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채로운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변 정보 프린팅 솔루션 
에이버리데니슨의 주문형 컬러(On-Demand Color) 잉크젯 제품군 

 
 
 
 
에이버리데니슨은 주문형 잉크젯 라벨 인쇄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에 최적화된 컬러 잉크젯 전용 라벨 원단을 

개발했습니다. 주문형 컬러(On-Demand Color) 라벨은  

가변 정보 라벨에 컬러를 더한 솔루션으로 내용이 많고 

복잡한 라벨에서 특정 정보를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정보 식별을 쉽게 합니다. 이 가변 정보 라벨은 폭넓은 

제품군으로 고객 선택의 기회를 넓혔으며, 물류, 의료, 

의류,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흑백 가변 정보 라벨에서 컬러 

가변 정보 라벨로의 전환은 새로운 솔루션 적용으로 

노후화된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쉬운 식별 및 재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특장점을 제공합니다. 
 
 

최상의 인쇄 품질을 얻을 수 있는 주문형 컬러(On-Demand 

Color) 잉크젯 솔루션의 핵심은 라벨 소재와 인쇄업체 

기술력의 호환성입니다.  라벨 소재를 알맞게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흔히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느린 잉크 건조 속도 

•취약한 내수성 및 얼룩 방지성 

•낮은 색상 농도 및 투명도 

  주문형 컬러 가변정보 라벨 흑백 가변정보 라벨 

 
 

주문형 컬러 라벨 솔루션의 특장점 

생산성 

• 제1/제2 주문형 인쇄 기술 결합 가능 

• 라벨을 미리 인쇄할 필요가 없어 라벨 재고율이 낮아짐 
 

 
유연성 

•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고객에게 알맞은 주문형 제품 제작 가능  

• 업계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추가 비용 없이 디자인 변경 가능 

 
 
정확성 

• 색상을 통해 중요한 정보와 제품 주의 사항을 강조할 수 있음 

• 라벨 가독성을 높이고 오류는 줄임 
 

 
브랜드 홍보 

• 제품 공급망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 고품질 컬러 라벨을 사용하여 매대 진열성 및 브랜드 이미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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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형 컬러 라벨 솔루션의 적용처 
 

의료 분야 

에이버리데니슨의 주문형 컬러(On-Demand Color) 잉크젯 라벨은 특히 

의료 분야 라벨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병원, 약국, 환자 등 의료 정보의 식별이 

필요한 곳에 활용하기 적합합니다. 

 
 

 
• 수분 및 솔벤트 노출 환경에 대한 강한 내구성 보유 

• 광범위한 온도와 살균 조건에서도 적용 가능 

 

소매업 

주문형 컬러(On-Demand Color) 잉크젯 라벨은 진열대 태그, 가격표, 홍보용 

라벨부터 일회용 특별 행사용 라벨까지 소매업의 다양한 분야에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뛰어난 내수성 및 탁월한 얼룩 방지력 

• 모든 종류의 홍보용 라벨에 선명한 색상의 이미지 구현 

 
 

제조업 

에이버리데니슨의 주문형 컬러(On-Demand Color) 잉크젯 포트폴리오는 

다품종 소량생산 제조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주문 시 컬러 라벨을 즉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라벨의 인쇄 공정을 간소화하고 라벨 재고 

관리 성능을 개선하며 신제품 출시 시 라벨 디자인 변경이 자유롭기 때문에 출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 화학 물질 사용에 관한 국제 조화 시스템(GHS: Globally 

Harmonised System) 준수 

• 탁월한 이미지 보존성으로 제품 수명 기간 동안 추적 및 
식별 가능

 

주문형 컬러 잉크젯 라벨 제품목록 
 

제품코드 제품구조 안료잉크 염료잉크 특징 및 적용처 

종
이

 

OW2180 
Matt Inkjet Paper Premium/ 

AP103/BG40Wh 
예 예 

• 우수한 잉크 흡수성 및 빠른 건조 

• 뛰어난 내수성 및 얼룩 방지력  

OW2150 Matt Inkjet Paper /AP103/BG40Wh 예 예 
• 우수한 잉크 흡수성 및 빠른 건조 

• 평균 수준의 내수성 및 얼룩 방지력 
OW2350 Gloss Inkjet Paper /AP103/BG40Wh 예 예 

OW0004B 95g Matt Inkjet Paper/AT20/CCK55g 예 예 
• 우수한 잉크 흡수성 및 빠른 건조 

• 가격표, 신분증, 행사 티켓, 홍보용 전단지용으로 적합 

필
름

 

OZ2180 
127μ Inkjet Synthetic Paper 

Premium/AF101/BG40Wh 
예 아니요 

• 우수한 잉크 흡수성 및 빠른 건조 

• 거친 환경(예: 화학 물질에 관한 GHS 라벨)과 까다로운 
의료업계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됨 

OZ2120 
100μ Inkjet Synthetic Paper / 

AF101/BG40Wh 
예 예 

• 우수한 잉크 흡수성 및 빠른 건조 

• 인쇄된 이미지에 대한 탁월한 내수성  

BW6080 
120µ Inkjet Synthetic Paper/  

AT20/BG50wh 
예 예 

• 우수한 잉크 흡수성 및 빠른 건조 

• 인쇄된 이미지에 대한 탁월한 내수성  

롤
 

OW3000 230g Matt Inkjet Board 예 예 
• 우수한 잉크 흡수성 및 빠른 건조 

• 가격표, 신분증, 행사 티켓, 홍보용 전단지용으로 적합 
OW3020 230g Gloss Inkjet Board 예 예 

 
 

에이버리데니슨의 새로운 솔루션과 함께 혁신적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문형 인쇄가 가능하고, 제품 생산의 최종 단계에서도 원하는 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과잉 재고, 생산 중단, 라벨 폐기물, 주문 누락 등으로 인한 생산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에이버리데니슨의 혁신적인 신제품 주문형 컬러(On-Demand Color) 잉크젯 라벨과 함께 다채로운 색상 표현과 

차별화된 품질,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 2014 Avery Dennison Corporation. Fasson®  및 기타의 모든 에이버리데니슨 브랜드, 제품명 및 코드는 Avery Dennison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브랜드 및 

제품명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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