

팝사인과 한국이앤엑스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잉

크젯 프린팅 활용 트렌드’라는 주제의 세미나는 

오후 2시부터 컨퍼런스룸 301호에서 진행된다. 

오랜 기간 디지털 라텍스와 텍스타일 분야에서 종

사해 온 한국HP 강동수 차장과 디티에스 문승훈 

대표가 ‘HP라텍스 프린팅 활용 애플리케이션 트

렌드’와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개념과 활용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디지털 텍스타일과 라텍스 분야 관련 장비 도입을 

고려하거나 최신 트렌드가 궁금한 관람객들에게

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인쇄업계에서 특수지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 

꼽히는 두성종이와 삼원특수지는 한국이엔엑스

와 함께 ‘K-PRINT 2018 Paper 세미나’를 컨퍼런

스룸 302호에서 오후 1시부터 진행한다. 이번 세

미나는 친환경 라벨과 패키지 용지를 대주제로 진

행되는 만큼, 친환경 미디어에 관심 있는 업체에서 

많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간인쇄계와 한국이엔엑스 주관으로 개최되는 

‘인쇄 및 관련 산업을 위한 최고의 인재 양성 노하

우’라는 주제의 국제컨퍼런스는 오후 1시 30분부

터 컨퍼런스룸 303호에서 진행된다.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강의해 왔던 타라TPS 이

재수 대표가 기조연설자로 나서고, 캐나다와 중

국, 대만 등에서 한국을 찾은 학계인사들이 각국

의 인쇄분야 인재양성방안에 대해 발표와 함께 

좌담회를 진행한다.

26개국 328개사의 글로벌 인쇄분야 유수의 기업들이 참가하는 이번 K-PRINT2018에서는 지난 회 

보다 더욱 권위 있는 국내외 인쇄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청되어 오프셋과 라벨, 패키징, 디지털 인

쇄, 텍스타일, 디자인, 용지, 인재양성 등 최근 글로벌 인쇄시장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부문을 주제

로,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한국이앤엑스 관계자는 “최근 인쇄산업은 라벨과 연포장 등의 분야에서 디지

털 장비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며 디자인과 공정자동화 등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

다.”고 하면서, “특히 이번 전시기간 중 진행되는 세미나와 컨퍼런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발표를 듣고 난 뒤에 바로 전시장에서 관련 장비의 시연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장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인쇄업체 관계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수 있

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지식 
공유 플랫폼, K-PRINT 2018 세미나&컨퍼런스

8월 29일 (수/전시 개막일)

-패키징/디지털 인쇄

8월 30일(목/전시 둘째 날)
-라벨/디지털 인쇄/디자인

8월 31일(금/전시 셋째 날)
-인쇄분야 인재양성 노하우/디지털 잉크
젯 프린팅의 활용 트렌드/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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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주제 / 강사

14:00~14:50
패키지 인쇄를 위한 솔루션 
-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이승준 부장

15:00~15:50
새로운 포장의 패러다임 (Box On Demand) 
- 솔버스 하희수 이사

시간 주제 / 강사

14:00~14:40
HP 라텍스 프린팅 활용 애플리케이션 트렌드
- HP코리아 강동수 차장

14:40~15:20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의 개념과 활용 사례
- 디티에스 문승훈 대표

시간 주제 / 강사

13:00-13:40
한국의 인쇄교육과 인쇄회사의 인재육성
- Tara TPS/타라 유통/조광인쇄 이재수 대표

13:40–14:20

미래를 위한 계획: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의 비전인 차세대 양성
- 라이어슨 대학교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학과 제이슨 리시(Jason 

Lisi) 학장/교수

14:20–15:00
타이완의 현 인쇄산업 및 교육 개괄
- 중국문화대학 프레드 쑤(Fred Hsu) 부교수 및 이사

15:00–15:10 Tea Break

15:10–15:50
Idealliance:미래를 향한 글로벌 브릿지 건설, 혁신과 교육의 교
차로 - Idealliance 티모시 배츨(Timothy Baechle) CEO

15:50–16:30
중국 인쇄 공학 고등 교육 현황 및 트레이닝 방식
- 중국 시안 공과대학 차오 총쥔(Cao Cong jun) 교수

시간 주제 / 강사

13:10~14:40 TZ7 디자인 종이 인쇄 - 오큐파이 더 시티 강주현 대표

15:00~15:45 친환경 패키지 용지 - ㈜삼원특수지 이상훈 부장

16:00~16:45 친환경 라벨 - ㈜삼원특수지 이영해 부장

시간 주제 / 강사

13:30~14:20 잡지 편집디자인 경험들 - 그래픽 디자인 김기문

14:30~15:20
2018년 월간<디자인>이 주목하는 디자인 & 라이프 트렌드 스몰 
브랜드와 스몰 비즈니스 -월간<디자인> 전은경 편집장

15:30~16:20
디자이너의 날개가 될 디지털 페브리케이션 
- 에이팀벤처스 민홍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시간 주제 / 강사

13:00-13:40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오래 전 시작되었다 – 디지털 산업용으로 
디자인 된 사양과 작업 
- Idealliance 티모시 배츨(Timothy Baechle) CEO

13:40-14:10
패키징 브랜드 관리 및 인쇄사와의 효율적인 협업 방안
- 에스코(엑스라이트·팬톤) 김하민 과장

14:10-14:50
브랜드 중심의 토털 패키징 매니지먼트 – 디자인부터 제품까지
- 플레어코리아 김득수 브랜드 패키징 센터장

14:50-15:00 Tea Break

15:00-15:30
HP 인디고 업데이트를 통해 본 디지털 인쇄 시장의 최신 트렌드 
- 풀린키 김태윤 이사

15:30-16:10
좋은 디자인이 좋은 비즈니스가 되는 이유
- Coventry University 메이 왕(May Wong) Lecturer 

16:10-16:50
일본 디지털 라벨 인쇄 시장의 트렌드
- 일본라벨신문 유키코 스즈키(Yukiko Suzuki) 편집장

시간 주제 / 강사

13:00~13:50
글로벌 의약용 레이블 동향 
- UPM 라플라탁 윤여설 영업 마케팅 부장

14:00~14:50
4차산업혁명을 연결하는 스마트 프레스 
- ㈜딜리 이근성 디지털프레스 사업본부 본부장

15:00~15:50
레이블! 난수(카운터)마킹 솔루션 
- ㈜씨아이제이 코리아 임진홍 대표이사

16:00~16:50
블록체인 기술로 스마트 레이블 인쇄 열다 
-서경대학교 물류유통경영학과 박종세 교수

시간 주제 / 강사

10:00~11:30 The Press Conference of Print China 2019

8.29(수) ┃ 컨퍼런스룸 303호

8.30(목) ┃ 컨퍼런스룸306A호

8.30(목) ┃ 컨퍼런스룸301호

8.30(목) ┃ 컨퍼런스룸302호

8.30(목) ┃ 컨퍼런스룸303호

8.31(금) ┃ 컨퍼런스룸302호

8.31(금) ┃ 컨퍼런스룸301호

8.31(금) ┃ 컨퍼런스룸303호

패키징과 디지털 인쇄

프레스 컨퍼런스 (중국인쇄전시회)

스마트 레이블 인쇄산업을 위한 스케일-업

Digital Printing Executives 2018 

디자인 세미나

페이퍼 세미나

디지털 잉크젯 프린팅 활용 트렌드

국제컨퍼런스(인쇄 및 관련 산업을 위한 최
고의 인재 양성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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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GT 1050TP 양면인쇄기와 평행제어기술

현재 오프셋 인쇄시장에 가장 큰 이슈는 생산성 

향상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RMGT가 이번에 

선보인 기술은 고도로 진보된 평행제어 기술이다. 

기존의 인쇄기계는 인쇄작업 전환 시에 판교환부

터 용지셋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일련의 동작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작접전환에 5분 남

짓의 시간이 필요했었다. 이 기계의 정지시간 단축

을 위한 기술이 각 메이커별로 매년 전시회에서 소

개되었는데, 이번 IGAS 2018에서 RMGT는 고도

로 진보된 평행제어를 통해 전환작업에 필요한 동

작을 최대한 동시진행함으로써 전환시간 최소화

를 이루어 냈다. 실제 전시장에서는 급배지부 전

환, 용지사이즈 변경, 블랭킷 세정, 잉크 사전주입, 

그리고 판교환 등 전체 동작을 2분 이내에 완성하

는, 극도로 단축된 준비시간을 선보였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시장은 최저임금 상

승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때문에 RMGT 

텐덤 퍼펙터(Tandem Perfector) 모델의 양면인

쇄기의 반입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의 반전식 또는 2층 구조의 양면인쇄기 단점

을 보완해 미쓰비시가 2002년 세계 최초로 시장

에 발표한 새로운 형태의 양면인쇄기이다. 

