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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시작,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국내 최대의 

인쇄관련 전시회인 <K-PRINT2018>이 8월 29일 

11시 그 화려한 막을 열었다. 

오프셋과 디지털, 레이블, 패키지, 사인, 텍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의 인쇄 장비와 후가공, 주변기기 

등 최첨단 인쇄 관련 솔루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시아 허브 전시회로 자리잡은 <K-PRINT2018>

의 개막 테이프 커팅에는 대한인쇄문화협회 조정

석 회장과 한국이앤엑스 김충한 회장, 대한인쇄정

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고수곤 회장, 대한그래픽

기술협회 박삼도 회장,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

조합 김남수 이사장, 한국스크린인쇄공업협회 이

범학 회장, 한국인쇄학회 오성상 회장 등 주최측

과 인쇄관련단체장, 그리고 국내외 인쇄, 디자인, 

출판 관련단체장 등 총 23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 <K-PRINT2018>의 개막을 축하했다. 

‘Design the Future’라는 주제로 9월 1일(토)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22,580sqm라는 전시 역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다. 

지난 <K-PRINT2016>에서도 연인원 3만여 명이 

다녀간 가운데 내수 700억원과 수출 2,200만불이

라는 계약액을 달성하는 등 매번 전시회마다 경제

적 효과면에서도 국내 최대 인쇄전시회에 걸맞는 

장비계약과 수출 관련 결과를 이뤄내고 있다.

<K-PRINT2018>은 이번에도 개막 첫날과 이튿날

까지 연이은 장비 계약 소식을 알리면서, 인쇄 각 

분야별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이어

가고 있는 국내 인쇄업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

음을 또다시 증명했다.

스크린에이치디코리아는 스크린 Truepress Je-

t520HD 디지털 윤전인쇄기를 부건애드(대표 박

민호)와 계약 체결했으며, 디디피스토리는 ㈜재인

프린텍(대표이사 황재호)과 durst(더스트)의 타우

(Tau) 330 RSC 판매 계약을, 에이스기계㈜는 상

미패키지(대표 김종직)와 PREMIER-110CS, 신정

테크놀로지는 오리지널프린팅(대표 김재곤)과 반

자동 탈지기 헤바-Ⅱ의 도입 계약을 각각 체결해

서 전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를 주도했으며, 전시 마

지막 날까지 이와 같은 장비 계약 소식을 통한 활

기는 더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시 주최측인 한국이앤엑스에서는 이번에는 해

외바이어 700명을 포함, 3만여 명의 참관객과 내

수 750억원과 수출 2,300만불 이상의 성과가 이

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 셋째날인 오늘(8월 31일)은 오후 1시부터 친

환경 라벨과 패키지 용지 관련 페이퍼세미나(컨퍼

런스룸 302호)와 캐나다와 중국, 대만 등의 인쇄 

인재양성 노하우 등에 관한 국제컨퍼런스(303호), 

‘HP 라텍스프린팅 활용 어플리케이션 트렌드’와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개념과 활용 사례’ 등의 

주제로 개최되는 티지털 잉크젯 프린팅 활용 트렌

드에 대해 열리는 세미나(301호)가 개최된다.

전시장을 찾은 인쇄업계 관계자는 “전시 첫 날부

터 계약체결에 대한 소식이 이어지는 것은, 인쇄업

계의 전반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레이블과 

패키지 분야에서는 디지털 인쇄장비와 이에 대응

할 수 있는 다기능 자동화 후가공 장비에 대한 수

요가 생각보다 많이 있고, 시장 추이를 관망하면

서 장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잠재 고객 또한 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전시장

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라벨과 후가공 분

야의 중국 장비 브랜드들은 이들 분야의 중소 규

모 업체들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충분히 장비 수요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 “전반적인 사회적 여건을 봤을 때 인쇄분야에

서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정 자동화 바람이 일

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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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표준화와 G7 실전 예제 

2009년 서울 써밋을 시작으로 2010년 G7 전문가 교육이 국내에서 시작되고 

G7 인쇄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지난 8년여 동안 많은 G7 전

문가가 배출되었고, 많은 인쇄사에서 G7 마스터 인증을 획득하였다.

G7 인쇄 기술과 G7 인증의 도입은 국내 인쇄 산업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G7

은 미국의 Idealliance 협회에서 개발된 인쇄의 그레이밸런스를 정의하고 매

칭하는 방법에 대한 인쇄 기술이며 국제 표준 기술이다. G7을 통하여 인쇄

물의 컬러를 표준화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G7을 이용한 산업 표준으로 

GRACoL2006, GRACoL2013, SWOP3,5 등이 있다. 

이전에는 인쇄물이 산업 제품으로써 규격화된 품질로 관리되고 생산되는 것

이 아니라, 각 인쇄사나 인쇄 기장 개인의 창작물처럼 생산되고 있었다. 이러

한 환경에서 더 좋은 인쇄물이란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하다보니, 인쇄물 생산에서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실제 제품 

인쇄 가동 시에 “감리” 라는 과정에서 인쇄물의 색상이 즉흥적으로 판단되고 

마무리 되었다. 이러한 생산 과정은 다음의 문제가 있었다. 

 ▶제품의 디자인 과정에서 제품의 최종 컬러를 예측할 수 없다. 

 ▶제품의 예측을 위한 교정지나 샘플 제작을 하더라도 규격이 없이 제

작되었기 때문에, 최종 제품을 예측하기 어렵다.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인쇄사에서 교정 샘플을 제작하더라도 마찬가

지로 정확한 규격이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제 제품 생산시 일치되

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량의 제품 생산 시에는 교정 샘플과 생산을 동일한 인쇄사에서 했

을 경우 일치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대량 생산 제품이나 글로벌 

제품 생산의 경우 여러 곳에서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으

로는 제품의 품질을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 

 ▶디자인에서 샘플 제작 그리고 실제 생산시의 불일치로 다시 디자인 작

업이 수행되거나 샘플제작이 반복되면서 제품 개발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비용이 높아지며, 결국 제 시간에 제품 출시가 안되는 결과가 생

길 수 있다. 

 ▶제품을 생산하는 인쇄사에서는 샘플 제작과 오랜 감리 과정으로 값 

비싼 생산 시설과 인력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경쟁적인 가격 환경에서 위의 과정을 수행하면서 

충분한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당연한 얘기이

지만, 제품의 규격을 정하여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이 세상의 산업 제품들 중 

표준 규격없이 만들어지는 제품은 없다. 전자, 통신, 자동차, 건축물 등 디자인

은 창작이지만 최소한 지켜야 할 규격이 있다. 

다른 산업 제품처럼 인쇄 제품도 미술 회화처럼 하나만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생산을 해야한다. 그러므로 모든 다른 산업처럼 인쇄 산업에서

도 최소한 지켜야 할 산업 표준이 존재한다. 그 중 컬러 외관의 규격을 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ISO 12647(Graphic technology -- Process 

control for the production of half- tone colour separations, proof and 

production prints) 시리즈가 있다. 이는 인쇄 방식에 따라 분류 되어 있다. 

ISO 12647-2 (옵셋 인쇄) 

ISO 12647-3 (신문 인쇄) 

ISO 12647-4 (그라비어 인쇄) 

ISO 12647-5 (스크린 인쇄) 

ISO 12647-6 (플렉소 인쇄) 

ISO 12647-7 (하드카피 컬러 교정 프로세스) 

ISO 12647-8 (Validation print process)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산업 표준은 산업 전반적으로 지켜야 

할 규격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자

체 표준을 만들어서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자신만 사용하는 표준은 고립 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보겠다. 패키지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회사가 있다. 디자인의 

이미지와 아트웍을 만들고 샘플도 만들어야 한다. 이 디자인 회사가 ISO 표준 

컬러에 따라 모니터 화면을 세팅하고 목업 샘플을 만들고 완료 했다면, 이 제

품은 세계 어디에서 인쇄를 하든 ISO 표준 규격에 따라 인쇄를 하는 인쇄사와 

일을 한다면 충분히 기대했던 컬러의 제품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

한 작업은 자사 표준 규격만을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표준 규격도 준수할 수 

없는 인쇄사와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반대로 자체 표준을 가지고 있는 인쇄

사와 디자인 회사가 일할 경우 디자인은 처음부터 자체 표준만을 고려하여 제

작되어야 하고 디자인 회사로써는 파트너 선택의 기회가 좁아지게 된다. 그리

고 글로벌한 제품이나 대량 제품의 경우 여러 군데에서 제작되어야 하기 때문

에 애초에 자체 표준만을 가진 회사와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인쇄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산업 표준 규격 내의 인쇄

물을 생산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산업 표준 규격보다 더 

나은 컬러의 자체 표준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 없다. 

산업 표준 규격 내의 인쇄물을 생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1. 산업 표준 내용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산업 표준의 컬러를 매칭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이지

만 일관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와 환경 관리는 필수적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인쇄 시에 컬러 분광 농도계를(TECHKON SpectroDens) 이

용하여 G7 기술을 활용하고 산업 표준 GRACoL2013을 매칭하는 방법을 간

단히 소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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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MYK 솔리드(100%) 매칭 

① 인쇄물에 컬러 바 또는 컨트롤 스트립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TECHKON 그레이가이드 기능을 이용하여 CMYK 100% 수치를 측정하여 

확인 및 조정한다.

위의 측정 결과를 보면 K, C, Y 는 GRACoL2013과 비교하여 허용 오차 이내

로 인쇄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 허용오차 Delta E(색차식) = 3 이하 (수치가 0

에 가까울수록 가까운 컬러, 커질수록 색 편차 가 큼) 

하지만 M은 허용오차를 벗어난 결과

를 보여준다. 동시에 마젠타의 농도

를 높이라는 표시와 수치를 보여 주

고 있다. 이 경우 1.15 만큼의 농도를 

올려주면 색차 (Delta E) 0.9 까지 도

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준

다. 왼쪽의 결과는 잉크 농도 조정 후 

허용 오차 이내로 도달한 결과이다. 

2. G7 Gray 매칭 

CMYK 100% 솔리드 컬러를 매칭 후 G7 그레이밸런스를 기준이 준수 되는지 

측정 해본다. 3가지 부분을 측정하여 체크한다. 

HC(하이라이트), HR(미들톤), SC(쉐도우) G7 기술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레이밸런스를 규격에 매칭하는 것이다. 

▲ (좌측부터) G7하이라이트 / 미들톤 / 쉐도우 측정 통과

위에 측정 결과 3가지 부분에 모두 통과를 하였지만 TECHKON 분광 농도계

에서는 G7 그레이를 더 정확히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농도를 조정해야 하는

지 가이드 해준다. 측정 결과에 따라 G7 미들톤의 경우 C +0.01, M +0.02, Y 

+0.01 만큼씩 잉크 농도를 인쇄기 에서 조정해 준다면 더욱 정확한 G7 그레이

밸런스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3. G7 검증 (QA) 

인쇄 중이나 인쇄 완료 후 목표 값에 도달 여부를 검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TECHKON 분광 농도계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간단하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 컨트롤 스트립 스캔(좌)과 결과(우)

여기 예제처럼 적절한 장비와 SW 사용으로 표준 규격에 도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있으므로 현재 G7 마스터 인증을 받은 인쇄사나 

앞으로 획득할 인쇄사는 크게 어렵지 않게 표준 규격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

로 믿는다.  글_휴닉스 명노삼 대표 

C

M

Y

CM

MY

CY

CMY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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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규모이면서 아날로그 라벨 인쇄장비를 

보유한 업체들이 디지털로의 전환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들 업체들에게 조언을 부탁 드립

니다.

