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료 잉크를 전선 및  
케이블 분야의 인쇄에  
사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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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킹 시간이 짧아야 합니까? 
건조시간이 특히 중요한 인쇄 적용 분야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검정 및 회색 염료 기반* 
잉크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Videojet 전문가가 안내해 드립니다.
http://www.videojetkorea.com/kr/homepage/industry-solutions/wire-cable-pipe.html 방문
080-891-8900
marketing.korea@videojet.com

안료 잉크를 사용하면 다양한 재질 색상에 고선명 표시가 
가능합니다. 연속식 잉크젯 인쇄에 안료 잉크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여러 번의 생산 작업을 걸쳐 다양한 피복 색상에 인쇄

•  재질 색상별로 여분의 전용 프린터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 최소화 

Videojet 안료 잉크의 특징

내열성

안료 잉크는 스풀링 
즉 정렬된 케이블의 
압력과 높은 온도를 
모두 견딜 수 있도
록 고안되었습니다.

전사 방지

인쇄된 코드가 빨리  
마르므로 잉크가 정
렬되어 있는 인접 
케이블에 잘 묻지 
않습니다.

자외선 차단

정렬된 케이블의 잉
크젯 코드가 열악한 
실외 환경에서도 잘 
견디며 읽기 좋은 
상태를 오래 유지합
니다.

퇴색 방지

안료 잉크는 원래의 
색채를 유지하며
퇴색에 잘 견디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높은 부착성

안료 잉크는 와이어 
및 케이블 재질에 
강하고 빠르게 부착
됩니다.

V488-C: 밝은 파란색 안료 잉크 
는 가장 넓은 범위의 재질 색상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V489-C: 검정색 안료 잉크 
는 밝은 색의 재질에 인쇄했을 때 잉크 코드가 잘 
전사되지 않도록 제작되었습니다.

V490-C / V494-C: 흰색 안료 잉크 
는 일반적인 전선 및 케이블에서 높은 선명도를 
가지도록 개발되었습니다.
V491-C: 빨간색 안료 잉크 
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재질에 코드를 인쇄할 때 
흰색 안료 잉크 대신 사용해서 고선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V493-C: 빨간색 안료  
잉크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재질에 코드를 인쇄할 
때 흰색 안료 잉크 대신 사용해서 고선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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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jet 염료 기반 잉크 건조시간

속건성 내유성 레토르트 내성 열 가황 MEK FREE

• 빠른 건조

•  검정 위에 
회색 옵션 
표시

•  솔벤트 저항 •  강한 부착성 
•  고온 지속력

•  스크래치 
방지

•  강한 부착성

•  솔벤트 저항

•  뛰어난 
내구성

•  배출 규정 
준수

1초

Videojet 안료 잉크의 성능

* 검정 염료 기반 잉크는 검정색이 아닌 재질에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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