반전식 인쇄기는 앞뒤 여백이 필요로 하며, 앞뒷면

의 인쇄판 화상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준비해야하

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반전부의 관리가 소홀하면 

인쇄물 레지스트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관리

면에서도 쉽지 않았다. 2층 구조의 양면인쇄기는 

반전식 양면기의 단점을 극복하는 듯했지만, 상하 

동시에 인쇄되기 때문에 얇은 용지만 인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의 단점을 극복해 얇은 종이

에서 두꺼운 종이까지 종이를 뒤집지 않고 한 번

에 인쇄를 실현시킨 것이 바로 텐덤식 양면인쇄기

우리나라 오프셋 인쇄시장에서의 최고 관심사

는 수익을 내기 힘들어진 시장환경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한 솔루션이 무엇인가일 것이다. 인쇄단

가가 하락하는 중에 원가는 상승하고 있다는 사

정은 과거에도 계속 이야기되어 왔지만, 최근에

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시행이 화두

가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인쇄회사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오랫동안 오프셋 시장을 선도해

온 선일상사와 RMGT는 이러한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신기술이 채용된 오프셋 인쇄기를 시장

에 소개함으로써 현재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지난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동경 빅사이트

에서 IGAS 2018이 개최되었다. RMGT는 IGAS 

2018에 출전함에 있어 <Assist Your Potential> 

이라는 주제 아래 고도로 진보된 오프셋 인쇄기

술과 미래의 오프셋 인쇄실의 모습에 대한 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실제 인쇄기 가동시연을 통

한 신기술 소개와 함께, 패널전시, 그리고 미래 

인쇄실의 형태를 전시장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너로 준비되었다. RMGT가 고객에게 전

달하고자 했던 기술을 정리해본다.  

IGAS 2018에서 본 

최근 오프셋 인쇄장비의 기술적 동향

▲ RMGT 1050TP

▲ RMGT 1050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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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모델은 상업시장만이 아니라 후면인쇄가 

들어가는 패키지 인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계

구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RMGT 1050TP장비는 시간당 16,000매의 빠른 

속도, 인쇄판 교환시간 75초, 종이를 뒤집지 않고 

ONE-PASS로 인쇄하는 편리함을 갖추고 있다. 더

욱이 특별개조로 최대 인쇄용지 758×1060mm에 

대응하는데(속도는 11,500매/시), 이는 B5×16면

배치, A4×10면배치가 가능해 기존 상업인쇄에서

의 갈증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앞서 소개한 IGAS 2018의 평행제어 기술이 텐

덤 양면인쇄기에 접목됐을 경우 500부 인쇄물을 

16,000매/시의 속도로 기계정지 없이 1시간을 인

쇄한다고 가정했을 때, 작업량을 단순계산으로 비

교하게 되면 일반 국전4도 인쇄기가 8~9대를 처리

할 때, 대국전 양면 8도 인쇄기 1050TP-8의 경우 

총 30대가 처리가능, 국전4도 인쇄기대비 약 3배 

이상의 생산성을 낼 수 있다. 

패키지 인쇄에 적합한 RMGT 1050LX

패키지 시장은 화장품 시장 성장 외에 1인 가구 증

가에 따른 소포장 증가, 인터넷 쇼핑과 택배시장

이 활성화되면서 포장문화가 발달, 지속적으로 시

장이 성장하고 있다. 또 최근 비닐포장의 문제점이 

인식되면서 대안으로 종이 포장재가 떠오르고 있

다. 때문에 포장의 고급화를 통한 구매욕 촉진과 

광고효과를 얻으려는 다양한 형태의 패키지 개발

이 활발하다. 

독특한 디자인의 패키지를 실현화시키는, 다양

한 특수효과를 재현할 수 있는 패키지 전용 인쇄

기가 바로 RMGT 1050LX모델이다. 최대용지 

1,060mm, 최대 용지두께 1mm까지 대응하며, 수

성코팅, UV, ECO UV, LED UV 등 패키지 인쇄에 

있어 필수적인 고부가가치 특수인쇄에 대응하는 

장비이다. 일반 용지 외에 알루미늄 증착지, 금/은 

합지, 플라스틱 자재(PP, PET), 수지 원판도 인쇄 

가능하며, G골 골판지도 인쇄할 수 있다. 

IGAS 2018에서는 LX모델의 신기술도 소개되었

다. 패키지 인쇄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

나가, 별색잉크 교체 또는 코팅액 교체 등 작업전

환 때마다 소요시간이 길어 가동시간 보다 준비를 

위한 시간이 길어져 생산성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하나의 해결책으로

써 RMGT는 IGAS 2018에서 기계 가동 중에 코팅

유닛 OFF, 코팅유닛 판교환 및 코팅액 교환이 가능

한 기술을 선보였다. 기계 정지 시에만 가능했던 작

업이 가동 중에 가능해짐으로써 전환시간 단축을 

이루어 낼 수 있다. 그 밖에 2분 만에 완료되는 코

팅유닛 반자동 판교환장치 등의 기술도 선보였다.

자동화 기술 – 인쇄지원 & 스마트팩토리

IGAS 2018에는 PQS-D( I (인라인 품질검사장

치)+C (인라인 농도추종장치)+ R (인라인 견당조

정장치)) 카메라장치도 소개되었다. 종래의 오프

셋 인쇄기와 연결된 카메라 검사장치가 단순히 인

쇄물 검사에 그쳤다면, 이번 전시에 소개된 장치는 

검사기능은 물론 인쇄물의 컬러바를 읽어 농도를 

읽고, 실시간으로 잉크의 과부족을 피드백하여 잉

크키를 제어하는 기능과 인쇄물의 레지스트를 읽

고 인쇄물의 핀을 맞추는 기술을 선보였다. 앞으

로는 인쇄기장이 본인쇄전에 기계를 멈추고 테스

트 인쇄물을 뽑아 핀을 확인하고, 농도계로 농도

를 측정하는 동작이 필요 없어지는 인쇄지원이 가

능해진다. 

또 인쇄실에서 활용가능한 로봇을 선보였다. 급지

부에 자동으로 종이파일을 넣고, 배지부에 적재된 

인쇄물을 자동 운반하는 대차 등 사람과 같은 공

간에서 작업 가능한 로봇을 선보임으로써 자동화

된 인쇄실의 형태를 제안했다. 

RMGT가 지향하는 미래 인쇄실은 기계 스스로 인

쇄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관리자는 외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인쇄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하고, 기계 트러블 발생시에도 네트워크를 통한 

사전조치가 가능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데이터로 소통하는 인쇄실

2016년 선일상사는 X-Rite사와 공식대리점 계약

을 체결했다. 미래 자동화된 인쇄실 구축에 있어 

전제조건이 표준인쇄 확립이고, 이를 위해서는 데

이터로 소통하는 컬러 커뮤니케이션의 확립이 반

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L*a*b*

값을 측정하여 색을 서로 이야기하고 인쇄실의 기

준농도를 책정함으로써 매번 동등한 품질의 인쇄

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상기의 자

동화 사양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인쇄물 

표준화 평가를 위해 선일상사는 X-rite사의 컬러

측정 장비 수입판매 및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고, 

RMGT 기계와의 연동 등 실제 적용사례를 쌓음으

로써 고객에게 더 현실적인 제안을 만들어갈 계획

이다. 오프셋 인쇄장비 전문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X-Rite 장비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근로시간 단축 및 인건비 상승, 전문 오퍼레이터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에 젊은 인력의 유입이 적어 

구인난에 직면하는 등 인쇄산업은 또 다른 기로를 

맞이하게 되었다. IGAS 2018에서 소개된 신기술

과, 인쇄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선일상사와 함께 

그 해결책 도출에 도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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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지털프레스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힘써오

셨던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지난 2월에 ㈜딜리의 디지털프레스사업부 본

부장으로 부임, 이제 6개월 여가 되었습니다.

부임한 이후, 코리아팩 전시회의 부스 구성과 세미

나 발표 준비 등으로 굉장히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UV프린터와 디지털 인쇄관련 장비 전문기업으로 

㈜딜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 받는 여러 원천기

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시장에서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

비 영업이라는 것이, 예전처럼 장비 하나만을 판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

를 전달하고 그 가치에 대해 인정받는 것이 중요

한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를 솔루션 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영업을 바

탕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 영업을 얼마만

큼 잘 할 수 있느냐가 회사의 성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도 

회사 차원에서 재정적인 면이 뒷받침이 안되면 성

공할 수 없는데, 딜리는 재정적인 면에서 적극적으

로 뒷받침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랜 오프셋 인

쇄분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가지고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디지털 인쇄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별성

으로, 고객이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걸 기반

으로 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

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프셋에서 시

작해서 플렉소와 연포장 등 인쇄산업 전반을 경험

했기 때문에, 지금이 시기적으로나 제가 쌓아온 

경험적으로, 가장 활동적으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오프셋 

인쇄기 뿐 아니라 인쇄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함

께 최신 해외 관련 사례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고객들께서 높은 신뢰와 만족도를 보여 주고 

계십니다.