A. 라벨 인쇄업체에서 디지털 인쇄장비 도입을 고

려하려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가성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쇄방식에서 토너타입과 잉크젯 타입이 있다고 

할 때, 토너타입이 인쇄품질이 좋습니다.

고가 장비의 인쇄품질이 좋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

는 부분이지만, 결국 가격, 인쇄단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이라고 하면 소량다품

종 타겟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소량은 1장, 100장, 

1만장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 1~2장이라고 하며, 

보통 2백장 이내를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중

소규모가 다수인 국내 라벨 인쇄업체들이 2백장 

내외의 인쇄물을 작업하면서 10억원이 넘는 장비

의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시점을 함께 고민해야 한

다면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인쇄시장이 피라미드 타입으로 고품질이 윗 부분

에 있다고 가정하고, 이 시장은 고가 장비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중급 이하 시장은 국내 장

비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며, 여기서 충분히 

뛰어난 가성비를 보여주게 된다고 봅니다.

가성비는 장비 가격과 장비가 보여줄 수 있는 퍼

포먼스를 의미하는 것인데 만족도를 봤을 때 충분

히 딜리가 가지는 강점이 있고, 항상 장비는 서비

스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서비스 비용 등에서도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딜리는 생산현장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항

상 신속하게 고객이 원하는 인쇄물의 테스트가 가

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 길

어지시는 분들은 아날로그 장비 기준의 인쇄품질

을 생각하시기 때문이기도 한데, 만일 인쇄품질에

서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이 5% 정도 부족한 부분

이 있다면, 이를 작업공정 효율화와 생산성, 편리

성 등의 측면에서 커버하고 더 큰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디지털로의 전환에 대한 결정이 쉬워

질 것입니다.

이제 디지털 인쇄장비의 품질이 예전보다 많이 나

아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디지털 인쇄품질

을 이야기 할 때 오프셋 인쇄를 기준으로 하는데 

유럽은 다릅니다. 유럽은 편리성 중심으로 많이 이

야기합니다. 인쇄품질은 각 인쇄기술에 따라 차이

가 날 수 밖에 없으며 이제 그 부분이 인정되고 제

품과 품질에 따라 각각의 시장을 만들어 갈 필요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인쇄인들이 브랜드 오너들과 디자이너

들에게 이에 대한 당위성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서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표준화된 잉크값으로 인

쇄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

니다. 

Q. 디지털 장비의 도입에 있어 컬러관리를 낯

설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A. 디지털 인쇄기는 각 사가 가지고 있는 컬러 영

역을 표준화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컬러매니지먼트 솔루션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는 오프셋 분야에서는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 

플렉소와 그라비어, 디지털은 부족한 편인데, 아날

로그 장비를 구동해 오면서, 많은 시간과 손지를 

감소하며 감각적으로 컬러를 맞춰왔던 입장에서 

컬러관리에 대한 기본원리와 방법에 대해 공부하

고 실무에 적용하는 것은 귀찮고 번거로운 과정이 

될 수 있겠지만 디지털로 방향성을 정했다면 반드

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딜리에서는 분야별로 장비를 도입하는 고객사들

에게 적합한 컬러 관리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딜

리 장비 보유 고객들이 보다 새롭고 독특한 소재

를 통해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소재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프셋은 종이, 박스 정도이지만 연포장 인쇄분야

는 튜브, 알루미늄, 레토르트 파우치 관련 원단 등

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음에도 

아날로그 장비로 생산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데 이 

분야를 디지털화 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시장을 만

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Q. 인쇄현장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업

체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기후 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출 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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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 디지털프레스사업본부 

이근성 본부장

<K-PRINT DAILY NEWS 1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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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교토 의정서를 필두로 여러 가지 국제 협약이 

체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를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각 기업에 탄소 배출권

을 주어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 탄소 발생을 억제

해서 환경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로 대기업

들에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인쇄분야의 중소규모 업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라비어 인쇄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

제 가운데 하나이며, 향후 정부 정책이 더욱 환경

적으로 엄격해 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프셋 

인쇄분야에서도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느껴지게 

되는 것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그

라비어 인쇄분야에서는 친환경적인 문제로 인해 

알코올 타입으로 잉크를 개발하고 있고 플렉소인

쇄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 무현상 판재 역시 

현재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단점을 보완한다면 보

다 일반화될 것이라는 것도 인쇄분야에 있어 친환

경화가 미칠 영향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Q. 이번 전시회에서 딜리의 주요 전시 컨셉에 

대해 말씀 부탁 드립니다.

A. 이번 전시회에서 딜리는 디지털 인쇄기의 솔루

션을 공급하는데 있어, 그 동안은 스티커와 라벨

이었다면, 이제는 이 외에도 연포장을 타겟시장으

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장비를 소개하

고자 합니다. 특히 연포장을 타겟으로 해서 백색

도가 매우 높게 나오는 인쇄물들이 있는데, 여기

에 적합한 새로운 장비를 소개하게 됩니다.

원래 잉크젯은 헤드가 하나 있고, CMYK를 뿌려

주는데, 새 장비는 백색 유니트를 2개를 넣어서 차

폐력과 은폐력을 강화시켜 투명 필름 소재에도 선

명하게 이미지가 보일 수 있으며, 차폐력을 좋게 

해서 금은지에도 선명도 높은 인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시연에서 사용하는 소재도 튜브와 투명 필름을 위

주로 연포장을 타겟으로 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전시부스에서는 딜리가 중장기적으로 

상업인쇄분야를 타겟으로 해서 제작한 네오갤럭

시(Neo Galaxy)라는 수성 고속 프레스를 소개하

는데, 최신형 헤드를 탑재한 수성잉크 타입으로 

이번에는 단색으로 개발 과정을 소개하는데 목적

으로 두고 소개하게 됩니다.

또한 디지털 UV 라벨 프레스 네오 피카소(Neo 

Picasso) 210W/350W와 기존에 취급해 왔던 하

이엔드 평판 UV프린터와 인쇄 작업 후 필요한 부

분을 바니쉬와 부분코팅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바니쉬 하이브리드 UV 프린터도 선보입니다.

이 외에도 디지털 라벨 컷팅이 네오 아틀라스와 

디지털 커팅기 네오 트라이튼 등 총 7종의 신제품

을 소개하게 됩니다. 

Q. 이번 전시기간 중 딜리 부스를 찾게 될 관

람객들과 국내 인쇄업계 관계자 분들께 한 말

씀부탁 드립니다.

A. 제가 오랜 기간 하이델베르그를 비롯한 인쇄

분야에 있으면서 인쇄산업을 사랑하고 발전을 위

해 노력하는 사람으로서, 국내 인쇄업계가 단가적

인 측면과 작업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 인건비 

등의 요인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반등을 위한 작

은 여지마저 사라지게 되는 만큼,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지금의 불황과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

는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저는 그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 가운데 하나

가 디지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제가 오프셋 인쇄분야에서 함

께 했던 고객분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왜 디

지털 인쇄장비를 공급하는 위치에 왔고 이 장비들

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

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8월 30일 2시부터 제가 진행했던 세미나에서

도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번 나흘 간의 전시 기간 중 반드시 딜리 부스를 

방문해서, 여기서 제시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직접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친환경이라는 측

면에서 그라비어 인쇄시장에 가장 필요한 솔루션

이 플렉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딜리에서 함께 

소개하고 있는 소마 플렉소인쇄기가 국내에 소개

되어 작업 공정과 현장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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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잉크젯 라벨 프린터 ILP-220 개발 계기 

A 저희 대표님께서 오랜 기간 라벨인쇄관련 전시

회를 참관해 오시면서, 언젠간 반드시 디지털 라벨 

장비를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고, 정

부에서 운영하는 매칭펀드연구프로젝트인 W300 

R&D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라벨

에 국한되지 않은 산업용 싱글패스 장비를 개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128개 헤드를 제어

할 수 있는 보드 개발을 시작했는데, 멀티패스보

다는 싱글패스에 주력을 했고, 초기에는 디마틱스 

SG1024로 싱글패스를 구현했습니다.

이후 국내 실정에 가장 적합한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파일럿 장비 제작과 부분별 

테스트, 업그레이드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헤드를 KM-1에 채용된 코니카미놀타 

1800i로 교체했으며, 2년이 지난 지금, 이번 전시

회에서 잉크젯 라벨 프린터 ILP-220을 론칭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장비 개발을 위해 17명까

지 개발인원이 있다가 지금은 13명의 관련 인원들

이 매일매일 다양한 조건에서 장비를 테스트하고 

이를 분석해서 발전적인 장비 방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구, 전기, CMS 

등 분야별 전문 엔지니어들이 저희 팀에 함께 포진

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업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A 이미 로타리와 플렉소, 인디고 등의 장비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업계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너와 잉크젯을 두고 품질과 생산속도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떤 장비들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판매고를 올렸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쉬운 상황은 아니겠지만 시간을 두고 소

비자들을 설득하고 잉크젯의 장점을 피력한다면, 

디지털 인쇄분야의 환경변화를 생각하시는 분들

은 잉크젯으로 투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시장에서 경쟁장비라고 생각하는 장비가 

있는지. 타겟으로 생각하는 업체 유형은.

A 디지털 라벨인쇄시장에서 저희는 후발주자이

기 때문에 모든 장비가 경쟁상대가 되겠지만 최근

에는 더스트 장비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RSC 

장비가 출시되었는데, 당장 저희가 그 장비를 넘어

서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이제 더스트 라벨프린터 

품질과는 거의 동등하다고 봅니다. 속도로 더스트

가 47mpm인 반면, 잉크테크는 60mpm으로 타겟

을 잡았고,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조만간 더스

트보다 가격은 낮고 품질을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내시장에서는 일단 저희가 잉크를 직접 개

발, 생산한다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중저가 라

벨 제품을 생산하는 분들부터 큰 부담 없이 저희 

잉크젯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Q. 잉크테크 잉크젯 라벨 프린터 ILP-220만

이 가지는 강점에 대해

A 우선 글로벌 시장에 50여 대가 판매되어 그 품

질을 인정 받은 KM-1에 채용된 코니카미놀타 

1800i 헤드를 동일하게 장착해서,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고품질의 인쇄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

과 메인 경화를 위해 UV-LED 첨단 기술을 장착

했으며, 미디어가 이동하면서 미디어에 있는 이물

질들을 비접촉식으로 제거해주는 웹 크리너가 기

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고, 비

슷한 가격대 장비 가운데, 60mpm까지 빠른 속도

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인쇄장비를 도입하시는 분들은 

높은 잉크가격과 어려운 유지보수로 어려움을 겪

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잉크테크는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장비를 통해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고품질과 빠른 속도, 합리적 잉크 가격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을 것

㈜잉크테크 잉크젯 영업3팀 

노희석 부장

㈜잉크테크

I100Booth No.



