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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 장점
브랜드의·차별화,·제작과·공급의·효율성,·그리고·지속·가능한··
솔루션을·원하는·현·시대·브랜드·소유주들의·요구사항을·충족하는··
디지털·프린팅·기술에·대한·투자가·점차·증가하고·있습니다.

다양한·디자인으로·소비자들이·원하는·사항의·제품을·빠르게··
적용할·수·있으며·2D·바코드·등·가변데이터·프린팅까지·확대·적용이··
가능하여·매출·향상에·도움을·드립니다.·또한,·맞춤형·프린팅이··
가능한·디지털·기술은·효율적인·재고관리,·제품변경·등·관련·비용을··
획기적으로·줄여·적은·예산으로·운영이·가능합니다.

각종 표면지를 위한 4가지 기술: 
HP 인디고, 자이콘, UV 잉크젯, 수성 잉크젯 
에이버리데니슨은·HP·인디고와의 미디어 파트너쉽을 체결한 이후,··
꾸준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여 현재 150여 가지의 최적화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자이콘 디지털 프레스 및·UV·잉크젯 프레스에··
최적화된 디지털 라벨 프린팅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UV  
잉크젯과 수성 잉크젯 장비는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에이버리데니슨의 경우,·HP·인디고와 함께 디지털 시장을·
이끌어 왔듯이 새로운 제품 솔루션으로 다시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자 합니다.

셀렉트 솔루션™
디지털 포트폴리오
비용 효율성, 고 퀄리티, 지속가능성을 갖춘 차별화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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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코드 제품 구조 폭(mm)  
x 길이(m)

제조  
국가

배송  
기간

BW0221A 백색 PP DigTC / S692N / PY 1065 × 300 한국 2-3일

BW0221C 백색 PE DigTC / S692N / GB 1065 × 300 한국 10일 이내

BW6033A1 Primax250 DigTC / S692N / G 1065 × 300 한국 2-3일

BW6049 백색 PP DigTC / R736P / G80-IP 1065 × 300 한국 2-3일

MZ1057D 4M 은광 PET DigTC / R0301N / 3MPET 1065 × 300 한국 10일�이내

1FR-R00470 Fasclear DigTC / S692N / G 1065 × 300 한국 10일 이내

포트폴리오의 구성
디지털 프린팅 기술

HP 인디고 
(HP Indigo)

HP 인디고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에이버리데니슨은 디지털 프린팅에 다양하고 
최적화된 점착 라벨 제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혜택:

•  준비시간 절약: 더 이상 프라이머 처리나 여러가지 탑코팅을 할 필요가 없고, 
하루에 30분 이상 기계 청소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폐기물 감소: 1년 간 제품을 보증하며, 생산 시 최대 5%의 재료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선된 서비스: 짧은 리드 타임과 적은 발주량으로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이콘 
(Xeikon)

에이버리데니슨은 주요 종이와 필름, 그리고 각종 특수 라벨 제품에 대한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며, 대표적으로 TCY 코팅된 제품을 추천합니다.

UV 잉크젯 
(UV-Inkjet)

UV 잉크젯의 경우, 사전 인쇄 적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기본적으로 TCY 
코팅된 필름 제품을 추천하며 무광 및 고광택 필름의 경우 프라이머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성 잉크젯 
(Water-based 
Inkjet)

새로 코팅된 필름 제품은 잉크젯 적용에 다양한 옵션을 열어주며, 소규모 고객 
맞춤형 제작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미 제공되는 폭넒은 수성 유광 및 무광 
잉크젯 필름 제품에 이어 모든 것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셀렉트 솔루션 전문가. 
다양한 지원.
귀사와 귀사의 고객에게 맞는 제품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에이버리데니슨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영업 담당자에서 기술 지원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에이버리데니슨 팀은 귀하의 다음 
제품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귀사의 성장을 위해 인쇄 및 가공, 대량 테스트, 
라벨 적용 문제 해결 및 직원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계에서 가장 폭넓은 
종류의 표면지, 점착제, 이형지로 최단시간에 
귀사에서 원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라벨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에이버리데니슨 셀렉트 솔루션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통해 원하는 제품을 찾으세요.

원하는 라벨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애플리케이션 상담 직원 또는 기술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에이버리데니슨 
기술전문가팀이 귀사의 일정 및 가격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낮은
최소발주량

빠른 견적
지금 전화하세요

신속한 배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