Q. 이제 많은 인쇄업체들이 2, 3세 체제로 넘

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고 체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A. 다수의 우리 인쇄업계의 1세대들은 성실함을 

바탕으로 야근과 휴일근무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솔루션 컨설팅을 통해 
고객사들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

㈜딜리 디지털프레스사업본부 

이근성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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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인쇄현장에서 작업하면서 회사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반면 이제 인쇄사를 이어 받고 있는 2, 3세대들은 

1세대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라 오면서, 뛰

어난 지식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 세대와

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쇄

는 수주산업’이라는 명제에 갇혀, 고객이 발주한데

로만 기계적으로 인쇄작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1세대에서 오랜 기간 쌓아 온 자사의 노하우를 확

장해서 더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

내 뿐 아니라 글로벌한 측면으로 비즈니스를 확장

시켜 나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다각화적인 측

면에서 큰 플랫폼에 디지털과 오프셋 등을 얹어서 

확장시키면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장비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겠지만, 향후에는 

점차 다양한 소재가 인쇄에 있어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연포장과 제약 등의 시장을 겨냥해

서 여러 종류의 독특한 소재에도 큰 관심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Q. 오프셋인쇄분야에서 큰 폭의 물량 축소가 

지속되면서 규모와 관계 없이 오프셋 인쇄장

비 기반의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

다. 앞으로 오프셋 인쇄장비 기반 업체들이 기

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A. 오프셋 분야는 설비투자가 크게 요구되는 인쇄

환경입니다. 그 동안에는 오프셋 인쇄분야가 전문

성을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무리한 투자를 하더라

도 사업성이 유지될 수 있었는데, 이제 오프셋 인

쇄분야의 수익성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 생산성과 인쇄물 영업이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장비는 여

전히 엄청나게 고가이지만, 시장은 소량다품종과 

니치마켓을 요구하고 있는 등, 많은 부분의 패러

다임이 기존의 산업시대와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소량다품종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쇄장비에 있어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아날로그 장비를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디지

털로의 전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두 가지의 병

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

기하지 못하다 보니 투자에 대한 결정을 쉽게 내

리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

날로그를 버리고 디지털로 완전하게 전환하기에

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런 시점에서는 자사에 맞는 솔루션을 구축해서 

가져 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날로그와 디지털, 

두 가지가 혼합이 되는 과정이 가장 좋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소량다품종의 물량을 지금 방법으로 소화하

기에는 경제성과 타산성, 수익성이 모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디지털로 커버해야 하는 부분이

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어떻게 잘 찾아서 보완의 

역할을 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곧, 당장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는 아니라 

할 지라도, 자사 물량 가운데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한 테스트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할 시기

라는 것입니다.

디지털인쇄장비는 결국 친환경적인 측면을 부각시

키면서 차별성을 키워드로 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

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다수의 업체들이 오프셋 인쇄장비에만 의지

해서 인쇄작업을 해 왔다면 이제는 디지털인쇄장

비를 통해 여러 가지 소재를 바탕으로 제품 다양

화, 사업 다각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

니다. 이는 지금까지는 발주 받는 물량만 처리해

왔다면 이제는 보다 활발한 제안을 통해서 경쟁력

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K-PRINT DAILY NEWS 2호에 계속>

㈜딜리

E100Boot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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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벨로이(www.valloy.com)는 2004년 디

지털 프린팅 솔루션 수출 전문 기업으로 탄생했다.

토파즈 립이라는 국산 소프트웨어를 글로벌 시장

에 맞도록 표준화 작업을 통해 국제적인 상품화 

하는 것을 시작으로, 광고물 출력시장, 텍스타일 

출력시장, 포장재 출력시장 등에 꼭 필요한 기술 

및 상품 요소들을 재구성하여 수출 전문 토털 솔

루션 업체로 발돋움 했다.

대한민국에서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대로 수출

하는 사례가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상업용 프린터 

제어 소프트웨어’인 립 소프트웨어를 제 값을 인정

받을 수 있는 국제규격과 시장환경에 맞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개발했다. 현재 밸로이의 립 소프트

웨어는 아시아 1위, 세계 TOP 10 립 소프트웨어

로 선정되었으며 세계 50 여 개국 이상에 수출되

고 있고 각 국가의 제록스 파트너 업체들과 긴밀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은 프린팅 기능과 

성능을 좌우하는 브레인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장해서 펌웨어 및 컨트롤보드를 자체기

술로 만들게 되면서, 다양한 용도의 상업용 및 산

업용 잉크젯 프린터를 제작, 특수 잉크 및 특수 출

력 소재 등과 함께 해외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수출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온 밸로이

는 벤처나 메인비즈 뿐 아니라 FTA수출자 인증, 

AEO인증 및 제품별 CE나 BS5609 같은 다양한 

규격인증도 가지고 있다. 또한 서울형 강소기업 지

정에 이어 글로벌 강소기업 인증도 진행 중에 있으

며, 연평균 20% 성장 및 수출비중 60% 이상을 유

지하고 있다. 

#디지털프린팅 #첨단 산업의 핵심역할 

디지털 프린팅은 사실 정밀한 잉크방울 제어를 위

한 소프트웨어 기술, 고용량 데이터의 신속한 처리

와 전송에 필요한 IT기술, 기능성 코팅액이나 잉크

에 필요한 화학 기술 그리고 디자인, 기계 및 전자 

기술 등이 어우러져 복합적으로 시너지를 발휘해

야 하는 분야이다. 오늘날의 프린팅은 빠르게 디지

털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산업에 최첨단 핵심 

기술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 분야에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신속하게 처리

하고, 재고 없이 주문 생산과 즉시 납품을 가능하

게 하고, 소량다품종 생산으로 비용과 시간이 감

소되는 등의 디지털 효과는 기본 요구사항이 되었

다. 벨로이는 이러한 흐름을 따라 치열한 광고출력

시장에서 벗어나 텍스타일 날염시장, 라벨 및 포장

재 시장, 사물프린팅 및 인테리어 시장, 제조 및 산

업용 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군에서 필요

로 하는 디지털 인쇄, 전처리, 후처리 장비와 소프

트웨어, 특수 잉크와 용지 등 디지털 프린팅을 위

한 모든 것을 제조, 수출 및 지원하고 있다. 바로 디

지털 인쇄시장의 중심에 벨로이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내수시장 #KPRINT #G121

지금까지 벨로이는 주로 유럽과 미국 디지털 라벨 

시장을 중심으로 라벨프레스 및 라벨 피니셔 등을 

개발/판매해 왔으며 이번 K-PRINT를 시작으로 본

격적으로 내수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

회를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벨로이의 디지털라벨

솔루션은 총 3가지로, 13인치 롤투롤 디지털 라벨 

프레스 비즈프레스 13R (BIZPRESS 13R)과 낱장

급지(Sheet-Fed) 듀얼 블레이드 다이커팅기 듀오

블레이드 F(DUOBLADE F), 롤투롤 멀티 블레이드 

다이커팅기 듀오블레이드 S가 부스 G121에서 전

시되고 시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13인치 #롤투롤 #디지털라벨프레스 #BIZ-

PRESS 13R  

BIZPRESS 13R은 오피스용 저가형 잉크젯 프린터

나 레이저 프린터를 롤투롤 인쇄용으로 개조한 제

품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문 라벨 생산을 위해 개

발된 상업용 디지털 라벨 프레스이다. 전 세계적

으로 토너 기술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s-LED 

고해상도 제록스 (XEROX) 엔진을 기반으로 설계

된 340mm 폭을 지원하는 고속 장비로서, 지능적

인 순간 저온 정착 시스템을 장착하여 열에 약한 

PE나 PVC, BOPP 및 연포장박지에도 고품질 인쇄

가 가능하며 인쇄하지 않을 때에는 정착기가 자

동 이탈되어 작업이 끝날 때 마다 매번 용지를 절

단할 필요가 없다. 필름 인쇄나 금박, 은박지 인쇄 

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정전기 제거를 위해 이오나

이저를 기본 장착했으며, 필요에 따라 수냉식 냉

각기와 웹가이드를 추가할 수 있다. 대형 브랜드

의 고가형 디지털 프레스가 부담스럽다면, BIZ-

PRESS 13R은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같은 성능을 

대체할 수 있다. 

㈜벨로이, 프린팅부터 후가공까지, 

산업용 종합 디지털 라벨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
‘디지털 프린팅의 연금술사’라는 모토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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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낱장급지 #라벨커팅기 #더블블레이드 #

듀오블레이드 F #용지 걸림 방지

DUOBLADE F는 자동낱장급지(AUTO SHEET-

FED) 형태의 듀얼 블레이드 디지털 라벨 다이 커

팅기이다. 이 제품은 시중에 판매되는 저가의 사무

실용 낱장 다이 커팅기들과는 달리, 고용량 서보모

터와 지능적인 제어시스템을 장착한 유일한 산업

용 스티커지 다이커팅 장비이다. 한번에 슈퍼 A3가 

넘는 사이즈를 1,000장까지 적재하는 자동 급지장

치와 동시에 동작하는 두 개의 커팅 헤드로 생산성

을 극대화했다. 슈퍼A3 사이즈 용지를 기준으로 

디자인에 따라 시간 당 최소 150장에서 최대 500

장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용지 걸림 방지를 

위해 에어브러쉬와 석션벨트를 기본 장착했다.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커팅 작업 시간 동안 작업자

가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사

무실에 잘 어울리는 큐빅 형태의 아담한 디자인처

럼 장비 사용방법 또한 매우 쉬워서 초보자도 즉시 

조작이 가능하다.

#롤투롤디지털라벨커팅기 #멀티블레이드 #듀

오블레이드S #분당5M속도 #롱라벨커팅

DUOBLADE S는 롤투롤 형태의 복수의 커팅 헤

드 연동형 라벨 커팅기로서, 최대 4개의 커팅 헤

드 장착이 가능하며 분당 최대 5m 속도로 운전

할 수 있다. 블레이드 라벨 커팅기 모델 중에서는 

DUOBLADE S가 월등히 빠른 커팅 속도를 자랑한

다. 또한 고가의 레이저 다이커팅기에서만 가능했

던 분할커팅을 지원하여 길이 제한 없이 긴 라벨을 

생산할 수 있다. 동 가격대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웹가이드 시스템을 장착하여 직진성을 확보했으

며, 토털 솔루션 제공을 위하여 라미네이팅, 파지

제거, 슬리팅, 분할 리와인딩을 지원한다. 진공 흡

착 패드 방식의 단방향 피딩으로 커팅 정확도를 높

혔으며, 조작패널에 터치스크린을 적용해서 사용

자의 편의성을 고려했다. 