09  라벨

ILP-220은 UV-LED 첨단 경화 기술로 동급 최

고의 출력 품질을 제공한다. 

다양한 라벨 재료에 최대 60m/min의 속도와 최

대 220mm 폭의 싱글패스 출력을 바탕으로 뛰

어난 품질의 손쉬운 라벨 인쇄작업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웹클리너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별도의 코로나 전처리 옵션을 탑재 가능하며, 3

단계의 그레이스케일, 4단계의 멀티드롭을 표현

하는 15개의 프린터헤드를 채용하여 고품질, 고

해상도의 이미지와 함께 가변데이터를 효율적으

로 구현한다. 또한 국내 유일의 자체기술력으로 

다양한 잉크 제품과 UV 잉크젯시스템(JETRIX) 

제품을 모두 양산하고 있는 잉크테크에서, 본 제

품 전용으로 개발한 디지털 레이블 최적의 UV

잉크를 사용한다.

잉크테크 
잉크젯 라벨 프린터 IL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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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텍㈜

K103Booth No.

엡손이 이번 K-PRINT2018에서 큰 규모의 부스를 마련, 비즈니스 복합기부터 포토그래피, 옥

외 광고물 출력 장비까지 비즈니스 잉크젯·대형프린터 제품군을 출품,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

지도록 하고 있다. 

엡손이 선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잉크젯 복합기 3종인 워크포스 프로 시리즈 WF-C869R과 

WF-C8690, 워크포스 엔터프라이즈 WF-C20590 가운데 특히 WF-C20590는 컬러 100ppm

의 고속 양면인쇄를 구현해 단시간 대량 인쇄가 가능한 제품으로 고성능 잉크 카트리지, 낮은 

전력 소모량으로 친환경적 요소를 갖춘 것도 강점이다.

또한 사이니지, 파인아트, 온디맨드(On-demand) 프린팅 등 다양한 분야에 적합하면서 고품질 

출력을 자랑하는 ‘SC-P10070’과 특별한 기술 없이도 손쉽게 사용 가능한 티셔츠 프린팅 솔루

션을 제공하는 ‘SC-F2140’, 텍스타일(Textile) 전사 비즈니스의 유일한 완성형 솔루션 프린터 

‘SC-F9340’과 메탈릭 실버 잉크로 광고산업 특수 출력에 최적화된 에코 솔벤트(Eco-Solvent) 

프린터 ‘SC-S80610’ 등 대형프린터 4종도 관련업계 관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엡손 관계자는 “엡손 프린터 제품군은 출력보안 솔루션으로 안전한 출력환경을 제공하고, 

고속 인쇄와 저전력 제품으로 업무 효율

성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급변하

는 비즈니스 환경에 발맞춰 경쟁력을 갖

춘 제품과 솔루션을 끊임없이 선보일 예

정”이라고 전했다.

‘복합기부터 포토그래피, 옥외 광고물 출력 장비까지’ 한 자리에 
엡손이 선보이고 있는 비즈니스 잉크젯·대형프린터 제품군

바코드 관련 솔루션 전문기업 토마텍㈜는 이번 전시회에서 엡손 부스를 통해 차세대 산업용 컬

러 라벨프린터 TM-C7500를 비롯,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고 있다.

TM-C7500은 산업용 차세대 컬러 라벨프린터로, 엡손의 최첨단 프린터 헤드 기술인 ‘Preci-

sonCore 라인헤드’가 탑재되어 있다. ‘PrecisionCore 라인헤드’를 통해 엡손 TM-C7500은 

잉크젯의 컬러와 레이저 프린터의 텍스트 인쇄 품질,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의 효율

성을 제공한다. 토마텍은 지난 5월 킨텍스에서 열렸던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 

2018)’에도 동일 장비를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토마텍주식회사는 지난 1995년 이래 바코드 관련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켜 현재까지 국내 4500

여 고객사에 바코드 관련 제품을 공급했다. 해외 유명 바코드 관련 회사들과 협업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공급하고,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

공하고 있다. 또한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상 품질의 라벨을 목표로, 생산 공정의 관리 및 

새로운 설비를 도입한 직영 공장에서는 일반 라벨 및 특수한 라벨을 유수한 기업들에 납품하고 

있다.

토마텍㈜, 차세대 산업용 컬러 라벨프린터 TM-C7500 소개
빠른 속도와 고품질 재현이 특징

엡손

L100Boot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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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코씨앤티의 자회사로 ㈜두리코씨앤티에

서 제조된 모든 상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두릭스

(대표이사 김주완/www.photonart.com)는 지난 

전시회에 이어 이번에도 부스를 마련해서 내화학

성 및 내수성이 우수하여 GHS라벨 및 케미컬 관련

라벨, 내수성이나 내화학성을 필요로 하는 모든 제

품에 별도의 후가공 없이 사용 가능한, 새로 개발

된 잉크젯 전용라벨 DR115WSA(내화학성 라벨)

와 전사출력을 활용한 고급 인테리어 알루미늄액

자 크로마룩스 및 고급 브로셔, 고급명함 등 출력 

가능한 인쇄용지 등 자사 주요 제품군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두리코씨앤티는 고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코

팅 약제를 직접 조합하고, 이를 최신 코팅 설비를 

이용하여 필름이나 종이에 코팅하여 다이렉트 써

멀 및 잉크젯 제품을 생산 및 공급하고 있다. 잉크

젯 분야 주요 제품은 잉크젯용 라벨, 백릿 & 배너

필름, Microporous Coated Paper & Film, 디지털 

파인아트 용지 제품들을 생산하며 Indigo, High 

Speed, Press용 미디어 및 레이저프린터용 미디어

를 수입 공급하고 있다.

온라인 상업인쇄 전문기업 와우프레스㈜(대

표이사 김경환/www.wowpress.co.kr)는 지난 

K-PRINT2016에 이어 이번 전시회에서도 부스를 

마련해서 와우프레스에서 실시한 제5회 디자인공

모전 수상작과 다양한 샘플을 전시하고, 새롭게 

바뀐 홈페이지에 대한 설명회와 포토월 인증샷 이

벤트 등을 진행한다. 

전시 기간 중 와우프레스 부스를 방문하면 디스플

레이존, 셀프 샘플존, 수상작 전시존 등에서 다양

한 샘플과 수상작을 보고, 샘플들은 직접 가져갈 

수 있으며 하루에 두 번 리뉴얼된 홈페이지와 추가

된 서비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전시회에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많은 관

람객들을 부스로 이끌었던 와우프레스는 이번 전

시회에서도 와우프레스 부스 방문 후 포토월 또는 

와우부스에서 찍은 인증샷을 남겨주면 100명을 

추첨해서 아이스크림을 증정한다.

와우프레스㈜

H150Booth No.

㈜두릭스

D120Booth No.

두릭스, K-PRINT2018에서 신제품 라벨 전시
고급 인쇄용지와 크로마룩스 등도 선보여

와우프레스㈜, K-PRINT2018에서 다양한 샘플전시와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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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Inkjet 솔루션 선택의 올바른 기준 

최근 들어 UV Inkjet 솔루션이 가장 돋보이는 잉크젯 기술로서 부각되고 있

습니다. 

시중에는 아직도 수성, 솔벤트, 에코 솔벤트, 라텍스 같은 잉크젯 장비가 사

용되고 있지만 UV Inkjet이 가장 독보적으로 발전하고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UV Inkjet 솔루션을 선호하는 추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입니다. 반면 UV Inkjet 솔루션을 도입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할지 많

은 분들이 아직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

분의 고객들은 이미 각 솔루션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잉크

젯 설비를 도입할 때 필요한 더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UV Inkjet 솔루

션 선택의 올바른 기준을 5가지 관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고객이나 제조사 입장에서는 견해 차이가 있

을 수도 있으니 감안하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V 잉크젯의 사용 용도는 무엇인가?

UV 잉크젯을 도입할 때 고객들이 대부분 어떠한 미디어에도 모두 인쇄가 가

능한 가장 이상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십니다. UV 이외의 다른 

인쇄 방식은 소재에 따른 편차가 발생하고 또한 제품 설치 환경에 따른 제약

이 많습니다. UV 잉크젯 솔루션은 이런 제약을 모두 극복하는 훌륭한 솔루션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UV 잉크젯은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그에 따른 조건이 필요하기도 합

니다. 예를 들자면 유리, 금속, 아크릴과 같은 특수한 소재에 인쇄할 때는 전처

리 또는 후처리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 직접 인쇄하여 정

상적인 제품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잉크젯 인쇄 결과물은 UV 잉크젯 장비, UV 잉크, 미디어, 워크플로우, 컬러 매

니지먼트 등의 다양한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변수를 조합하여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른 최적의 값은 고객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누

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행 착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루션을 도입할 때는 고객들이 현재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고려

하되 향 후 몇 년을 내다보고 성장 가능한 분야를 염두에 두고 장비 선정을 해

야 합니다. 당장 현업에서 필요한 것만 쫓아 가다 보면 결국 수익성이 떨어져 

오래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고 시장을 선도하지 못해 높은 수익이 발생하

는 일들을 수주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

은 역시 여러분의 고객들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파악하고 발굴해 내는 것
글_아그파 코리아 와이드 포맷 잉크젯 솔루션 

담당 조현일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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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그에 따라 롤투롤, 플

랫베드, 하이브리드 등의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셔야 합니다. 국내 큰 업체들은 

보통 저가의 장비를 많이 보유하여 대량으로 박리다매 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지만, 해외에서 다년간 잉크젯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많은 장비

를 보유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하이엔드 고속 장비로 롤투롤 1대, 플랫베드 1

대, 하이브리드 1대, 자동 커팅 테이블 1대를 기본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장비의 수량이나 출력량의 관점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다양한 애

플리케이션을 고객의 고객들에게 만족스럽게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점이고 

또 그에 따른 합리적인 수익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국내에서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장비가 자동화되고 대형화되면 결국 해외의 사례로 마찬

가지로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가 훨씬 유리해지기 때문에 “열심히” 보다는 “스

마트” 하게 사업을 구상해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게 될 것임은 누구나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잉크젯 솔루션의 흐름은 플랫베드인 경우 싱글 베드보다는 더블 베드로 애플

리케이션의 대형화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롤투롤은 3.2m 이상의 대형 장비

로 듀얼 로딩을 지원하여 고속 인쇄를 하고, 하이브리드는 롤투롤/평판 작업

을 모두 소화하며 최고의 속도와 품질로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이 모든 장비

를 제어 할 수 있는 잉크젯 전용 워크플로우가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것인가?

