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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P FORWARD | CEO’S MESSAGE

MAKE A
NEW LEAP FOWARD
안녕하십니까?
잉크테크 대표이사 정광춘입니다.
잉크테크는 ‘회사의 성장기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존중’ 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오늘 날까지 성장해왔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고용관계가 아닌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구성원간의 끈끈한 정을 바탕으로 함께 이뤄보자는 열정을 갖고 모두의 비전을 향해 걸어
왔습니다.
기업에 있어 CEO의 역할은, 회사의 비전과 구성원 개개인의 비전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며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를 만들어보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 해왔습니다.
이제 잉크테크는 그러한 지난 시간과 경험을 토대로 모두의 비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다시 한 번 도약하려고 합니다.

INKTEC PROMISES THAT WE WILL
POSITION OURSELVES AS A WORLDCLASS LEADING PROVIDER
OF PRINTER SUPPLIES AND IT/
ELECTRONIC ACCESSORIES

향후 시장은 글로벌화가 더욱더 가속되고, 고유가, 환율, 경쟁사 등의 경영환경 또한
결코 쉽지만 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잉크테크의 임직원들은 위기 때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는 저력과 역량 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과 역량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첨단 제품의 개 발 및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잉크테크는 프린팅 분야
제품 및 ITㆍ전자 부품 소재산업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서 확실하게 자리 매김을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잉크테크의 앞날에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잉크테크는 프린팅 분야 제품 및 ITㆍ전자 부품 소재산업의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서
확실하게 자리 매김을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잉크테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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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P FORWARD

INKTEC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IMAGING PRINTING AND
ELECTRONIC MATERIALS
잉크테는 잉크젯 활용기술과 정밀화학 분야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린팅 분야의 제품공급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인쇄방식의 다양한 IT 부품ㆍ소재 및
솔루션을 고객의 요구에 맞춰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잉크테크의 창의적 리더십으로 고객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

AUG 신기술(NET) 인증 (과학기술부)
MAY 평택사업장 인쇄전자 제조설비 구축 완료

2008
2002

JUL 한국신기술인증서(NT)마크 획득(산업자원부)
MAY 해외현지법인 설립 (미국, 볼티모어)
FEB KOSDAQ 등록 (2월 28일)

2003
DEC

1999
FEB

1997
DEC

1992
JUN

주식회사 잉크테크 설립

1996
MAY

2000

DEC ISO 9001 인증 획득
(한국 능률협회)

NOV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NOV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무역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
MAY 유망선진기술기업지정(중소기업청)

2001

DEC KOSDAQ 등록예비심사 승인

OCT 국산신기술(KT)마크 획득

APR

‘97 기술혁신 부문 중소기업
대상 수상 (경기도)

1998

1993
1994

환경표지 사용 승인
(KELLA-99011) (환경마크 협회)
NOV GREEN Q MARK 품질표시 획득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1999

K마크 획득 (산업자원부)

NOV 1,000만불 수출의 탑 및
은탑산업훈장 수상 (무역의 날)

2009

DEC 특허기술상 세종대왕상 수상 (특허청)
APR 신기술(NET) 인증 (지식경제부)
APR PEEA 2009(Printed Electronics Europe
Award 2009) 최고 양산기술상 수상
(IDTechEX)

2011

DEC 3,000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04

JUL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지정
MAR 우수 연구클러스터 수상 (한국산업기술협회)
FEB 경기환경 그린대상 수상
(경기도, 수질관리부분)

2012

2005

2013

AUG 잉크테크 평택사업장(인쇄전자 제조설비) 착공
JUN

(한국증권업협회)

MAY 국내 최초 재활용 토너 카트리지부문
국산 신기술 인정 (과학 기술처)

SEP
APR

ISO9001(갱신)/ISO14001
품질/환경 체제 인증
CE 인증 획득
해외물류기지 운영 (EU, 네덜란드)

DEC 2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MAY 중국현지법인 설립 (중국, 주해)

2006
JAN

(경기도, 평택 포승공단)
첨단 전자재료 신소재 ‘투명 전자잉크’
개발 발표

MAY 제트릭스 프린팅솔루션 부문 최우수상
(European Digital Press Association)

DEC 5,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4
JUN

본사 이전
(안산 반월공단 능안로 98-12(신길동)