#완벽방수 #특수라벨지 #화학용라벨 #산업용

라벨 #종이와필름의장점을하나로 #훼이퍼

훼이퍼(Faper)는 종이(Paper)와 필름(Film)의 장

점을 하나로 모은 신개념 특수 라벨지이다. 종이처

럼 잉크젯이나 레이저 토너 방식 모두에서 전처리

나 특수코팅 없이 고품질 인쇄가 가능하며, 필름과 

같은 견고함으로 쉽게 찢어지지 않는 강한 물리적 

내구성과 완벽한 방수성까지 갖춘 라벨로, 현재 국

내 대기업 철강회사의 공정이동표나 야적장 산업

용 자재들을 위한 태그 라벨로도 사용되고 있다. 

65%가 미세 나노 기공으로 이루어진 훼이퍼 라벨

은, 자체 대전 방지 효과로 용지 걸림 사고가 없고, 

잉크가 내부로 깊이 침투하여 스크래치에도 기록

이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강산, 벤젠이나 신나, 알

코올 등에 용지가 변질되거나 인쇄물이 훼손되지 

않는다. 내한성, 내열성이 뛰어나 냉동, 열처리, 스

팀에 노출되는 영하 70도부터 영상 200도까지의 

극한 환경에서도 라벨지 원형을 유지하며 인쇄기

록을 보존할 수 있다. 강한 접지력으로 굴곡 면이

나 거친 면에도 잘 붙고, 서리나 이슬이 맺히지 않

으며, 수기로 사후 기록이 가능하여, 수혈팩 라벨

이나 화학 라벨, 식품 포장 라벨, 산업용 자재 식별 

라벨로도 적합하다 

#벨로이의미래 #UV라벨프린터

벨로이는 다양한 종류의 UV 잉크젯 프린터들

을 자체 개발 중에 있다. 올 연말쯤 출시 예정인 

340mm 폭의 롤 용지를 지원하는 UV LED 잉크

젯 프린터는 라벨 뿐 아니라 연포장재 인쇄가 가능

한 장비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백색, 

투명색, 심지어 은색 잉크까지 탑재해서 특수색 인

쇄, 부분광택 효과, 호일 스탬핑 효과, 반입체 효과 

등의 연출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프린터이다. 여

러 단계의 처리를 거쳐야 했던 기존의 인쇄 방식을 

넘어, 단 번의 프로세스로 지금까지 디지털 인쇄 

장비에서는 생산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특수 라벨

들에 대한 인쇄가 가능하다.

#내수시장활성화 #합리적인가격 #신속한기술

지원

이번 K-PRINT 전시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벨로이 

관계자는 “벨로이는 유럽에 약 30곳이 넘는 유통

사를 가지고 있으며 10년 가까이 꾸준히 거래를 이

어오고 있다. 이로써 증명된 벨로이의 높은 신뢰도

는 신속한 기술지원과 고객의 문제를 내일처럼 생

각하는 주인의식과 책임감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벨로이는 이제 

유럽과 미국 시장을 넘어 내수시장 활성화를 목적

지로 날개를 펼치고자 한다. 합리적인 가격과 신속

한 기술지원은 벨로이의 사명이다. 장비 판매 후, 

장비 때문에 납기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친절

하고 신속한 기술 지원을 약속 드린다. 설치 시 방

문교육은 물론, 벨로이에서 직접 제작한 동영상 매

뉴얼은 장비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익혀 사용할 수 

있는 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벨로이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송파구 문

정동에서 아무리 먼 거리라도, 바로 옆에서처럼 신

속하게 지원할 것이며, 디지털 프린팅 하면 벨로이

를 떠올릴 그날까지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밸로이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7 대명벨리온 1017

전화 02)6082-5022│팩스 02)445-5441

COMPAN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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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IGAS2018에서 스크린에이치디코리

아(이하 스크린) 제품군들 가운데 국내 관람객

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부분은 무엇이었습니

까.

A. 전시장을 직접 방문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IGAS2018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 가운

데 하나는 호리존이 큰 규모로 부스를 마련해서 

디지털 인쇄장비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자동화 

후가공 솔루션을 선보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내 

고객 분들도 호리존 부스를 방문, 후가공 장비들

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최근 국내인쇄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근

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상승 외에도 특히 후가공 

공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구인난이 요인이 되어 인

쇄나 후가공 현장에서 공정 자동화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량 인쇄물을 디지털 인쇄로 작업

한 뒤에, 오프라인으로 후가공 공정을 진행하게 

되면서, 후가공 공정에서 자주 병목현상이 일어나

곤 했는데, 이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인쇄, 후가공 

업체 관계자 분들이 특히 이번 IGAS2018에서 호

리존 부스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례로 이번에 호리존 부스에서 화제가 되었고, 

K-PRINT 전시장에서도 선보이는 스마트슬리터

는 위쪽에 바코드나 QR코드를 삽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장비가 자동으로 데이터의 커팅영역을 찾

아서 커팅해 줍니다. 이전에는 칼선 데이터를 넣어

서 거기에 맞춰서 미세조정 후 커팅을 해야 했는

데, 이제는 바코드나 QR코드만 리딩해 주면 이러

한 세팅 과정이 필요 없이 장비가 자동으로 칼 위

치를 옮겨가며 커팅해 줍니다. 작업자가 직접 처리

하는 부분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이러한 자동화에 특화된 후가

공 장비들을 기반으로, 공정별 보다 높은 수준의 

자동화에 대해 10인 이상 규모의 여러 업체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었

습니다.

거기에 기존에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오랜 

작업 시간과 많은 양의 파지 발생 등을 이유로 후

가공을 외주처리했던 인쇄업체들이 호리존의 인

라인 자동화 솔루션들을 이번 전시회에서 둘러보

고, 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면서 새로운 품목

을 구상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서 매우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번 전시 전체적으로 봐도 손꼽힐 만큼 큰 규모

로 부스를 마련한 호리존은, 인쇄부터 후가공까지 

최소한의 인원으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스마

트팩토리의 방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이는 중소규모의 인쇄업체들이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국내 인쇄업계에서도 향후 10년을 

봤을 때, 옳은 방향성을 가진 투자 계획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IGAS2018을 통해, 코니카

미놀타의 디지털인쇄기와 호리존 등 더욱 자동화

된 디지털인쇄기와 후가공 장비를 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국내 인쇄시장 자체가 출구 

없이 걷잡을 수 없는 침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

라, 최소한 부분 공정의 자동화를 시작으로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소

규모 업체들도 꽤 많은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습니다.

Q. 그만큼 장비 선택과 도입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해졌다고 보여집니다.

A. 맞습니다. 저는 인쇄업계에서 처음 영업 업무를 

시작했던 10여 년부터 코니카미놀타의 프로덕션 

고객의 인쇄현장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

업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Graphic Arts Company 

윤원상 과장

▲ (좌측부터) 호리존 자동 삼방재단기 HT-1000V, 자동화 제본기 BQ-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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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인쇄기를 담당해왔는데, 그 당시 디지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소규모 업체들의 수요가 있었

기 때문에 충무로 일대의 인쇄업체들을 무작정 찾

아다니면서 장비를 설명 드리는 영업을 하면서도,

상담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상담한 업체에

서 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 업체들의 장비 도입 소식에 따라가

기 급급해서 비슷한 장비를 갖추는 경향이 있었다

면 현재는 자사 물량에 적합한 디지털 인쇄장비와 

후가공까지 세세한 컨설팅과 가성비까지 충분히 

따져보고 도입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물

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제 디지털 인쇄장비 대수

는 매우 많아졌지만, 이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만

들어 제안하고, 더 높은 부가가치의 시장을 만들

어가는 것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Q. 그런 면에서 drupa2012이후 스크린에서 

국내 시장에서 선보인 스코딕스는 후가공 분

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A. 스코딕스는 제가 입사 2년 차부터 drupa2012 

이후 특화된 후가공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

는 예상에 따라, 스크린에서 국내에 소개하기 시

작한 장비로 후가공을 디지털화한다는 개념이 처

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인쇄장비와 접목시키고 싶

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drupa2012에서는 처

음 선을 보이는 것임에도, 평범한 인쇄물에 높은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다는 강점 때문에 많은 관

람객들이 부스에 몰려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스코딕스 장비 자체가 국내 고객들에

게 매우 신기한 경험이었고, 국내 시장에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방향성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하

셨습니다.

국내 시장 론칭 후 6년 여가 지난 지금, 매년 3대

씩 설치된 스코딕스는 전국에 14대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에 특화된 인쇄업체들이 특히 높은 활

용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 도입업체는 최근 경

쟁이 심화되고 있는 학원업계에 이를 적용, 학원 

교재 표지를 스코딕스로 작업해서 보다 독특하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학원 강사들

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엇보다 발주처에 

보다 높은 가치의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스코딕스를 통해 자신 있게 제안할 수 있기 때문

에 신규 거래처 발굴과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을 받

을 수 있습니다.