애플리케이션은 우리 잉크젯 업체에서 가장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남

들이 하지 않는 창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높은 품질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그 목표일 것인데, 이 부분은 경험도 필요하고 적합한 솔루션도 필요할 

것이고, 장비업체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고객들은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애플리케이션에 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꺼려하여 새로운 솔루션 도입에 

가치를 두지 않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면 가격으로만 승부하는 업

체로 전락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잃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좌우하는 것 중 중요한 것이 바로 잉크입니다. UV 잉크는 순

간적으로 경화되기 때문에 적층 인쇄가 가능합니다. 칼라 잉크, 바니쉬 잉크 

등을 사용하여 적층의 효과를 극대화할 경우 이제까지 못 보던 새로운 애플리

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머 잉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전처

리 없이 인쇄 도중 전처리하여 접착력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빠르고 일

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솔루션을 도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비를 선택하실 때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정확히 용도에 맞는 구성으로 

도입하셔야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UV 잉크의 특성은 충분히 이해하는가?

UV 잉크는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UV 램프에 의해 아주 짧은 시간에 순간 

경화가 됩니다. 경화 램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즘은 거의 모든 프린터

가 LED 램프를 기본으로 장착하지만, 아직 할로겐 타입 램프를 사용하는 경

우도 많이 있습니다. 할로겐 램프는 UV LED 램프에 비해 VOC, 전력 소모, 애

플리케이션 활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할로겐 램프를 더 이상 사용

하지 않는 방향으로 거의 모든 제조사들이 LED 램프를 장착하고 있으니, 할

로겐 방식의 UV를 구매하실 때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UV 잉크는 Cyan, Magenta, Yellow, Black, Light Cyan, Light Magenta 등

의 컬러 잉크와 Varnish 잉크, 프라이머 잉크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각 잉크

별 특성이 있으며, 특히 이러한 잉크 종류가 원하는 대로 탑재 되어 있는지 확

인이 필요합니다.  

인쇄 중 또는 대기 중 잉크 사용량이 얼마인지가 인쇄 단가를 결정하는 중요

한 부분인데 고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고

객들이 구매할 때는 잉크 리터당 가격에만 집착하고 있으며 실제 장비를 가동

할 때 얼마의 잉크가 사용되는지, 그리고 사용 대기 중일 때 잉크는 얼마가 소

모되는지에 대해서는 구매 이후 체감하는 부분이라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

고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이엔드 UV 잉크젯 프린터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극 최

소량의 잉크를 사용하여 대기 중 장비 유지 보수를 하고 있으며, 기계적으로

는 잉크의 품질이 최상으로 유지되도록 필터, 순환 장치 등으로 철저히 보완하

고 있습니다.  

잉크 품질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적정 품질이 유지되는 잉크와 그

렇지 않은 잉크는 인쇄를 하고 나면 색감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또한 며칠, 몇 

주 지나고 나면 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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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와 미디어는 상관 관계가 크기 때문에 잉크도 적절한 잉크를 사용해야 되

지만 소재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소

재는 인쇄용 마감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건축용, 일반용 소재로서 인쇄 이후 

여러 가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인쇄용과 아닌 것을 철

저히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국내는 구분 없이 인쇄하고 사후에 문제제기를 하

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잉크와 함께 그래픽

용 표준 미디어 사용을 권장합니다. 

잉크젯 전용 워크플로우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가?

잉크와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처음 봐서는 그 중요성이나 가치를 이해하기 어

려운 분야가 바로 소프트웨어 입니다. 장비와 함께 운용되는 소프트웨어를 흔

히 RIP이라고 합니다. 이 RIP의 주요 역할은 이미지 데이터를 프린터가 잉크를 

뿌릴 수 있게 픽셀단위로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출시되는 워크플로우 개념의 립은 립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출력을 위한 

립핑 기능 뿐 아니라 생산 자동화를 위한 필수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제품 제작의 생산성과 안정성 그리고 품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

니다. 또한 최신 워크플로우에는 CMS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 고객이 

원할 때 장비 업체를 부르지 않고 직접 어느 때나 미디어에 따른 컬러 프로파

일을 짧은 시간에 생성하여 고객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데이터의 결함을 미리 확인하는 프리플라이트, 커팅 테이블로 커팅 정

보를 넘겨주는 기능, 출력 레이아웃 생성, 타일링 등 다양한 기능을 워크플로

우를 통해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넓은 범위의 자동 생산 프로그램으로 제 역

할을 한다면 보다 높은 수준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객들이 잉크젯 솔루션을 도입할 때에는 잉크젯 워크플로우의 기능을 확인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도입 이후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잉크젯 솔루션에 대한 충분한 기술지원이 가능한가?

잉크젯 업계는 다른 그래픽 업계와는 달리 아직은 영세한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잉크젯 솔루션 공급사들도 경기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아 안정

된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사의 기술력이 충분한지, 전 세계 서비스 지원 망이 있는지, 원격 지원은 

가능한지, 업그레이드는 제 때 이루어지는지 등을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잉크

젯 솔루션을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간혹 몇 몇 잉크젯 솔루션 공급사들이 공격적인 가격으로 영업을 하다가 사업

이 위축되어 고객들이 그 피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비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겠습니다. 

결론

잉크젯 솔루션을 선택할 때에는 업체의 사용 용도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선

택해야 하며, 도입 이후에는 모든 장점을 극대화하여 최선의 애플리케이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인쇄 

방식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UV 잉크젯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아그파는 앞에서 말씀 드린 고객의 요구 사항들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그파는 150년의 역사를 가진 그래픽 회사로서 잉크젯 분야에서도 최고의 

솔루션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잉크젯 프린터, 잉크, 워크플로우, 컬러매니지먼트, 소재, 커팅 테이블 등 토탈 

솔루션을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롤투롤, 플랫베드, 하이브리드 모두 구성을 가지

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다양하면서도 작업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워크플로우를 

자체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그파의 솔루션은 유럽 EDP Award 및 미국 SGIA 수상 경력으로 그 품질과 

생산성을 인정 받고 있으며, 전세계 3,000대가 넘는 잉크젯 장비를 설치하여 

검증 받고 있습니다.    

특히 UV 잉크는 전세계 6대 중 1대의 프린터가 아그파 잉크를 사용할 정도로 

아그파 잉크 시장이 넓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그파 잉크는 독보적인 “Thin Inky Technology” 기술을 사용하여 잉크 사

용량을 업계 최소 사용량으로 하면서도 가장 넓은 컬러 영역을 표현하는 기술

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잉크 순도가 높아 잉크의 불투명도가 뛰어나 애플리케이션의 활용 범위

가 넓고 안정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저희 아그파는 고객의 경험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애플리케이

션 교육 과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고객과 함께하여 다양하고 가치가 높은 최

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같이 쌓은 경험을 소중히 생각하고 고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하는 회사의 솔루션을 선택하신다면 귀사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도

움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아그파가 그러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고

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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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인쇄기 전문기업 ㈜리소코리아(대표 우키타 카츠히코/www.risoko-

rea.co.kr)가 F120에 부스를 마련하고, 국내 최대 인쇄 전시회인 ‘K-Print 

2018’에서 ‘컷 페이퍼 잉크젯 시스템(Cut Paper Inkjet System)’이라는 주제

로 초고속 풀컬러 프린터 ‘컴컬러(ComColor)’시리즈 제품과 공판인쇄기 신제

품인 SF9390, 2도 인쇄기 MF9350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리소코리아는 B2B 상업인쇄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PPS(Production Printing Solution) 컨셉 모델을 처음 선보였다. 기존에 리소

는 빠른 성능과 저렴한 인쇄비용, 높은 생산성과 공간효율성이 높은 슬림한 

제품 크기 등을 무기로 B2C와 B2B의 틈새 시장을 공략해왔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문서가 확대되면서 대량 인쇄 물량이 줄고, 다품종 소량 인쇄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자 B2B 상업인쇄 시장을 본격 공략하게 되었다. 상업 인쇄 시장에

서 고속칼라 장비는 가격이 수십억에 달하는데 리소의 제품은 슬림해 공간 활

용도가 높으면서도 고객 맞춤형 스펙으로 제품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PPS 컨셉 모델인 RISO T2는 A4기준 분당 320매, 시간당 약 20,000매를 풀 

컬러로 출력할 수 있으며, AFP/IPDS, PDF, PS 등 다양한 데이터 형식의 출력

이 가능하다. 또한, 옵션 대용량 배지대를 연결해 대량 출력물을 적재하거나 

타사의 후처리기와 결합해 DM과 같은 출력물을 봉투에 넣고 봉함하는 과정

까지 자동화해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리소코리아는 상업인쇄 시장의 다품종 소량 인쇄 트렌드에 맞게 가변 데이터 

출력(VDP, Variable data publishing) 인쇄 및 POD(Printing on Demand)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도 선보여,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많은 관심

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용이나 크기 면에서 도입 부담이 큰 디지털 윤전기의 

대체재로서 출판사들의 초판 인쇄물과 같은 소량 상업 인쇄물에 대응할 수 

있는 컴컬러 디지털 오프셋 POD 시스템을 제안한다.

또한, 최근 레트로 열풍과 함께 독특한 색감으로 전세계 디자인 업계에서 각

광받고 있는 리소의 공판디지털 인쇄기 ‘리소그라프(RISOGRAPH)’ 특별관을 

운영한다. 리소그라프 특별관에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제품인 A2 사이

즈 공판인쇄기 ‘RISO A2’로 제작한 다양한 디자인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며, 신

제품인 SF9390과 2도 공판인쇄기 ‘MF9350’도 선보인다.

리소코리아 조의성 부사장은 “리소코리아는 아웃소싱 없이 내부에서 직접 인

쇄 작업을 할 수 있는 ‘인하우스 잉크젯 시스템’을 강조하며 고해상도의 인쇄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 교육, 의료 시장 등을 타깃으로 해왔다. 그러나 최

근 종이 출력물의 활용빈도가 낮아지고 다품종 소량 인쇄 트렌드가 보편화

되면서 리소의 제품들이 상업인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이번 전시회에서 B2B 상업인쇄 시장을 타겟으로 

PPS(Production Printing Solution) 컨셉 모델을 처음 선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리소는 단순히 인쇄기 제품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니즈에 

맞게 인쇄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까지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이 인쇄 

효율성은 극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여 기업 환경에서 높은 생산성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소코리아, 상업인쇄시장을 타겟으로 한 ‘PPS 모델’ 론칭
향후 상업인쇄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늘 것으로 기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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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기계㈜(대표이사 이철/www.aceglue.com)는 이번 전시회에서 

SMARTPACK 등 자사 최신 기술이 탑재된 프리미어 모델 SIGNATURE PRE-

MIER를 선보여, 관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에이스기계㈜ 시흥 본사에서 제작된 자동접착기 SIGNATURE PREMIER는 

기본적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포장 산업 분야에서 기본 상자에서부터 다양한 

디자인의 상자까지 접착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며, 작업자의 입장에서 제작

되어 손쉬운 조작 및 정비가 가능하도록 고안 되었다. 특히, 기본적인 기계 구

조가 작업자가 자유롭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다양하고 복잡

한 디자인의 상자 작업에 유리하다.

