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점
화학 시설은 극단적인 온도와 먼지가 많은 생산

환경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조건과 
더불어 여기서 생산되는 화학 물질은 코드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인쇄 장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속식 잉크젯  
프린터(CIJ)는 조금만 오염된 환경에서도 잉크 
오염과 프린트헤드 막힘에 취약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대한 요구 사항 증가 및 비용이

크고 예기치 못한 조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Videojet의 장점
4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Videojet은 연속식 
잉크젯 프린터 인쇄 기술의 믿을 수 있는

선도업체입니다. Videojet은 IP65 등급의  
1000 시리즈 프린터를 제공하며 가혹한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316 스틸 구조 
옵션도 있습니다. 막힘 방지로 성능 극대화 
CleanFlow® 기술은 잉크로 인해 프린트헤드가 
막히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바늘 및 격막  
카트리지를 통해 간단한 잉크 충전이

가능하므로 잉크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프린터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수명을 늘리도록 돕습니다. 
네트워킹 옵션을 갖춘 단순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더하면 언제나 간단하게

작동하며 깨끗하고 일관된 코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화학

화학 분야에서의 연속식 잉크젯 
프린터 성능

애플리케이션 노트

고객 요구사항
화학 업계의 작업 환경은 온도가 높고 먼지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잉크 시스템에 
먼지가 있으면 일부 연속식 잉크젯 프린터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안정성에 영향을 
주어 잘못 정렬된 코드와 프린트헤드 막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쇄 품질 저하, 
프린터 성능 감퇴, 유지보수 증가로 이어집니다. 화학 공장의 변화하는 환경 조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도 변화가 인쇄 특성을 변화시켜 인쇄 품질이 저하되거나 
데이터가 누락되어 재작업이나 제품 폐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려면 연속식 잉크젯 프린터가 프린트헤드와 잉크 저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코드 신뢰성과 프린터의 성공은 또한 장비가 생산 환경의 가혹함과 관계없이 
우수한 품질의 코드를 안정적으로 인쇄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먼지 입자와 압축 공기 시스템
공기 중의 먼지 입자는 통제하기 어렵고 쉽게 쌓입니다. 미세한 먼지도 생산 장비와 
프린터에 문제를 일으키고 프린트헤드 축적 및 인쇄 품질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쇄 품질을 유지하려면 먼지가 없는 환경에서 보다 프린트헤드를 자주 청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린터 유지보수를 위한 조업중단이 증가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생산업체는 압축 공기를 사용하여 프린트헤드에서 먼지를 제거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압축 공기와 불순물 제거 시스템은 비용이 높습니다. 컴프레서와 순환 
시스템 초기 비용뿐 아니라 지속적인 전력 및 유지보수 요구 사항은 상당한 운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잉크 공급 오염 및 오래된 프린터
잉크 오염은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도 문제입니다. 먼지는 잉크 충전 중 잉크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구형 연속식 잉크젯 프린터 대부분은 작업자가 잉크를 안에 
있는 통에 채워 넣거나 복잡한 프린터 캐비닛에 잉크 병을 넣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충전 시스템에서는 잉크가 먼지나 다른 오염 물질에 매우 취약합니다. 오염물질이 
인쇄 시스템에 유입되면 코드 품질이 떨어지고 코드가 불완전하거나 아예 누락되어 
재작업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반복적으로 
프린터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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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오래된 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잉크를 쏟는 일이 많고 지저분하며 
청소를 위한 유지보수 비용이 점차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수로 다른 잉크를 
넣을 경우 코드 품질 저하, 값비싼 프린터 유지보수, 잘못 인쇄된 제품 폐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수한 연속식 잉크젯 프린터는 이제 잉크 오염, 쏟음, 잘못된 
잉크 충전 가능성을 줄여주는 간소화된 밀봉식 카트리지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신뢰성, 연속식 잉크젯 프린터 구조와 설계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연속식 잉크젯 프린터의 설계와 내부 구조는 운영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생산 환경에서는 장비에 먼지가 
유입되지 않고 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캐비닛이 IP65 등급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식성 화학물에 의한 손상을 막기 위해 연속식 잉크젯 프린터는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연속식 잉크젯 프린터는 304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지만 316 스테인리스 스틸이 더 우수하며 열악한 환경에 이상적입니다. 
이는 몰리브덴이 첨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몰리브덴은 염화물, 황산, 염산, 불산 
및 대부분의 유기 화합물을 포함한 산으로 인한 부식을 견딜 수 있습니다. 잉크젯 
프린터가 화학 생산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IP65 등급 
설계와 316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Videojet 1000 시리즈 연속식 잉크젯 프린터
먼지가 많은 화학 생산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된 Videojet 1000 시리즈 
프린터는 최소한의 유지보수로 일관성 있는 우수한 품질의 코드를 제공합니다. 
선별된 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력한 316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와 IP65 보호 옵션으로 가혹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능 발휘

•  프린트헤드 청소를 위해 압축 공기가 필요 없으므로 관련 유지보수

비용 절약

•  막힘 방지 CleanFlow® 프린트헤드 설계로 유지보수 간격, 조업중단 및 
비용 감소

•  설치하기 쉬운 SmartCartridges™ 및 동적 여과 시스템으로 잉크 오염 감소

요약
가혹한 화학 생산 환경에서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코드를 인쇄하려면 극단적인 온도나 
먼지와 같은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는 프린터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ideojet 1000 시리즈 
연속식 잉크젯 프린터는 튼튼하게 제작되었으며 
깨끗하고 일관된 코드, 최소한의 유지보수와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도록 특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화학 생산 환경을 위한 검증된 
연속식 잉크젯 프린터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Videojet 담당자에게 추가 
정보, 생산 라인 감사 또는 샘플 
실험실에서의 샘플 테스트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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