국내시장에서 스코딕스가 보다 확고하게 자리잡

기 위해서는 특화된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

가치 인쇄물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 엔드유

저 고객에게 이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서는 스코딕스로 작업한 인

쇄물이 일반 인쇄물에 비해 월등한 가격대로 형성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올 해말 경에는 또 한대의 스코딕스가 설치될 예

정이며, 스크린에서는 스코딕스 보유 고객들의 시

장 개척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Q. 이번 K-PRINT에서의 전시 컨셉과 제품

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스크린은 디지털 매엽에서 윤전, 라벨, 후가공, 

고부가가치 후가공 등 출력에서 인쇄, 후가공까지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선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디지털 장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

는 라벨인쇄업체 관계자 분들의 니즈에 대응하고

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하이엔드 라벨인

쇄장비 Truepress Jet L350+LM의 시연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식품 패키지용 라벨이나 식음료용 연포장 라

벨 등 어플리케이션 확장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

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2천 여대가 가동 중에 있으며 

IGAS2018에서 오렌지와 레드를 추가해서 6색으

로 시연을 선보인 1,200dpi의 높은 해상도와 미디

어에 사전 처리가 필요 없는 디지털 잉크젯 윤전 

장비 Truepress Jet 520HD의 다양한 샘플들이 전

시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슬리터를 비롯한 호리존 후

가공솔루션 외에도 새롭게 선보이게 되는 라벨 관

련 후가공 레이저 커팅 장비 등도 좋은 반응을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쇄산업에 있어 최신 디지털 트렌드를 보고자 하

신다면 스크린 부스에서 라벨부터 후가공까지, 그

리고 출력공정의 CtP까지도 모두 보실 수 있기 때

문에, 스크린 부스에서 자사의 인쇄현장에 가장 

적합한 토털 솔루션을 제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스크린은 항상 토털 솔루션 제공을 지향

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라인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고객의 수요와 니즈가 있다면 가장 적합한 

장비를 찾아 제안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일 1백여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 개인 블

로그(blog.naver.com/narebanaru)를 통해서도 

여러 고객분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트렌드를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

F140Booth No.

▲ (좌측부터) Scodix ultra2 Pro with Foil, Truepress L350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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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k-print가 마치고 3일 뒤인 9월 4일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

계기록유산에 등록된 매우 의미 깊은 날이다.

1377년 간행된 직지심체요절의 인쇄 방식은 641

년이 지난 현재까지 발전되고 개선되어 인류가 살

아가는데 꼭 필요한 교육 및 문화, 산업에 사용되

고 있다. 641년의 역사를 가진 인쇄 방식은 대량 

인쇄 산업에서는 적합하였으나 하루가 다르게 바

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시장의 니즈에는 부

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에 정보의 전달이 목

적이었던 인쇄물들이 이제는 보안, 생산관리, 제

품추적관리, 진,가품 여부 확인의 역할을 부여 받

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인쇄물들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서 기존보다 어렵지만 고부가가

치의 인쇄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인쇄방식으

로는 현재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만족 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발 맞춰 인쇄방식 역시, 시장의 요구에 따라 변화

해야 한다. 디지털 인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급변하는 인쇄시장에서 살아 남기 위한 필수 조건

이 되었다.

국내 최대의 인쇄 전시회인 k-print는 인쇄 트렌

드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전시회로 최근 몇 

년 전부터 기존 인쇄방식이 아닌 디지털 인쇄 방

식의 인쇄기기들이 하나 둘 선보이고 있다. 이번 

k-print2018에는 가장 많은 디지털 인쇄기기 업

체가 참여하여 인쇄 트렌드의 변화를 확실히 체감 

할 수 있다. 2014년 국내 라벨 시장에 디지털 라벨 

프레스가 연간 10대 정도 공급되기 시작하였고 매

년 20%이상의 시장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시장 초

기에는 디지털 라벨 프레스를 판매하는 회사의 수

도 적었고 디지털 라벨 프레스도 시장에서 요구하

는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많은 메이저 인

쇄기기 회사가 디지털 라벨 프레스 시장에 진출하

였고 잉크젯 및 토너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라

벨 프레스 시장의 성장기가 시작 되었다. 2018년

에는 가장 높은 시장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8년

에만 국내시장에 30대 이상의 디지털 라벨 프레스

가 계약, 설치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디지털 라벨 프레스 시장의 성장기를 열수 

있었던 이유는 디지털 라벨 프레스의 인쇄 수준이 

기존 오프셋 수준까지 향상한 요인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

디지털 라벨 프레스의 태동기에는 디지털 인쇄 기

술력이 낮고 디지털 라벨 프레스 제조 업체들의 

인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에 다양한 용지에 고

속으로 고품질 인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초

기에 저품질의 디지털 라벨 프레스가 시장에 공급

되면서 많은 인쇄업체에서는 디지털 라벨 프레스

는 인쇄 품질이 좋지 못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게 되

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토너 기술의 발달 및 잉

크젯 테크놀러지의 발달로 오프셋과 유사한 인쇄 

품질 구현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토너 방식의 디

지털 라벨 프레스는 기존 디지털 라벨 프레스들이 

가지고 있던 헤드 관리의 어려움이나 노즐 막힘에 

대하여 완벽히 보안한 방식으로 라벨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라벨 프레스기기의 대중적인 

가격 정책이다. 그 동안 많은 디지털 라벨 프레스

기기들은 7억원 이상의 가격으로 풀로타리와 맞먹

는 가격대를 고수해왔다. 이러한 기기가격으로 인

하여 많은 라벨 인쇄업체들이 디지털 라벨 프레스

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쉽사리 도입하지 못하

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7년 후반기부터 메이저 

인쇄기기 제조업체들이 디지털 라벨 프레스 시장

에 진입하면서 2억원대 중반에 고품질 디지털 라

벨 프레스를 론칭해서 인쇄업체에서 디지털 라벨 

프레스 도입에 대한 가격부담을 대폭 낮춰주었다.

세 번째로 컬러 매니지먼트의 정립 및 기술 발달이

다. 기존 방식의 측색은 인간의 눈으로 하는 육안

검사에 의존하였으나 환경적인 조건 및 개인의 컨

디션에 따라 측색 기준이 불안정한 단점을 가지고 

디지털 인쇄,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글_코니카미놀타프로프

린트솔루션스코리아㈜ 

IP영업부 김영웅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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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안하고 정확한 색채 측정

을 위해 디지털 측색기가 시장에 보급 되었고 초

기에는 측색기의 사용법이 번거롭고 익숙하지 않

아 시장의 외면을 받았으나 현재는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하고 객관적인 LAB값으로 색을 표현 할 

수 있어서 많은 인쇄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

한 측색 기능을 이용하여 쉽고 빠른 감리 및 고객

사와 색상 분쟁도 많이 감소하여 앞으로도 많은 

인쇄업체에서 적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

색기는 디지털 라벨 프레스와 연동해서 사용하였

을 때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측색기를 이

용하여 디지털 라벨 프레스의 프로파일도 생성하

며 디지털 라벨 프레스의 색이 틀어졌을 경우 색 

보정까지 가능하여 화장품 및 제약 등의 라벨에

서 높은 효용을 보인다. 오랜 경험을 가진 기장만

이 가능했던 컬러에 대한 관리를 측색기와 디지털 

라벨 프레스를 이용한다면 인쇄 기술 초심자도 색 

관리가 손쉽게 가능하다.

네 번째로 기존 레터프레스의 효율 극대화를 위

한 디지털 라벨 프레스기 도입을 꼽을 수 있다. 현

재 디지털 라벨 프레스를 도입한 인쇄업체를 살펴

보면 기존 레터프레스의 매출이 크게 상승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에 래터프레스에서 생산

하던 다품종 소량 인쇄물을 디지털 라벨 프레스로 

생산하게 되면서 레터프레스 기기에서는 대량 인

쇄물을 생산에 더욱 집중하게 되면서 레터프레스

기기의 매출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품종 

소량을 인쇄하기 위해 제작하던 수지판 및 PS판

이 필요 없어지면서 비용이 감소하며 판을 교체하

는 시간 및 비용도 없어진다. 기존에 고객사 관리

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면서 인쇄했던 다품종 소

량 인쇄물들을 디지털 라벨 프레스에서 생산하게 

되면서 이익을 보는 구조로 변경되어 인쇄업체 전

체 매출이 증가하면서 순이익도 증가하는 긍정적

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요인들로 인하여 현재 국내시장에는 

디지털 라벨 프레스가 100대 넘게 설치 되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다품종 소량 인쇄물 및 고부가가치 

인쇄물이 인쇄되고 있다. 성공적인 디지털 라벨 프

레스의 도입으로 2, 3호기를 도입한 인쇄업체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신규 도입 업체도 하루가 다

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K-PRINT를 기점으로 

더 많은 인쇄업체에서 디지털 라벨 프레스를 도입

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제조업이 INDURSRTY 4.0의 스마트 팩토리

로 체질 변화를 하고 있다. 인쇄 시장도 여기서 자

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스마트 인쇄사로 변화하여 

시장에 발 맞춰 가지 않는다면 10년 후의 생존에 

대해 장담 할 수 없다. 시장에 맞춰 변화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 녹색 삼각형 부분이 인쇄소에서 얻을 수 있는 순수익 구간

상동화㈜ 부스에서 가동중!

지금바로 H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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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BIS 회사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한국 고객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름일 수 

있을 겁니다. IBIS는 1999년에 설립된 영국회사로

써 디지털 프린팅에 최적화된 디지털 제본 시스템

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출신의 엔지

니어들이 다수 포함된 기술팀은 인쇄 후가공 분야

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웹디지털프린

터, 낱장고속프린터 등과의 인라인 연결 및 다양한 

고객 맞춤형 솔루션 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

금까지 IBIS 스마트바인더는 전 세계 약 150여대 

이상 판매 설치되었습니다. 

Q. IBIS 제품의 주요 설치 및 성공사례를 설

명해 주십시오.