강력한 프레임을 바탕으로 SIGNATURE PREMIER에 채택된 모든 부품들은 

기본으로 고정밀도와 긴 수명을 보장하며 고도의 생산성과 최고의 품질 및 만

족을 보장한다.

한편 에이스기계는 최근 시흥시가 선정한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 사업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직전연도 매출액 3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

의 중소기업 중 R&D투자비중이 3.%이상이거나, 매출액 증가율 또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8%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에이

스기계는 제품혁신이나 공정혁신, 사업화기술개발, 해외기술 마케팅 분야 등

에 걸쳐 매년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연차 평가를 통해 3년간 3억원

을 지원받게 된다.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으로 선정된 GPI와 멀티패키징솔루션스

(Multi Packaging Solutionss), 웨스트락(Westrock)등 글로벌 패키징 분야 

선도기업들에 장비를 납품함과 동시에 글로벌 고객사들과 새로운 디자인의 

패키지 개발을 공동 진행하고 있는 에이스기계 이철 대표이사는 “국내 뿐 아

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제조기업들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혁신적인 생산성 증가와 인원

감축을 이룰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

혔다.

에이스기계㈜, SMARTPACK 등 

자사 최신 기술이 탑재된 프리미어 모델 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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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 FEED

기존의 접착기 급지 방식은 휘더에 작업물 공급

을 사람이 직접하는 수동방식이었기 때문에 급지 

전담 작업자가 작업물을 급지, 많은 인력이 필요

로 하게 되며 고속 자동접착 작업은 급지 전담 작

업자가 최소 2명이상 배치되어야 하므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원가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작업자의 피로도에 따른 생산성 저하 문제도 나타

나게 되었다.

자동 급지장치인 SIG FEED는 기존 접착기의 휘더 

앞쪽에 별도로 장착 되어, 작업물을 대량으로 적

재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인력으로도 고속 작업

이 가능하게 고안되었다. 또한, 접착기 휘더에 사

람이 쌓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급지를 하며, 생산

성 향상은 물론 인건비 절감에 따른 원가 절감효

과도 기대할 수 있다.

SIG FEED는 에이스기계의 자동접착기 뿐만 아니

라 타사의 자동접착기에도 설치가 가능한 호환성

이 매우 뛰어난 장비이다.

SIG CHECK

SIG CHECK는 프리 피더타입 상자인쇄면 검사

장치이다. 독일의 전문 검사장치 회사인 EyeC사

와 협력하여 제작된 SIG CHECK는 에이스기계의 

SIGNATURE 접착기를 바탕으로 검사 전문 기업

인 EyeC의 검사 유닛이 장착되어, 고속의 속도에

서도 카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인쇄면의 불량

까지 검사가 가능한 유닛이다. 특히, 기존 접착기

에 추가되어 하나의 접착기에서만 검사가 가능한 

유닛이 아니라, 별도의 장비로써 이동이 편리하여 

어떠한 자동접착기 앞쪽에 위치할 수 있으며 호환

성도 매우 높은 장치이다.

SMART PACK

SMART PACK은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인

건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미팩킹 장

치이다. 고속의 작업에 있어서도, 작업자 1명이 여

유있게 종이 상자를 팩킹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

으며, 조작이 매우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접착기 콘베이어 뒷 부분에 위

치하여 종이 상자의 패킹 모양에 따라 SMART 

PACK의 플렉시블 라인을 좌우 90도 또는 일직선

으로 상자에 따라 원하는 위치로 회전하여 사용할 

수 있어 작업에도 매우 편리하다.

자동접착기 관련 에이스기계의 주요 기술

에이스기계㈜

N150Boot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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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라미네이팅 기계 및 필름 제조기업 ㈜지엠피(회

장 김양평/www.gmp.co.kr)는 국내 최대 인쇄관련 전시회인 K-PRINT 2018

에 큰 규모로 참가, 자사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솔루션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엔 전자동 파우치 라미네이터인 THINKLAM-330 과 최상의 디

지털 POD 솔루션인QTOPIC-380F, QTOPIC-380AUTO 그리고 지엠피 고유

의 세계 최고 기술력과 중국현지 생산으로 원가를 낮춤으로써 가격 경쟁력

이 한층 높아져 국내 라미네이팅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LARGELAM-1600 COLD RSR과 LARGELAM-1600 COMBI RSR, 첨단기술

로 디지털 및 오프셋 출력물에 적합한 후가공 솔루션으로서 최상의 상업용 고

속 라미네이터인 PIONEER III-IDH 8000 PLUS 시리즈와 두꺼운 돌출형 인

쇄물에 최적화된 3D 슬리킹 솔루션 PROTOPIC-540 PATTERN과 고속 전자

동 포토엠보싱 & 고광택 라미네이터 PODMASTER-IDH 54 QUATRO-SLIT, 

롤투롤 단면 라미네이션과 다용도 언/리와인더 장착으로 라벨, 사진, 핫&콜드 

라미네이션에 최적화된 DIGIMASTER-IDH 34 그리고 콜드필름(PSA), 유리&

보드 전용 라미네이터 GLASSMASTER-1600등 22종의 기계와 31종의 필름

을 전시, 많은 관람객들을 부스로 이끌고 있다.

특히 초정밀 유도 가열롤러가 장착된 PIONEER III-8000 PLUS는 접착제가 

전혀 필요 없는 친환경 써멀라미 시스템으로 4×6 전지를 시간당 5,500매 생산

할 수 있는 최고의 상업용 고속 라미네이터로서 산업 인쇄제본 업계로부터 각

광을 받고 있다.

또한 복제, 재사용이 불가능한 정품인증 보안라벨인 GMP SECUREGRAM

과 여기에 홀로그램 패턴을 추가해 보안성을 높인 GMP HIDDENENGRAM

은 NANO금형기술, 반도체 웨이퍼 가공기술, 초정밀 광학기술과 초정밀 라벨

제조기술이 접목된 첨단제품이며 3D 형상 이미지로 보안성을 더욱 높인 GMP 

FLASHGRAM은 스마트폰 플래시나 각종 라이트 불빛을 이용해 간단히 진품

을 확인할 수 있는 첨단 정품인증 보안라벨이다

이번 전시회 준비를 총괄한 지엠피 관계자는 “이 밖에도 다양한 제품군을 전

시해서 ‘POD시장에 대한 후가공 토탈 솔루션’으로서 GMP 라미네이팅 솔루션

이 확고히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해외 뿐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다양한 고객사의 요구 및 부가가치 효과를 충족시키는 미래 지향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브랜드로서 가치를 공고히 하는 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엠피의 K-PRINT2018
-다양한 친환경 고속 라미네이팅 장비 & 첨단 기술이 집약된 보안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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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MASTER-1600

- 고압력 공압실린더 장착으로 최고 접착력의 제품제조.

최대 50mm 두께까지 작업가능

최대라미네이팅 폭 1600mm

최대라미네이팅 속도 4.5m/분

380V

PODMASTER-IDH 54 QUATRO-SLIT

- 양면 라미네이션,양면 포토엠보싱과 미디어 슬릿라미네이션이 가능한 

다용도의 최상급 라미네이터

최대 라미네이팅 폭: 540mm

최대 라미네이팅 속도: 30m/분

380V

QTOPIC-380 AUTO DUAL

- 자동 POD 라미네이터. 자동급지, 자동커팅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공간활

용 극대화

최대라미네이팅 폭 380mm

최대라미네이팅 속도 10m/분

220V

QTOPIC-380

- 반자동 POD 라미네이터.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공간활용 극대화

최대라미네이팅 폭 380mm

최대라미네이팅 속도 10m/분

220V

㈜지엠피

N100Booth No.

국내영업부: 

TEL: 02)-3444-3800, 02)-319-3333 FAX: 02)-3444-3830

E-mail : kosales@gmp.co.kr

DIGIMASTER-IDH 34

- 롤투롤 단면 라미네이션, 다용도

언/리와인더 장착유도가영롤러

장착으로 안정적 고품질 라미네이션

최대라미네이팅 폭 340mm

최대라미네이팅 속도 30m/분

38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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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스터콘트롤(칼라콘), 화상검사장치, 그리고 

웹가이딩장치(EPC/CPC) 분야에서 전세계 시장

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 비에스티 엘트로맛(BST 

eltromat International GmbH) 한국총판을 맡

고 있는 ㈜비에스앤씨(대표이사 심기억/www.

bstnc.co.kr)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술로 인정

받고 있는 성안기계의 그라비어 인쇄기 스프린터

(SPRINTER)450에 비에스티 엘트로맛의 2가지 제

품이 장착되어 최근 말레이시아 T사에 설치, 안정

적으로 구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성안기계 그라비어 인쇄기 스프린터

(SPRINTER)450에 장착된 비에스티 엘트로맛

의 제품은 레지스터콘트롤 regi_star 20 2세트와 

100%결점검출장치(iPQ_Check)와 정지화상검사

장치(iPQ_View)의 통합시스템인 iPQ_Center 2

세트로 장비 설치 후 3개월 여가 지난 지금, T사의 

현장 관계자들은 “사용하기 간편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 구성으로 단시간 

내 장비 기능의 사용 및 응용이 가능하여 대단히 

만족하고 있으며 기능적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

었던 타사 장비 대비 놀라운 성능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높은 만족을 나타냈다.

성안기계 그라비어 인쇄기 스프린터(SPRINT-

ER)450에 장착된 레지스터 콘트롤러 regi_star 20

은 최고속도 400 rpm에서도 레지스터 제어가 탁

월한 안정성을 보이며, 스플라이스 발생 및 가속이

나 감속 구간에서도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대응

하여 손지를 최소화한다. 또한 모든 유닛의 레지스

터 마크 색상을 자동감지하므로 실시간으로 디스

플레이 장치에 표시하여 어느 유닛에서 어느 정도

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지 작업자가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일정 속도 이후 순차맞춤(Se-

quential adjustment)에서 기준맞춤(fixed ad-

justment)으로 맞춤방식을 자동으로 전환하여 저

속에서 초기 손지를 최소화 한 후 정상속도 또는 

고속으로 전환시 기준맞춤으로 변경하여 마크 간 

누적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인쇄 실린더 순서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맞

춤 순서 변경 가능하며(기준 마크 변경도 가능) 

2nd parameter 적용으로 급격한 레지스터 변동시 

모터 속도를 보다 빠르게 제어(최대 10 mm/sec, 

MD 기준)하여 손지를 최소화한다.

함께 장착된 iPQ_Center는 대형 모니터를 통해 

전체 이미지(repeat)를 하나의 모니터 상에 표시하

므로 결점 또는 화상카메라 위치를 직관적으로 쉽

게 알 수 있어 대단히 편리하다.

