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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사 프린터

유연한 파우치에 열전사 인쇄

해결 과제:

지난 3년간 전세계 파우치 포장
산업은 16%이상 성장했으며,
2017년에는 최대 4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추세가
더 많은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
면서 짜먹는 유아식, 스낵, 개인
및 가정 용품, 주스, 커피 등 더
다양한 제품들이 파우치 용기에
포장되고 있습니다.

기존 포장방식에서 유연한 파우치로 전환하는 추세는 유통 및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진열된 제품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생산업체에게 많은 장점을 제
공하지만, 새로운 인쇄 솔루션을 구입하는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브랜
드 담당자들이 기존의 아날로그 및 저해상도 디지털 프린터가 파우치 디자인
품질을 저하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포장 디자인과는 달리 지퍼, 거
싯 및 최대 4.5mm 두께의 마개 등으로 인해 충전되지 않은 파우치의 두께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인쇄 솔루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양한 인쇄
옵션으로 인해 새로운 포장 디자인의 우수한 품질에 적합한 인쇄 솔루션을
찾는 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Videojet의 장점:
Videojet은 위에 언급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TTO(열전사 프린터)를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간단하게 설정하여 열전사 프린트헤드를 최대 4.5mm
조정하여 재밀봉 가능한 파우치에 쉽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로터리 기계의 경우,
로터리 기계가 정지 또는 색인 작업 여부에 따라 TTO 프린터의 위치를 자동으로
배치하는 맞춤형 트래버싱 브라킷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지된 경우 프린터가
파우치에 가까이 이동하여 포장재에 인쇄하며, 색인 작업 중인 경우 프린터가
파우치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회전 중에 접촉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Videojet
은 전 세계에 배치된 전문적인 엔지니어링 및 통합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기술 및 통합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열전사 프린터(TTO)
파우치 인쇄
열전사 프린터는 평평하고 얇은 유연한 포장재에
품질 인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파우치에 적합한
인쇄 솔루션입니다.

유연한 재질의 파우치 장점

고품질 포장에 적합한 고품질 인쇄

낭비를 줄이려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파우치는 가볍고
유용하며 내구성이 우수한 포장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퍼 파우치에 땅콩을 포장하면 무겁고 단단한 캔이나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우치는 다양한 압축
포장법을 통해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제품을 포장할
수 있어 운송 및 저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파우치는 진열대에서 제품을 돋보이게 하며 매력적인 색상과
디자인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입니다. 브랜드의 마케팅 팀은 마케팅
및 홍보 목적으로 포장 디자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므로 포장 디자인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저품질 코드를 원하지 않습니다.

운영상의 이점 뿐만 아니라 눈을 끄는 진열포장을
통해 소매 판매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다양하고 실용적인 밀봉 방법이 있습니다.
• 지퍼
• 밀봉 마개
• 밀봉 테이프
새로운 밀봉 방법으로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소비자가 낭비하는 양을 줄여 비용 대비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TTO 프린터는 300dpi(12dots/mm)의 인쇄 품질을
제공하여 파우치 디자인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텍스트 또는 그래픽 인쇄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영양 성분표에 표시되는 극소문자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생산업체의 포장 디자인에 적합한 리본을
찾을 수 있도록 12가지 색상의 리본이 제공됩니다.
영양성분 표시는 생산업체에게는 필수사항입니다.
소비자가 알레르기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 후 현명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포장재에 특정 성분을 표시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TO는 영양, 성분 및 알레르기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넓은 형태로 인쇄합니다. 따라서 생산업체는 전 세계 식품 업계의 필수
라벨링 요구사항을 충족할 뿐 아니라 사전 인쇄된 포장재의 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Videojet의 TTO는 디자인에 통합된 코드 인쇄나 다량의 가변 데이터
인쇄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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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열전사 프린터)로 파우치에
인쇄
열전사 프린터는 평평하고 얇은 유연한 포장재에 고품질
코드 인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파우치에 적합한 인쇄
솔루션입니다. 파우치가 성형되기 전에 롤에 인쇄하면
인쇄된 포장재를 지퍼, 4면, 거싯(gusset), 스탠드형
등 다양한 종류의 파우치로 성형할 수 있습니다.
지퍼, 주둥이형, 거싯, 포장 밀봉 등과 같이 다양한 밀봉
방법의 파우치가 있지만 포장라인에서 열전사 인쇄
시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Videojet은 로터리 파우치
충전기를 위한 맞춤형 트래버싱 시스템, 브라킷을
제공하여 파우치 충전 전에 인쇄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작업자는 간편한 소프트웨어 설정으로 0.5mm ~ 4.5mm
조절가능한 프린트헤드로 다양한 밀봉재에 방해없이
바로 코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상하기 쉬운 제품의 부패를 줄이기 위한 파우치 포장을
하는 포장기는 세척 공정에 설치됩니다. Videojet의 IP
DataFlex에서 제공하는 IP65 등급 프린터 본체는 별도의
밀폐공간 없이도 간단한 카세트 교체로 몇 초 만에
인쇄와 세척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퍼

프린트헤드가 후퇴하여
지퍼와의 접촉 방지

파우치 포장재
흐름

소프트웨어 간단하게
설정하여 열전사
프린트헤드를 최대
4.5mm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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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jet의 DataFlex® 열전사 프린터는 혁신
적인 설계를 통해 생산라인 가동시간을 극대화
하고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DataFlex 시리즈는 100%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는 특허받은 클러치
없는 리본 드라이브를 제공합니다. 이 설계로 인해 리본 제어 장치가
불필요합니다. 리본 제어 장치는 리본의 끊어짐이나 주름짐과 관련한
조업중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 리본 한 롤의 시작부터 끝까지 리본을 완벽하게 자동 제어하여 일관된
인쇄 품질을 보장하고 인쇄당 리본 낭비를 0.5mm 수준으로 최소화합니다.
3. 1,200m의 리본길이로 리본 롤당 인쇄 제품 생산량은 증가시키고
보충작업으로 인한 조업중단은 감소시킵니다.
4. DataFlex 시리즈는 빠르고 간단한 인쇄가 가능하여 작업자 오류가 거의
없습니다. 내장된 코드인식 기능으로 정확한 파우치에 정확한 코드를
인쇄하여 재작업과 폐기량을 감소시킵니다.
5. 직사용이 쉬운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의 지능형 데이터 규칙으로
작업자는 정확한 코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오류 없이
작업을 선택할 수 있는 USB 스캐너 옵션을 통해 작업자 오류, 인쇄 오류를
감소시키고 제품에 더 정확하게 인쇄할 수 있습니다.
6. DataFlex 열전사 프린터에는 다양한 절전 옵션이 있어 생산 요구사항에
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파우치 충전라인에 우수한 코드 품질로
인쇄하려면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Videojet은 귀사의 생산라인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Videojet은 주요 OEM 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귀사의 포장라인에 프린터를 완벽하게 통합하며,
인쇄 공정이 귀사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하도록 지원합니다.

생산라인 감사나 재질 샘플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
는 Videojet 마케팅 담당자
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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