A. IBIS의 후가공솔루션은 학습지와 시험지 제작 

인쇄사와 매뉴얼 제작 인쇄사, 금융,보험회사 및 

DM회사, 정부기관 등 디지털프린팅 시스템이 설

치된 회사에 주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업종 및 고

객군도 다양합니다. 미국의 선두 프린팅업체인 오

닐 데이터 시스템즈(O'Neil Data Systems)와 RR

도넬리(R.R. Donnelley), 영국의 DST 아웃풋(DST 

Output), 일본의 돗판폼(Toppan Form) 등 유수

의 기업에서 IBIS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 모두 재구매율이 높은 것이 공통적인 특징입

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철/제본과 관련된 전문 메

이커가 많은 일본에서도 최고 인쇄회사 중 하나인 

돗판폼(Toppan Form)으로부터 여러 대를 한꺼번

에 발주 받는 큰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IBIS의 큰 고객 중 하나인 미국 오닐 데이터시스

템즈(O'Neil Data Systems)의 공장책임자인 스티

브 엘리소프(Steve Ellithorpe)씨는 “LA 생산공

장에서 4대의 스마트바인더 장비를 처음 가동하

면서 이 제품의 탁월한 생산성 및 오랜 기간 동안 

대량물량을 문제없이 처리하는 것을 경험한 후, 텍

사스, 플레이노 등 다른 지역의 생산기지를 개설

할 때 IBIS장비를 우선순위로 추천하게 되었습니

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IBIS 스마트바인더의 가

장 큰 고객사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IBIS 스마트바인더의 

성능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Q. 제품의 주요 특장점 및 차별화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A. IBIS 제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디지털출력

물에 최적화된 전문 책 제본 시스템(Digital Book 

binding System)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IBIS의 

스마트바인더(Smart Binder)는 개인화되고 가변

페이지로 구성된 내용물을 중철제본, Glue 제본 

또는 무선 제본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처리가 한 

장비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낱장인풋피더와의 직

접 연결(Off-line), 롤 언와인더와 웹커터와의 연

결(Near-line), 프린터와의 직접 연결(In-line) 등 

다양한 형식으로의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바인더는 중철제본과 Glue 제본이 한 

장비(SB-3 이상 모델)에서 가능하며, 제품의 독특

한 제본 공정인 ‘낱개 접음 후 통합 모음 & 중철’ 

방식으로 기존 전통방식의 중철 방식보다 고품질

의 접지상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프린팅에 최적화된 디지털 후가공 솔루션으로

한국 고객들에게 만족을 드릴 것

디지털 프린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

고 관련 프린팅 업체에서도 신상품을 계속 출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디지털 후가공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는 게 사실이

다. 영국 디지털 후가공 전문업체인 IBIS는 이번 

K-PRINT2018에서 한국 공식 파트너업체인 솔

버스를 통해 큰 규모의 부스(I-160)를 마련, 스

마트바인더(Smart Binder) 장비 전시, 시연을 시

작으로 국내 시장에서 제품 영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스마트바인더는 한 장비에서 중철제본과 풀 제

본, 무선 제본이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IBIS의 존 크랙넬(John Cracknell)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프린팅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디지털 후가공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급

속한 성장은 과히 괄목할 만하다고 보고 있다”

고 하면서, “한국에서도 제품 문의가 많이 오는 

만큼 올해 레퍼런스를 시작으로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좌측)IBIS 중철샘플, 우측)기존 중철샘플

(좌측부터) ㈜솔버스 서용수 대표이사와 함께 한  

IBIS 존 크랙넬(John Cracknell) 사장



23  디지털후가공

최근 한국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 및 최저시급 인

상 등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생

산성 및 효율성을 보다 향상해야 하는 과제가 주

어지게 되었습니다. 스마트바인더는 시간당 최대 

7,000부 제작이 가능하며 2-up모드 형태일 경우

에는 시간당 최대 14,000부까지 제작이 가능합

니다. 더불어 장시간 연속 작업이 가능한 Heavy 

Duty 시스템입니다. 또한 인풋모듈에 설치된 바코

드리더에 의해 출력된 페이지의 누락, 중복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출력오류 및 제본오류를 사전

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체 작업공정

에 대한 로그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완성본의 

수량확인 및 불량물의 재작업을 손쉽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한국시장에서의 기대와 전망을 말씀해 주

십시오.

A. 한국은 디지털프린팅분야에서 급속한 양적 성

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HP, XEROX, CANON, 

RICOH, SCREEN 등 세계의 유수한 디지털 프린

터업체간 경쟁의 각축장이라고도 들었습니다. 이

러한 디지털프린팅 분야의 발전에 기인하여 디지

털 후가공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고 생각됩니다.

IBIS 스마트바인터는 시간당 최대 7,000부라는 고

생산성과 한 장비에서 중철제본과 풀 제본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특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장비

입니다. 또한 스마트바인더 만의 독특한 제작 방

식으로 기존 접지 품질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장점

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변

화에 따라 인쇄 업계에서도 보다 높은 생산성 및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차별화된 영업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IBIS의 스마

트바인더가 디지털 후가공 시스템 분야에 좋은 파

트너이자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

니다. 

Q. 한국 파트너로 솔버스를 선택한 이유가 있

나요.

A. 솔버스는 테크나우 후가공시스템을 약 25년 

이상 취급해왔고 또한 메일링 및 카드발송분야 등

에서 한국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회

사입니다. 이러한 우위는 우수한 기술력확보와 고

객지향 마인드가 결합이 되지 않고서는 이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사는 해외 전시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해오고 있다가 올해 IBIS 공식 한국파트너 계약을 

체결했고, IBIS는 그 동안의 협력관계를 통해 솔

버스가 디지털마인드에 기인한 영업 맨파워와 우

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테크놀로지인 IBIS 제품에 

대해서도 역량을 갖추고 시장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솔버스를 통해 IBIS 제품에 대해 문의하는 

회사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라

면 올해 안에 1호기 제품을 납품할 수 있을 것으

로 보고 있으며, 향후 1~2년내에는 IBIS제품을 사

용하는 고객 분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

대를 하고 있습니다.

IBIS 회사의 미션은 ‘고객 분들께 최상의 디지털 

후가공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의 고객분들

이 기뻐하고 또한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드려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국 

고객 분들께도 IBIS의 미션이 잘 전달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BIS 스마트바인더 시연중

I160Booth No.

▲ 연속용지(Roll) 피딩 시스템

▲ All in One 시스템

▲ 낱장용지 피딩 시스템



24  디지털후가공

스마트 바인더(Smart-binder) 
디지털 인쇄물에 최적화된 중철 & Glue 제본 겸용시스템

특징

 ▶ 다양한 장비연결 구성 지원

① 디지털 롤잉크젯 인쇄기 또는 디지털 낱장 인쇄기와 인라인으로 연결

② 출력된 롤인쇄물과 웹 커터와의 연결

③ 낱장피더와의 오프라인 연결

 ▶ 고품질 중철 & Glue 제본, 인라인 3방 재단

시간당 최대 7,000부(1-up) 또는 14,000부(2-up) 탁월한 생산성

 ▶ 최대 60mm두께의 무선 제본 옵션 연결 가능

 ▶ 24×7 작업이 가능한 프로덕션 시스템(하루 100,000부 이상 제작)

 ▶ 바코드 검수시스템을 통해 페이지 누락이나 오정렬 등의 방지 기능

스마트바인더는 분당 최대 450 페이지를 받아서 시간당 최대 7,000부 중철하

고 동시에 3방 재단할 수 있다.(center-knife옵션을 장착하면 최대 14,000부

까지 제작이 가능하다.) 

고객 상황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바인더 모델들이 제공되고 있다. 

SB-2모델은 최대 10mm두께의 중철제본 기능 만을 지원한다. 

기존 전통 방식의 중철 프로세스인 ‘통합 모음 후 접지 & 중철’ 방식이 아닌 스

마트바인더 만의 독특한 프로세스인 ‘낱개 접음 후 통합 모음 & 중철’ 방식으

로 고품질의 접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SB-3모델은 중철 기능 외에 IBIS의 특허 기능인 ISG Cold-glue 바인딩 옵션

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SB-4 & SB-5모델은 최대 60mm 두께의 무선제본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다.

각 페이지마다 출력된 바코드(1D 또는 2D)는 스마트바인더 인풋모듈에 장착

된 리더에 의해 감지된다.

바코드데이타 안의 정보에 따라 각 페이지가 정확히 정렬되어 합치되는 지를 

확인하며 Selective 중철/제본 또는 Selective 천공(Perforation)과 같은 기능

을 실행할수 있게 한다. 이는 데이터 100% 검증을 가능케 하여 출력오류 또는 

제본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오류 제본물은 자동으로 불출되며 모든 내용들에 대한 로그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재작업을 손쉽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다.



분류 25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43, 705호│전화 02)2164-8500│담당(하희수이사) 010-8008-6059

초고속 
중철·Glue 제본 겸용 시스템

후처리 커팅 시스템

테크나우

• 중철 & Glue 제본 작업 가능

• 생산성(시간) : 최대 7,000부 제작(1up 모드)│최대 14,000부 제작(2up 모드) 

• 책두께 : 최소 4페이지 & 최대 10mm두께 가능 

• 바코드검수 시스템 : 페이지 누락, 오정렬 자동감지

• 3방 재단기 

한 장비에서 중철과 제본이 가능한 획기적인 후가공시스템 !
차별화된 고품질 접지 방식!

24시간 작업이 가능한 Production 시스템 !