100% 결점검사장치와 정지화상검사장치를 하나

의 콘트롤러로 동시에 수행하므로 정지화상 카메

라(Viewing camera)로 원하는 부분에 대해 즉시 

관찰이 가능하여 발견된 결점이 지속적인 것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정지화상카메라(iPQ_View)는 스마트폰처럼 확

대/축소/이동 등 기능 조작이 매우 간편하게 되어 

비에스티 엘트로맛(BST eltromat), 
성안기계 그라비어인쇄기에 장착

신속하고 정확한 인쇄물 검사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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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HD급 영상 및 haze guard(밝기 조정)을 통

해 기존 정지화상검사장치로 식별이 불가능했던 

미세한 독타줄(doctor streak)까지도 판단이 용이

하며, 특정 작업자 지정 위치만을 저장(배율 조정 

포함)하여 관찰할 수도 있고 자동분할스캔도 가능

하며 이 두 기능을 모두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

능하다.

100%결점검출장치(iPQ_Check)는 400 mpm까지 

검출 가능 결점의 크기가 변하지 않으며 기본 이미

지 사이즈 입력만으로 기본적인 결점검출을 시작

하므로 작업자가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각 결

점별(독타줄, 오염 등) 검출하려는 결점의 크기를 

실시간으로 조정 가능하며, 각 결점의 종류 및 이미

지를 고화질 영상데이터로 저장하므로 결점 형태

를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저장된 결점데

이터를 후가공 공정으로 전송하거나 고객사 서버

에 영구 보관하여 공정 내 불량 원인 분석 및 고객

사 클래임 대응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비에스티앤씨 관계자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검

증된 유수의 인쇄기 및 컨버팅 기기 제조기업들이 

자사 장비에 비에스티 엘트로맛(BST eltromat) 

장비를 장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술로 글

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성안기계 그라비어 

인쇄기에 레지스터콘트롤 regi_star 20과 100% 

결점검출장치 iPQ_Check 및 정지화상검사장치 

iPQ_View 통합시스템인 iPQ_Center가 장착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번 장착을 계

기로 양사는 앞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K-PRINT2016에서도 부스를 마련해서 여

러 제품군을 선보였던 비에스티앤씨는 이번 전시

회에서도 레지스터콘트롤(칼라콘), 화상검사장치, 

그리고 웹가이딩장치(EPC/CPC) 등 자사 주요 제

품군을 시연과 함께 선보이고 있다.

㈜비에스앤씨

D112Boot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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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프로, 높은 공정 효율성을 기반으로 
고품질 인쇄물 후가공을 위한

다기능 후가공 솔루션들을 소개

1982년 창립이래 디지털인쇄기와 문서정합기, 

접지기 등 다양한 인쇄 및 후처리 장비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인쇄관련 솔루션 전문기업 한일

듀프로㈜(대표이사 이춘길/www.duplo.co.kr)는 

이번 K-PRINT2018에서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스폿 UV 코

팅 시스템 DDC-810과 디지털 출력 후가공 시

스템 DC-646, 대형 정합&제본 시스템 600i 

Booklet System 등의 제품군을 선보여 좋은 반

응을 얻고 있다.

한일듀프로㈜

E170Booth No.
▲ DDC-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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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의 가치와 품격을 한층 높여주는 디지

털 스폿 UV 코팅 시스템

듀프로 디지털 스폿 UV 코팅 시스템 DDC-810은 

디지털 출력물에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정확

한 UV코팅을 통해 인쇄물의 가치와 품격을 한층 

높여주는 시스템이다. 

UV잉크(바니시) 경화를 위한 UV 램프 장착과 함

께 잉크젯 기술을 접목시킨 DDC-810은 인쇄원고

의 지정된 위치에만 코팅 처리를 수행, 인쇄물의 

가치를 한층 더 강화시켜주며, 강인한 흡인력과 호

소력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출시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글로벌 시장

에서 100여 대가 안정적으로 가동 중에 있으며, 국

내에서는 최근 노넘시스템에서 도입해서 활발하

게 사용 중에 있다.

듀프로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여러 종류의 디

지털 스폿 UV 코팅 장비들이 나와 있지만, 제한적

인 공간에 적합한 콤팩트한 사이즈로 PC 컨트롤

러 소프트웨어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구동할 수 

있으며, 내장된 CCD카메라가 최대 7단계의 정확

한 스폿 UV레이어를 보장하고, 쉽고 간편한 카트

리지 탈부착이 가능하면서 합리적인 가격대까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듀프로 디지털 스폿 UV 코

팅 시스템 DDC-810이 거의 유일할 것”이라고 자

신감을 피력하면서, 전시 개막일부터 이틀 간 여러 

건의 문의가 있었던 만큼, 전시회를 마무리한 뒤에 

많은 고객 문의에 대해 충실히 응대할 것”이라고 

전시 이틀 간의 분위기를 전했다.

신속, 정확한 작업 및 뛰어난 생산성을 제공하

는 최첨단 정합, 제본 솔루션

600i Booklet System은 듀프로 최첨단 최첨단 정

합, 제본 솔루션으로 신속, 정확한 작업 및 뛰어난 

생산성을 제공한다. 

인텔리전트 에어식정합기 ‘DSC-10/60iL’과 가

로 중철작업이 가능한 뛰어난 속도의 자동제본기 

‘DBM-600’, 정밀한 재단기 ‘DBM-600T’의 통합

으로 전문적인 고품질의 중철, 사이드철, 코너철, 

A4상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슬릿/컷/오시 작업을 동시 수행, 시간과 비용을 현저히 줄여주는 혁신적 시스템 

듀프로의 디지털출력 후가공 시스템 DC 646/616/446은 평면의 시트를 세련된 상품으로 전환시켜줌으로

써 디지털칼라 출력물의 가치를 배가시켜주는 시스템이다. 한번의 공정으로 슬릿/컷/오시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서 디지털칼라 출력물의 후가공에 드는 시간 및 비용을 현저히 줄여주는 듀프로만의 혁신적이면서

도 독특한 시스템이다. 응용분야는 명함에서 연하장, 우편엽서, 메뉴판, 전단지, 책자표지 그리고 CD 및 

DVD표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들 장비는 특히 최근 후가공 공정에서 보다 높은 효율을 필요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는 점에

서 이번 전시장에서 특히 많은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좌측부터)

 DC-646, DC-616, DC-446

▲ 600i SYSTEM



24  참가업체 소개

바이텍 테크놀로지(대표이사 현진우)는 이번 K-PRINT2018에서 인라인 디지

털 라벨 시스템 any-JET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디지털 라벨 제작 시스템을 제공하는 anytron은 새롭게 선보이는 ‘인라인 디

지털 라벨 시스템 any-JET’을 비롯하여 디지털 컬러 라벨 프린터 및 디지털 다

이커터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며, 이 제품들은 모두 소량 다품종 라

벨 생산에 적합한 장비로써,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시장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 고객

만족은 물론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라벨 생산이 가능하다. 

인라인 디지털 라벨 시스템 any-JET은 컴팩트한 사이즈로 공간 제약 없이 출

력부터 커팅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신개념 인라인 시스템이다. 1600×

1600dpi의 고해상도 출력을 할 수 있는 잉크젯 프린터와 다이제작 없이 레이

저로 라벨을 커팅할 수 있는 레이저 커터가 인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 번의 

작업으로 인쇄, 커팅, 라미네이팅, 파지제거를 할 수 있다. 또한 각 부분을 독립

적으로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용도에 맞게 인쇄 모드, 커팅 모드, 인쇄 

및 커팅 모드를 선택하여 작업할 수 있다. 

세계최초 데스크탑 레이저 다이커터, any-CUT I 의 경우 A4사이즈 라벨커팅 

지원으로 오피스 안에서도 충분히 쉽고 빠르게 라벨 커팅을 할 수 있다. any-

CUT III는 A3사이즈 까지 더 넓어진 커팅영역과 더 빨라진 속도로 작업의 효

율성을 높여주고 사용자가 원하는 모듈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any-CUT 디지털 레이저 커팅 시리즈는 별도의 목형(die)제작 없이 디자인 프

로그램만을 사용하여 복잡한 모양도 빠르게 커팅할 수 있고, 최신 레이저 기

술과 비전시스템을 통해 고품질 라벨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커팅, 마킹, 라

미네이팅 그리고 파지제거까지 동시에 수행이 가능하며 단기간의 교육으로 

전문가 없이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빈번한 칼날 교체와 같은 소모품 비용 걱

정 없이, 보다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any-BLADE는 평판형 롤투롤 디지털 나이프 커팅장비로서 A3 커팅폭을 지원

하며 모듈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라미네이팅, 추가 리와인더 등 고객 맞춤형 장

비로 제작할 수 있다. 기존보다 낮은 초기투자 비용으로 장비 도입이 가능하

며, 다양한 라벨 시장에 사용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any-PACK은 시트형 

디지털 나이프 커팅 장비로서 A3폭부터 1.2M의 대형 폭까지 다양한 사양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칼/완칼/오시선 작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라벨 커팅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키징(박스)용품들을 쉽게 제작할 수 있다.

바이텍테크놀러지BOOTH NO. F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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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S-350 PS판 간헐식, 로타리 라벨인쇄기

CPU제어 시스템, 무측 전동 시스템, 자동등록시스템, 물·잉크제어 시스템, 자

동윤활 시스템, PEP, PP 인쇄 냉각시스템(칠러), LED UV시스템

 ▶WJLZ-350 수지판 간헐식,로타리 라벨 인쇄기

무측 전동 시스템, 잉크제어 시스템, 압력조절장치, 판실린더 1차성 추출구조, 

LED UV시스템 특수원단인쇄가능.

 ▶WJJM-350 다기능 간헐식, 로타리 고속타발기 

모듈형 설계로 인쇄1도, UV코팅, 접착라미, 콜드금박, 평압타발, 링칼, 슬리터, 

시트컷트 등 다양한 기능 및 간헐식과 로타리 방식을 자유롭게 교체하여 사용

가능하다. 

 ▶DHF2-520 후렉소 인쇄기 

조작이 간편하고 세팅시간이 짧으며 인쇄실린더의 숄더 철 지지구조로 판이음

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문제를 극복하여 안정적이고 매우 정밀한 인쇄를 구

현하였으며 판 교체 시 실린더압력을 조절할 필요 없고 정지상태에서 서보모터

로 비트를 조절한다.

 ▶ST-F670 Label CTP 및 현상기

수지판, PS판, 후렉소판 겸용 라벨,패키징 인쇄전용CTP로 전통적인 인쇄방법

을 변경하여 디지털화로 인쇄제품 품질을 개선하였으며 네트워크화로 인쇄업

체 관리 보완이 용이하다. 