낱장용지 
피딩 시스템

• 낱장용지 피딩 사용 

• Cover피더 장착 가능

• 바코드 검수시스템 기본 장착

• 3방 재단기 기본 장착 

• 연속용지 피딩시스템 업그레이드 가능

연속용지(Roll) 
피딩 시스템

• 낱장용지 피딩 사용 

• 연속용지(Roll) 피딩 사용

• Cover피더 장착 가능

• 바코드 검수시스템 기본 장착

• 3방 재단기 기본 장착

All in One 
시스템

• 낱장용지 피딩 사용 

• 연속용지(Roll) 피딩 사용

• 롤투커팅 시스템 사용

좌_IBIS 중철 샘플, 우_기존 중철 샘플

IBIS 스마트바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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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닥 SONORA X 무현상 판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A. 코닥의 무(無)현상 판재는 현상기와 현상약품 과정 전체를 생략한 완전한 

무현상 판재입니다.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환경 규제에 대한 염려 없이 

무현상 판재 적용만으로도 손쉽게 친환경 인쇄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습니

다. 과거에는 판재 출력시 변수가 많은 현상과정을 거치다보니 현상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 및 인력 낭비가 컸습니다. 코닥 SONORA X 무현상 판

재는 CTP에서 판재 출력 후 곧바로 인쇄기에 장착한 뒤 바로 사용이 가능하

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인 제판 작업이 가능합니다.

Q. 현재 SONORA X 무현상 판재의 고객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A. 코닥의 SONORA X 무현상 판재는 그 기술성을 인정받아 일반 상업 인쇄 

뿐만 아니라 신문사, 패키징, 라벨 등 거의 모든 인쇄 관련 산업분야에서 사용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4,000여 개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21%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약 40여 개 업체가 현재 사용 중에 있으

며, 여러 업체들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용업체들의 숫자가 

적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무현상 판재로 전환한 고객들은 다시 현상용 

판재로 전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용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죠. 

또한, SONORA 무현상 판재를 100%로 사용할 경우 별도의 폐수처리가 불필

요 하기 때문에 폐수처리 비용 및 관련 정부 법규 문제로 힘들어하던 고객들

이 쉽게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Q. SONORA 무현상 판재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SONORA X 무현상 판재는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 최적화된 판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분들께서 판재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부분은 비용절감과 생

산성입니다.

이 두가지를 한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판재는 코닥의 무현상 판재일 것 입니

다. 일반적인 현상 판재보다 코닥의 SONORA X 무현상 판재의 가격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도입을 꺼려하시는 경우에는 대개 판재의 단가만을 기준으

로 구입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현상 판재 도입으로 사라지는 것은 

현상기와 현상약품만이 아닙니다. 폐수처리, 현상기 유지보수 및 보관 비용, 및 

현상기 가용 전력과 담당 인력비용까지 절감되어 부가 혜택을 더하여 총 운용 

비용의 대폭 절감이 가능합니다.

무현상 판재에 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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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무현상 판재가 존재하던데, 그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타사의 무현상 판재는 단순히 ‘현상약품’만을 사용하지 않는 판재라고 이

해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별도의 현상 공정 관련 장치와 수세액, 고무액 등을 

필요로 하며, 사용 과정에서 폐수 또한 여전히 발생합니다. 반면, 코닥의 SO-

NORA X무현상 판재는 ‘현상 공정’ 전체가 생략된 판재입니다. 현상기 자체가 

필요하지 않으며, 현상 약품, 수세액, 고무액 등의 화학 약품이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폐수 또한 전혀 발생하지 않겠지요. 종합적으로 작업의 편의

성과 각종 비용 절감 효과, 친환경 효과까지 모든 면에서 더욱 우수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 현상 공정이 생략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는 얼마나 

되나요?

A. 무현상 판재 사용시 절약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은 아주 많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비용만 하더라도 현상기 비용, 유지 보수 서비스 및 부품비, 현상약품 

값, 수도세, 전기세 폐수 처리 비용 등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제판 작업량 및 근로 시간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제판 환경 조성 

및 인건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절감에 대한 견적은 코닥 

영업소에 문의 가능합니다.

Q. 무현상 판재는 아직 시기상조란 의견이 있습니다. 굳이 지금 무리해

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A. 무현상 판재 출시 초기에는 CtP 출력속도과 품질 측면에서 기존의 일반 현

상 판재보다는 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10여년이 넘은 현 시점에선 이러한 문제

는 개선되었고, 코닥의 경우 지속적인 R&D를 통하여 매년 업그레이드 된 무

현상판재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된 코닥의 SONORA X 판재의 경우 

CtP 출력속도는 일반 현상 판재와 동일하며, 현상 공정상의 망점 손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쇄력과 해상도 측면에서는 일반 판재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

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 인쇄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고있고, 앞으로 화학약품 관리 및 

폐수 처리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각종 환경 규제 

및 관련 교육 이수 의무 등으로 골머리를 앓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

며, 폐수 처리 업체가 점차 줄어들며 폐수 처리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에게 코닥의 SONORA 무현상 판재는 앞으로의 인쇄시장의 흐

름에 100% 부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판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무현상판재 전용 CtP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A. 별도의 전용 장비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코닥의 CTP 장비뿐만 아니

라 현장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써멀 CtP 장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 내년도 판재 시장에서 코닥 무현상 판재 목표는 무엇인가요?  

A. 현재 코닥의 전체 매출중 SONORA 무현상 판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입니다. 매년 성장률은 약21%로 가파르게 성장 중이기도 하지요. 전체 인

쇄시장에서 80%를 차지하는 일반 현상용 판재 사용 고객들은 코닥 무현상 판

재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닥 무현상 판재의 관점으로 볼 때 한국의 

인쇄 시장은 블루 오션입니다.

특히, 올해 한국코닥은 무현상 판재에 대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였

고, 이를 기반으로 잠재 고객들의 무현상판재에 대한 실 사용 경험을 늘리고,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신문인쇄, 포장 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인쇄에서도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고자 합니다.

│문의│

한국코닥 02)3438-2656

좌측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RB 프린팅

광주지역 신문인쇄 기업

창성피앤텍㈜

포장인쇄 전문기업
무현상판재 소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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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설립 이래, 인쇄주변기기와 친환경 인쇄관

련기기, 부분공정 자동화를 위한 후가공 솔루션 

등을 국내인쇄시장에 소개, 국내인쇄업체들의 인

쇄현장 친환경화, 자동화에 기여하고 있는 ㈜신

정테크놀로지(대표이사 이기범/www.sjmcl.com)

는 이번 K-PRINT2018에 큰 규모의 부스를 마련

해서 2015년 말부터 국내시장에 소개, 패키징인쇄 

공정에서 항상 작업자가 직접 해 오면서 단골 병

목 구간이었던 탈지공정을 개별회사의 작업현장

에 맞게 완전자동과 반자동으로 제안, 병목 구간

을 없애고 공정자동화에 기여하고 있는 완전자동

탈지기 헤바-Ⅰ과 반자동 탈지기 헤바-Ⅱ, 그리고 

블로워형 반전기 TRD 500BV, 습수냉각 여과 살

균장치 에버퓨어, 레지스터 자동 핀 펀칭기 헤르메

스(HERMES), 패키지 접착 라인에서 사용되는 프

라즈마 장비, 라벨스트링머신 등 총 7종류의 인쇄 

주변기기 라인업을 시연과 함께 선보인다.

신정테크놀로지에서 2015년 말부터 국내시장에 

선보인 완전자동탈지기 헤바-Ⅰ은 4,000 여 개의 

핀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는 핀보드 방식으로 5~6

명의 현장인원들이 오랜 시간을 두고 작업했던 것

을 여직원 1명이 10분 내외로 마무리 할 수 있어, 

획기적으로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비로, 글

로벌 시장에서는 300여 대가 넘게 가동 중에 있으

며 국내 시장에서도 패키지 후공정에서 반드시 필

요한 장비로 자리잡고 있다.

헤바-Ⅰ과 함께 판매하고 있는 반자동 탈지기 헤

바-Ⅱ 역시, 국내 유수의 패키징인쇄업체와 종이

컵 인쇄업체 등에서 3대 이상 여러 대의 헤바-Ⅱ

를 도입, 고질적인 병목 구간이었던 수작업 탈지 

공정을 자동화해서, 국내 작업 현장에 최적화된 

호평과 함께 국내시장에서 스테디셀러 장비로 자

리잡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프라즈마 장비는 패키지 접

착 라인에서 접착 전 공정 중 작업물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열을 가해주는 장비로 이를 통해 바코드 

인쇄 작업 등을 용이하게 해 준다.

또한 라벨스트링머신은 역시 제품 출고 전 공정에

서 현장 작업자들이 수작업으로 오랜 시간 작업했

던 공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장비로 인

쇄된 라벨을 장비에 적재하면 타공 후 라벨 제품

에 자동으로 빠르게 끈을 묶어준다.

신정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창립 이후 신정테크놀

로지는 줄곧 기능성과 내구성, 친환경성 등 우리 

인쇄업체들이 가져 가야 할 방향성에 가장 적합한 

장비들을 국내 시장에 공급, 스테디셀러 장비로 

자리잡아 왔다.”고 하면서,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

로 오늘까지 성장해 온 만큼, 앞으로도 국내 인쇄

업체들의 공정 자동화와 친환경, 생산 효율 제고

에 필요한 주변기기들을 시장에 소개해서 발전적

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

혔다.

㈜신정테크놀로지, K-PRINT2018에서 

완전자동/반자동 탈지기 포함 7종류의 제품군 출품

㈜신정테크놀로지

L140Booth No.

▲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헤바-Ⅰ, 플라즈마, 헤바-Ⅱ, 라벨스트링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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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창립 이후, 국내 인쇄업계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공급해 온 상동화㈜(대표이사 

김원기/www.stampland.co.kr)가 충무로에 <디지

털라벨인쇄기 & CMS솔루션> 데모센터 오픈했다.

이번 데모센터는 그 동안 플렉소와 그라비어 등 

패키지인쇄와 라벨인쇄분야의 다양한 인쇄장비와 

자재를 공급해 온 상동화가 디지털인쇄장비와 컬

러 관리 분야로 사업분야를 확장하고, 라벨과 패

키징인쇄 분야에 있는 다수의 상동화 고객들에게 

디지털인쇄장비와 컬러 관리 관련 솔루션을 제안

함으로 해서 고객사들의 비즈니스 성장에 기여하

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코니카미놀타 디지털 라벨 

프레스 아큐리오 라벨 190(AccurioLabel 190)과 

CGS ORIS의 상업인쇄/패키징용 교정 솔루션과 인

쇄장비 캘리브레이션 및 컬러매칭 솔루션 등이 설

치되어 원할 경우 샘플 테스트와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시장에 판매하

고 있는 ESKO DLI 2120, 수지제판기, 잉크젯 필름 

출력기, X-RITE 농도계 등에 대한 시연도 함께 진

행할 수 있다.

김원기 대표이사는 “기존 상동화와 함께 하고 있

는 라벨과 패키지인쇄 고객들이 디지털인쇄장비

의 도입과 체계적인 컬러 관리에 있어 많은 고민

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 관련 브랜드 관계

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코니카미놀타/CGS 

ORIS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이들의 솔루션을 국

내 시장에 함께 보급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이제 

라벨과 패키지인쇄시장에서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만큼, 상동화에서 새

롭게 소개하는 솔루션들을 통해 고객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상동화는 도요보(TOYOBO) 수지판과 

리굼(ligum) 슬리브, SPG 레이저출력기 등을 국내 

1천 여 군데 라벨과 패키지 인쇄업체들에 공급하

고 있으며 특히 2009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에스

코 수지제판기 DLI 2120은 전국에 50여 대를 판

매,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라벨인쇄기 & CMS솔루션> 데모센터 개

설한 상동화는 지난 달 3피스 제관인쇄전문기업 

신광강판인쇄(주)와 컬러관련 기술협약을 체결하

고 롤랜드 VS300i와 엡손 SureColor P7000, CGS

컬러 관리 솔루션과 목업샘플 제작솔루션, 지엠피 

엑셀라미 플러스 655R, x-rite i1 pro 등을 설치하

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된 계약은 전시 기간 중 이뤄질 예정이

며, 이번 솔루션 도입을 통해 신광강판인쇄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컬러관리와 생산성 제고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약 체결을 담당한 상동화 박상현 팀장은 

“신광강판인쇄의 장비 도입은 지난 7월 오픈하우

스를 통해, 상동화가 디지털 라벨인쇄장비와 컬러

관리솔루션 등을 취급 제품군에 추가한 이후 처음

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하면서, “신광강판인쇄를 

시작으로 제관과 패키지 인쇄분야의 업체들이 보

다 정확한 컬러관리와 생산성 제고를 이룰 수 있

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상동화는 이번 K-PRINT2018에서 미디어머신

과의 협업으로 15부스 규모의 전시공간(부스번

호 H143)을 마련해서, 코니카미놀타 디지털라벨

프레스 아큐리오라벨 190과 CGS컬러관리 소프

트웨어와 목업샘플제작솔루션, 롤랜드 VS300i와 

엡손 SureColor P7000, 지엠피 엑셀라미 플러스 

655R, x-rite i1 pro,  io automated table, Exact 

Advanced, 지엠피 엑셀라미 플러스 655R, 에스

코 DLI2120 레터프레스 CtP, 도요보 수지판, 상동

화 수지제판기, 리굼 슬리브 등 라벨과 패키지, 제

관, 그라비어, 플렉소, 오프셋 인쇄 분야 관계자들

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들을 선보이고 관련 컨설팅

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동화㈜, <디지털라벨인쇄기 & CMS솔루션> 데모센터 오픈
최근 신광강판인쇄㈜와 컬러관련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솔루션을 설치하는 성과를 이뤄

상동화㈜

H143Boot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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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펄프·제지 전문기업, 무림이 올 초 

인쇄산업의 메카인 충무로에 플래그십 스토어 

‘무림갤러리’ 를 전격 오픈하며, 종이의 가치와 

매력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유관업계 고객들을 

위한 샘플 체험은 물론 1 대 1 제품상담, 소량 

긴급배송, 공간대여 등의 고객 편의 서비스를 제

공하고 디자이너와의 페이퍼아트 컬래버레이션, 

다양한 세미나와 고객 초청 교육 등은 뜨거운 반

응과 함께 연일 화제가 됐다. 

‘무림갤러리’ 는 올해 1월 17일 주요 고객 초청행

사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날 무림의 김석만 

사장은 “단순히 종이를 제조하는 것만이 아닌, 고

객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제지, 인쇄업의 성

장을 위한 상생을 도모하고 무림의 새로운 가치를  

전하고자 한다.” 라고 말하며 이 같은 소통의 공간

을 조성하게 된 의의를 밝혔다.

이후 8개월, 무림갤러리는 고객들과 소통의 플랫

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에 충실히 발맞춰 다채로

운 전시와 행사를 진행해왔고, 남다른 고객 편의 

서비스를 통해 오고 가는 인근 고객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무림갤러

리 내부를 살펴봤다. 2개 층으로 조성된 무림갤러

리 1층에는 책, 잡지 등 출판물에 주로 사용되는 

인쇄용지부터 디지털 전용지, 라벨지와 보드지 등 

다양한 특수지에 이르는 무림의 종이 샘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품체험존이 조성돼있었다.

후가공을 거쳐 생활 속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최종 완제품이 함께 전시돼있어 각각의 지종별 용

도와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유관업

계 고객들로 하여금 작업 적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갤러리 입구엔 별도의 페이퍼아트존을 조성, 

디자이너와 협업을 통해 종이의 매력을 한껏 발산

할 수 있는 페이퍼아트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

다. 현재 ‘패키지 디자이너의 방’ 을 모티브로 책상, 

디자인 작업대, 턴테이블, 스탠드 등 관련 소품을 

무림의 종이로 제작, 전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주제를 달리해 새로운 콘셉트의 페이퍼아트 작품

을 소개할 예정이다.

무림이 인쇄산업의 메카인 충무로에 올 초 오픈한 플래그십 스토어 ‘무림갤러리’

2층 다목적 공간

1층 제품체험존

국내 대표 펄프・제지 전문기업 무림

고객소통의 플랫폼 
‘무림갤러리’에서 
종이의 가치 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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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림갤러리’ 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고객’ 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유통사, 인쇄사 고객들에게 적절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진심으로 유용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취지에 단순 자사의 제품 정보뿐이 아닌 전

문 제지 정보나 인쇄상식 등 1 대 1 기술상담을 제

공할 수 있는 TCS(Technical Customer Service)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인근 고객들은 종이

나 인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시 편하게 내방해 궁

금증을 해결하고 있었다. 또한 갤러리 2층의 경우,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맞

춤형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 7, 8월

에도 이곳에 전문가를 초청, 디자이너를 위한 인포

그래픽 세미나와 캘리그래피 클래스를 개최하며 

고객들과 유쾌한 만남을 가졌다.

무림 측에서 직접 진행하는 종이교육과 채권교육 

또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인기 강좌이다. 별

도로 종이교육을 진행했던 장안대, 인덕대 시각디

자인과 외에도 꾸준히 교육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 행사가 없는 날에는 2층 공간을 고객사

에 무료로 개방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

관해주고 있다. 회의나 세미나에 적합한 공간적인 

인프라가 다소 빈약했던 인쇄골목에 희소식이 아

닐 수 없다.

무림갤러리는 종이의 참 매력을 전할 수 있는 이색 

퍼포먼스도 놓치지 않는다.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한 ‘슈퍼히어로 팝아트전’이 그 대표적인 

예다.

무림의 종이로 재탄생된 아이언맨, 토르, 스파이더

맨, 캡틴아메리카 등 마블사의 슈퍼히어로들이 무

림갤러리 내부를 채우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종이

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매력을 전했다.

충무로 인쇄골목 한가운데 인쇄제지인들을 위한 

직접적인 소통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도 고무적

인데, 종이의 가치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풍성

한 활동으로 업의 부가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무

림갤러리. 무림갤러리가 앞으로 보여줄 다양한 

콘텐츠가 기대된다

주 소 서울시 중구 충무로 22 호운빌딩 1,2층 

운영시간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전화번호 02)771-0202

information

map

식목일을 맞이해 진행한 

녹색화분 나눔 이벤트 

익숙한 소재지만 다양하게 변신 가능한

페이퍼아트. ‘종이’라서 가능한 것이다. 

종이에 대한 모든 것, 무림갤러리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제지업계 실무자들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한 유통사 고객 초청 채권교육 

패키지 디자인 세미나는 관련 문의가 빗발치며 

당초 신청자 수의 배가 넘는 참가자를 기록했다

을지로3가역 8번출구

명보사거리 명보아트홀

충무로역 7번출구

MOORIM
갤러리

무림갤러리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고 다양한 행

사와 이벤트 소식을 받아

보세요!

@moorim_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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