㈜성산테크BOOTH NO. C140

1988년 설립된 (주)지성기계공업은 이번 전시회에 자사기술로 제작된 최신장

비인 엠보싱&톰슨&금박기 ROBUSTO와 레이저 컷팅기 JS-LC-450을 시연과 

함께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성기계 관계자는 “레이저 컷팅기 JS-LC-450은 삼보피엔씨에서 2대를 사용

하고 있으면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1대를 추가발주 했으며, 엠보싱&톰슨&금

박기 ROBUSTO는 해외에 3대가 수출된 최근 기종”이라고 하면서, “국내 기술

로 소량다품종 시대에 특화된 이런 주변기기들이 선보이게 되면서 부스를 찾

은 관람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대형실크스크린장

비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성기계의 엠보싱&톰슨&금박기 ROBUSTO는 자동에어급지와 정교한 직각 

프레스 다이컷팅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고성능의 금박표현이 가능하다. 콤

팩트한 규격으로 신속하게 여러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레이저 컷팅기 JS-LC-450은 종이 간격 세팅을 디지털화해서 편리성을 강화했

으며 정교한 수직 레이저 컷팅 방식으로 높은 생산성과 다양한 무늬의 높은 완

성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성기계공업BOOTH NO. G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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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르하르트라이머(대표 볼프강 맥켈)는 K-PRINT 2018에서 ELSCAN & SMARTSCAN 을 

선보이고 있다. 

ELSCAN은 고해상도 및 중요한 이미지의 품질을 좀 더 섬세하게 관리 시 유용한 제품이며 

SMART SCAN의 경우 인쇄품의 200%를 검사 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르하르트라이머는 1919년 독일에서 설립 후 시스템 솔루션과 자동화 기술(텍스타일, 고

무, 종이, 필름, 타이어 산업 등을 위한 컨트롤, 가이딩, 검수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에르하르트

라이머의 한국 지사로 국내 인쇄 및 필름 기기 부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코멕시(대표 홍덕규) 이번 K-PRINT2018에서 연포장 시장에 특화된 Comexi의 오프셋

과 플렉소, 그라비아 인쇄기, 무용제, 용제 라미네이터, 슬리터 등을 소개하고 있다. 

1954년 시작해서 2004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포장 기계를 공급하는 회사로 발돋움한 코멕시

는 가족경영을 이어오고 있어 회사 정책에 있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2012년까지 지속

적인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인쇄기부터 슬리터까지 제품군을 개발해 왔다. 100여 개국에 지

사를 운영 중인 코멕시의 장비들은 전 세계 2천여 고객사에 4,500여 장비들이 운용되고 있다.

최근 한국코멕시는 코멕시와 함께 200여 명이 참가한 <연포장 시장의 증가하는 수요에 대한 

글로벌 솔루션>세미나를 개최, 자사의 주요 제품군과 기술력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노하라코리아(대표 박정희, www.shinohara.co.kr)는 이번 

K-PRINT2018에서 Shinohara Laser 컷팅기 LC-330R, JWEI 다이컷팅기 

LSC-0604-RM과 HLM 펀칭머신 MCM-200 Punching King, PS판펀칭기 

REGISTAR, 수습정화장치 FILTROSTAR 등을 선 보이고 있다.

LC-330R은 왜 레이저 커팅머신은 레이저를 이용한 커팅기로 다양한 모양의 

스티커를 목형 없이 바로 커팅 할 수 있는 제품이며 LSC-0604-RM은 최대 

480×340mm의 용지까지 자동 급지를 통하여 완칼 및 반칼, 오시 작업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쇄 전용 다이 컷팅기 이다. 또한 HLM 펀칭머신 MCM-200 

Punching King은 50×30mm부터 150×150mm크기까지의 소재를 유압을 이

용하여 대량으로 커팅 할 수 있는 장비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다.

REGISTAR PS판펀칭기는 아시아 최초로 PS판 펀칭기를 독자 개발한 TY사의 

제품으로 오프셋 인쇄기부터 윤전 인쇄기 까지 모든 인쇄기종에 적용하는 PS

판 펀칭기 이며 FILTROSTAR는 인쇄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능을 100%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강력한 수습정화장치로써 타의 추종

을 불허하는 여과시스템이다.

㈜시노하라코리아의 박정희 대표는 LC-330R 롤투롤 레이저 컷팅기와 LSC-

0603RM은 디지털 프린팅에 맞춘 소량 다품종 생산을 위한 장비이며 MCM-

200 Punching King은 대량 생산에 적합한 제품으로 앞으로 디지털 인쇄와 오

프셋 인쇄 두 시장에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하였다.

한국에르하르트라이머

㈜한국코멕시 

㈜시노하라코리아

BOOTH NO. F110

BOOTH NO. G161

BOOTH NO. F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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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텍(대표이사 신미희)은 1983년 금융 사무자동화 기기 수입 및 유통 업체로 출발하여 

1990년 이후 결속기 제조회사로 성장했다. 지폐 결속기를 시초로 수출을 시작했으며 삼성전자

와 하이닉스 등 반도체 회사의 트레이 결속용 기기, 제약회사의 약병에 사용설명서 등을 함께 

묶어주는 결속용 기기, 각종 산업용 생산제품 및 식품결속용 기기, 금융기관의 지폐 결속용 기기 

등… pp밴드,종이/필름 띠지를 사용해서 결속하는 제품의 생산을 통해 사용처의 특성에 맞추어 

사용 가능하도록 제품을 다양화 하고 있다.

국내유일의 소형 결속기 전문생산업체로서 그 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들을 국산화 하고 기

업의 요청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면서 저렴한 가격 및 신속한 A/S를 실행하고 있다.

㈜탑프린(대표  황찬)은 K-PRINT2018에 미쯔비시제지의 Screen Meister MDS-360을 전시, 

실크스크린인쇄분야 관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Screen Meister MDS-360은 제판용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실크에 유제도포가 필요 없으며 무

현상처리로 제판이 완성된다. 이는 실크스크린 제판에 있어 제판시간 및 공정의 획기적인 단축

을 가능하게 했으며, 폐수발생이 없는 친환경 시스템이다.

또한, 견장 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프레임을 국내 자체 개발하여 견장시간을 5분 이내로 단

축할 수 있으며, 유제가 이미 도포되어 공급되는 실크를 사용함으로써 견장 후 유제도포를 별도

로 할 필요가 없다.

㈜바인텍

㈜탑프린

BOOTH NO. G171

BOOTH NO. I176

TACHO-P(타코플러스/대표 김용래)는 이번 K-PRINT2018에서 표지자동공급지 제본기 TC-

5700을 전시중에 있다. 

표지 자동급지 기능이 부착된 TC-5700은 기존의 수동 작업방식을 개선해서 제작된 새로운 방

식의 모델로서 표지 자동급지 기능을 지원, 사용자가 단 한번 동작으로 제본이 가능하게 설계된 

제품이다. 

완전 자동화를 지향하여 1명의 작업자가 많은 책을 제본할 수 있는 효율성과 더불어 제본 방식

의 다양화를 고려한 밀링커팅 방식과 원고와 표지의 접착력을 강화하여 책의 제본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사이드 글루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또한 자동적재기능은 제본된 책을 안전하게 적재하여 완성된 책을 손쉽게 수령할 수 있게 했다.

㈜케이피엠(대표이사 김용환)은 이번 K-PRINT2018에서 라벨 제품 검사장비(Full Servo Au-

tomatic Inspection Machine)를 전시, 많은 건의 장비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고 정밀도(최고 정밀도: 0.02mm), 빠른 모델링(1분), 고 효율성(작업자 5명이상 대체),3D 일체

화된 LED광원으로 구성된 시스템은 일용 화학 제품, 식품, 약품, 위조 방지,1D코드,2D 코드, 바

코드, 금박, RFID안테나, PVC, OPP, 투명라벨 상의 금박 불량, 위치 편차, 색상 편차, 이물질, 커

팅 결함, 라벨 부족 등 불량을 확인 가능하다.

검사 최대속도 120m/분, 슬리팅(Slitting) 최대 속도 300m/분을 실현한다. 또한 ㈜케이피엠은 

간헐식 수지판 로타리 인쇄기 및 고속 타발기 등 후단가공장비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타코플러스

㈜ 케이피엠

BOOTH NO. N130

BOOTH NO. O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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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엔사(대표 박지암)는 UV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UV LED 경화(건조)기 

전문 제조 기업이다. 기존에는 UV Lamp(수은이나 메탈 화합물이 혼합된 방

전 램프)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최근 일반 조명과 마찬가지로 LED의 장점(친

환경, 장수명 등)을 활용한 UV LED 경화기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UV LED의 기존 램프(Lamp) 대비 장점으로는;

- 소형화: 오존 배기 덕트가 필요 없어 사용자 작업 공간 개선과 인쇄 설비의 

간편화 구현

- 친환경: 수은 등 화합물 사용이 없는 친환경 제품

- 소비전력: 전기 소비 전력을 현저하게 감소 시키며 빈번한 램프 교환이 없어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 짐

포엔사는 더 나아가 인쇄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인쇄 건조 효

율을 높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UV LED는 하나의 파장을 나타내는데 이는 다

양한 파장에 반응하는 컬러 잉크에 대해서는 건조 효율이 저하 될 수 있다. 이

를 개선키 위하여 여러 파장대의 LED를 혼용하는 설계 기술을 적용하여 멀티

파장(Mulit-wavelength) 경화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는 다양한 컬러 인쇄의 

건조 효율을 개선, 배가시키는 요소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UV LED는 방열 관리가 중요한 다이오드 소자로서 수명에도 영향을 

준다. 친환경 장수명 소자인 UV LED의 수명을 좀 더 장시간 유지하고 보다 안

정적인 경화 제품이 되기 위해서라도 방열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포엔사에서는 수냉식과 공냉식을 혼용하는 하이브리드(HYBRID) 냉각 방식

이라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수냉식의 경우 Chiller라

는 별도의 냉각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공간적 제약 및 사용자의 관리 

포인트가 된다. 하지만, 포엔사 HYBRID 냉각 방식은 컴팩트한 LED 모듈 내에 

Chiller의 기능을 구현하여 일반 공냉(Fan-cooling)식 보다 냉각 효율이 월등

히 향상된 방열 기술이다. 

UV LED 경화 제품은 친환경 제품으로서 인쇄 현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으로 운영 비용이 감소되며, 기존 램프와 같은 적외선(IR) 방출이 

없어 인쇄물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인쇄 경화 분야의 기술적 환경적 업그

레이드에 많은 기여가 예상된다. 또한 포엔사는 끊임없이 독창적인 기술을 제

품에 적용하여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은 물론 관련 업무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포엔사BOOTH NO. D121

㈜씨.아이.제이코리아(CIJKOREA/대표이사 임진홍)은 이번 K-PRINT2018에

서 기존의 인쇄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한 ‘REA JET HR’을 선보이고 있다.

‘REA JET HR’은 기존 인쇄방식의 문제점인 가변데이터 적용이 어렵다는 점

을 파악, 가변데이터, 난수마킹, QR코드 등의 인쇄를 가능하게 하는 장비이다. 

‘REA JET HR’은 분당 최대 762m의 속도로 인쇄가 가능하고 최대 16개의 헤

드를 조합할 수 있어 대량의 정보를 한번에 인쇄가 가능하며 다양한 색상의 잉

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희석제(MEK)를 사용하지 않는 카트리지형 방식의 

친환경 장비로서 CIJ방식의 마킹기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이 1/5수준으로 원가

절감에 기여한다. ㈜씨.아이.제이코리아는 롤투롤마킹, 라벨뒷면넘버링, 코팅

면직인쇄 등 다양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 인쇄업체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씨.아이.제이코리아BOOTH NO. C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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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 화이트 전사 프린터를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비엠시스솔루션(대표

이사 김시천)은 K-PRINT2018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비엠시스솔루션이 국내 최초로 C711wt A4 모델을 시작으로 화이트 프린터를 

전사솔루션에 접목하여 약 6년 이상 다각도의 연구개발과 판매를 진행하였다. 

또한 oki 전사프린터에 최적화한 국산 전용지 <에버린트> 추가 개발을 완료하

였고 전사 전용프린터 A3 모델 Pro8483n(4색), C941dn(5색)을 새롭게 선보이

게 되었다. 

금번에 새롭게 소개되는 Pro8432는 기존 모델보다 심플한 외형 디자인과, 풍

성한 색감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HD 컬러테크놀러지 1200dpi를 채택해서 

전문 텍스타일 전용프린터로 활약이 기대된다 

신제품의 레이져 전사 특장점은 잉크젯 방식의 단점인 전처리(옷감에 잉크가 

인쇄될 수 있도록 사전 코팅작업) 공정 및 출력비용 ( 잉크 가격 및 헤드막힘 )

에 대한 생산시간 소요의 부담에 비해 레이져전사프린터는 1종류의 전사용지

로 모든 원단에 전사가 가능하고 전처리 과정이 필요없다. 

또한 유아복을 전사할 수 있는 수준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통과한 안

전인증을 KATRI(한국의류시험연구원)통해 받았다.

특히 전사솔루션(프린터 + Rip S/W+ 열프레스)의 초기비용이 800만원대 정도

에 도입할 수 있어서 디자인(포토샵,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조금 사용할 수 있

는 실력만 있으면 소량 다품종,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의 티셔

츠, 모자, 에코백, 머그컵 등을 만들어 낼 수 있어서 최근 1인 청년창업, 소액창

업 아이템으로도 손색 없다.

최근에는 롯데백화점 빅로고이턴즈의 전사 프린팅 이벤트를 같이해서, 큰 매

출과 호응을 얻었고 레이져 전사솔루션의 생산성(전사티셔츠 제작 3분/1장)이 

좋기 때문에 즉석 핸드폰 사진( 가족사진,애완견사진)을 출력하여 티셔츠를 만

들어 줄 수 있었다 

또한 신장비에 적용되는 Rip은 토너의 분사량을 원단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

어 비용절감을 할 수 있고 출력시 해당 출력 이미지의 장당 비용을 한 눈에 확

인할 수 있어서 매출의 원가 및 수익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화이트 전사프린터는 OKI만 국내에서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문서프

린터를 개조한 프린터는 전사 품질이 보증이 안되어 소비자와의 클레임이 발

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전사프린터 구매시 전사전용 프린터인지는 구메시 반

드시 확인해야하는 것이 레이져 전사프린터 구매 팁이다.

㈜비엠시스솔루션BOOTH NO. I127

㈜디젠 (대표이사 이재범)은 이번 K-PRINT2018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신장비

를 비롯한 면 전사도 가능한 Subli-COTTON을 전시하고 있다.

subli_COTTON은 통기성과 같은 섬유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방수·발

수 기능을 갖고 있어 운동화, 소파 커버, 커튼, 쿠션 커버, 자동차 시트, 블라인

드, 벽지, 야외용 텐트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폴리

머(polymer)를 사용하지 않아 포름알데히드를 함유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전처리 안된 광목, 생지 등에 바로 전사하여도 뛰어난 발색도

를 표현하고 검정 등의 유색 원단에 discharging 잉크 또는 white 잉크 없이 

이미지 표현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 

subli_COTTON을 활용하면 전후 처리 없이 전사 프린터와 열전사기만으로 면, 

인견, 폴리에스테르, 혼방직물 등 모든 원단에 전사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

다.

㈜디젠BOOTH NO. J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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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원(대표 정현수)은 이번 K-PRINT2018에서, Web-To-Print 상품 서비스

를 위한 HTML5 상품편집기, 디자인 자산 관리 및 렌더링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선보이고 있다.

Edicus는 Web-To-Print 상품 시장에서, 쇼핑몰 기반만 있으면 나머지 핵심

요소인 HTML5 Web Editor, Design Asset Manager 및 Rendering S/W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별도 설치없이 바로 접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포토북, 명함, 카드류, 스티커, 배너, 현수막, 머그컵(3D 프리뷰 포함), 캘린더, 

인화, 뱃지등 사용자가 템플릿 기반으로 주문할 수있는 편집기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상품 템플릿 및 디자인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와주는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주문된 상품이 웹브라우저에서 편집한 것과 100% 

동일하게 렌더링 되도록 isomorphic rendering를 구현되었다.

웹기반 편집기에서 고품질의 텍스트 컴포넌트를 제공한다. 웹브라우저마다 

다른 결과를 내는 ContentEditable방식의 텍스트 편집이 아닌, 구글 독스

와 같은 방식의 텍스트 편집기를 구현하였다. 또한 글자의 자간, 장편, 커닝

(kerning), 합자(Ligature)등을 세밀히 조정할 수 있으며, 곡선위에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Text-on-Path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Adobe Inde-

sign/Illustator의 텍스트 컴포넌트를 추출하여 동일하게 Edicus 편집기에서 

사용할 수 있어 기존의 디자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 

모션원은 2002년 설립하여 포토/동영상 편집기및 주문출력서비스를 위한 각

종 편집기를 서비스해 오고 있다. Cyworld 사진 편집/업로드 서비스나 삼성 카

메라/캠코더에 포함되었던 동영상 편집기등이 대표적인 모션원 솔루션이다 .  

2010년이후에는 각각 2000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포토쉐이크와 애프터포

커스 앱 등을 서비스해 오고 있다. 

현재 모션원 Edicus는 온라인 쇼핑몰에 Web-to-Print 서비스를 접목하는 사

업을 위해 파트너를 찾고 있으며, 해외 사업 진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모션원BOOTH NO. G163

포지온 테크놀로지(대표 빌 코스텔리유)는 이번 K-PRINT2018에서 산업용 

UV LED 장비 FJ601을 전시 중에 있다. 

2002년부터 UV 경화 솔루션에 LED 기술을 도입해 업계를 선도해온 포지온 

테크놀로지는 UV LED 경화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업체로서 특허 받은 LED 기

술을 통해 여러가지 애플리케이션용의 견고한 고성능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회사는 LED 기술에100% 주력하고 있으며 전 세계 판매 및 지원 서비스를 제

공한다.

포지온의 공랭식 LED 램프는 8년 전 처음 시험을 시작할 때 방사 조도가 원래 

출력의 80% 이상인 정시 작업 시간으로 60,000 시간을 초과했다. 포지온의 광

범위한 신뢰성 테스트에는 매우 빠른 수명 테스트, 온도 및 진동 평가가 포함

되어 있어 혹독한 환경에서도 제품의 견고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 광원은 감

소된 에어 플로우, 고온 및 산업용 LED 경화 장비에 가혹한 여러가지 작업 조

건 하에 테스트를 받는다.

포지온 관계자는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해외에서 호평 받고있는 오프셋 및 

플렉소 프린터 장비용 공랭식 FJ601 제품을 처음으로 선보이고 있으며, 이외

에 기존UV 경화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FJ100 / FJ200 / FL시리즈도 함께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의 제품상담을 통하

여 일반적으로 잘알려지지 않거나 적용이 어려운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LED 

제품을 선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이고 전망했다. 

UV LED 업계를 선도해온 포지온 테크놀로지는 방대한 기술축척과 250종에 

이르는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자외선 경화기 제조 업체 로서 소

비자가 최대의 이익을 낼수 있도록 하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 

향후에도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으로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포지온 테크놀로지 BOOTH NO. H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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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식스(대표 조명환)는 UV 라벨 프린터용 UV LED 모듈(Artic)를 전시

하고 있다.

UV LED Module(Artic)은 대전류 동작 시 LED광원부에서 발생되는 발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①고방열 금속기판, ②fluid dynamics을 고려한 최적

화된 기구 설계, ③고신뢰성 내부 제어 회로 및 전원부, ④고객의 요구에 가능

한 기구의 확장성 등을 통해 고출력 UV LED모듈을 구현하였다.

UV LED모듈의 방열 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통해서 최적화된 UV LED 

chip 선정, 고방열 금속 기판 사용, 최적화된 모듈 설계를 통해서 국내에서 처

음으로 지금까지 제시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최고 효율의 모듈 개발에 성공하

였다. 또한, 고신뢰성 내장형 제어 회로를 자체 개발하여 안정된 동작 제어, 방

열 기술을 통해서 고효율 확장 가능한 모듈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차별화

된 모듈을 기반으로 고객 향 UV 프린트용 시스템까지 자체 개발하였다.

조명환 글로벌식스 대표는 “최근 시장 트렌드가 램프형 UV 경화기에서 LED

로 바뀌고 있어 UV LED를 차세대 사업으로 육성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발된 제품은 해외 3D 프린터 업체로부터 평가 결과, 제품의 우수성이 

인정되었으며 향후 차기 모델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

본 N사와는 OEM을 통한 일본 시장 진입을 위한 영업 활동은 벌써 시작되었

다. 한편,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하여 ㈜글로벌식스는 유럽의 C사와는 전자빔

(ebeam)과 UV LED가 결합된 대형 경화기 제작에도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협

업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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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위피엔피(대표 정병완)는 이번 K-PRINT2018에서 ‘한국디지털인쇄·

솔루션 전시회’에 참가해 웹투프린트(W2P, Web-to-Print) 통합 솔루션인 디

자인플러그(DesignPlug)를 공개했다. 

디자인플러그는 위피엔피가 지난 13년간 유수의 인쇄업체들에게 공급해온 소

프트웨어 제품들을 통합하여 새롭게 선보이는 솔루션이다. ‘디자인플러그’는 

인쇄업체, 일반기업, 플랫폼사업자들이 각자의 B2C 혹은 B2B 사업모델에 맞

게 신속하고 간편하게 W2P 기반 인쇄 쇼핑몰 및 모바일 앱을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특히 HTML5 표준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온라인 사용자 편집기는, 타 제품에

서 제공하기 어려운 자간, 장평, 줄간격 등의 고급 디자인 기능도 제공하며, 별

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일반인들도 보다 손쉽게 인쇄물을 맞춤 주문할 수 있

다. 최근 상업인쇄 분야 선도기업인 명함천국에 공급하며 그 안정성과 기술력

을 검증했다. 

위피엔피 정병완 대표는 “위피엔피는 어도비 인디자인(Adobe InDesign) 플러

그인에 관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디자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디자인 기능을 그대로 활용하고, 인쇄용 PDF로의 정확한 변환할 수 있

는 등 기술적 확장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타 솔루션 대비 기술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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