영국 LFP Products Ltd. 인수

IR52 장영실상 수상 (과학기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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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P FORWARD | VISION

A WORLD-CLASS
LEADING COMPANY
IN INKJET APPLICATIONS &
PRINTED ELECTRONICS

VISION

편리한 환경 창조,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

잉크젯 활용기술과 인쇄전자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기업
잉크테크는 ‘잉크젯 활용기술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을 비전으로 설정, 사업영역에 따른 비교우위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은 비전 달성을 위해 창의성, 도전정신을 갖추고 상호신뢰와
올바른 가치관에 의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품질로만족
(고객)

성취감과 만족감
(구성원)

주식가치향상
(주주)

신뢰의 파트너
관계(협력사)

성장과 환원
(사회)

잉크테크는 오랜 핵심기술인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잉크의 Color를 구현하는 Image Printing(사무용,
실사용 잉크) 사업부문, 잉크에 전도성을 부여한 투명전자잉크를 기반으로 하는 Printed Electronics
(인쇄전자) 사업부문, 오랜 잉크젯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Printing System(UV프린터) 사업부문까지

인본주의 경영

잉크젯 활용기술과 인쇄전자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가격화, 대량생산, 친환경 공법이 요구되는 IT제품에 적용되는 인쇄전자 사업으로 친환경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도전정신

창의성

상호신뢰

올바른 가치관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잉크테크는 보다 경쟁력 있는 기업, 가치 있는 기업, 환경 친화적인 기업,
부품소재분야의 Global Leading Company로 거듭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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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P FORWARD | ORGANIZATION CHART

WE SELL NOT
ONLY OUR PRODUCTS
BUT ALSO INKTEC NAME
AND PHILOSOPHY

ORGANIZATION
CHART
생산관리

경영지원

끊임없이 도전하는 잉크테크 人
잉크테크의 모든 구성원은 전세계 비지니스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고품질 제품과 맞춤형 서비스를 고객여러분께 제공하였습니다.
이 노력의 결과는 오늘날의 IT 업계의 중심에 서게 되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연구소
대표이사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프린팅 시스템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위하여 오늘도 IT 업계의 중심에서 한발 더 도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영업

기술관리

해외법인
미국,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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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P FORWARD | CORPORATE DATA

TODAY’S
TECHNOLOGY IS
NEVER GOOD
ENOUGH FOR US

CORPORATE DATA
오늘 우리가 이룩한 첨단 기술이 내일도 첨단일 수는 없다
잉크테크는 ‘오늘 우리가 이룩한 첨단 기술이 내일도 첨단일 수는 없다.’는 모토로1992년 설립
되었습니다. 설립 초기 Desk-Top 프린터용 잉크 생산을 시초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사업다각화

국내 사업장
본사 안산사업장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98-12
대지 : 22,960 ㎡（약 7,000평）
건평 : 41,532 ㎡（약 12,563평）
시설 현황 : 패턴제품 제조설비 산업용 프린터 제조설비, 기술연구소
생산 품목 : 산업용 잉크젯 프린터(UV Printer), 패턴제품

를 통하여 산업용 실사잉크 시장까지 사업범위를 확장하였고, UV프린터 장비사업까지 진출하여
잉크젯 분야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잉크테크의 원천기술인 잉크젯 활용기술과 정밀화학 분야의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5년 Touch Screen Panel, Display, EMI Shielding, Printed Memory, Lighting 등
그 적용 범위가 무한한 첨단 나노기술의 은소재 투명전자잉크를 개발하였습니다.

안산2사업장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108
대지 : 13,770.8 ㎡ (약 4,200평)
건평 : 14,037.86 ㎡(약 4,200평)
시설 현황 : 기술연구소, 잉크 및 제품 제조 설비, 물류 창고 등
생산 품목 : 사무용 잉크, 실사용 잉크

현재는 잉크젯 활용기술을 바탕으로 프린팅 분야의 제품공급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택사업장

이러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인쇄방식의 다양한 IT 부품ㆍ소재 및 솔루션을 고객의 요구에 맞춰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56번길 119
대지 : 26,206.6 ㎡（약 8,000평）
건평 : 5,631,92 ㎡（약 1,700평）
시설 현황 : 전자재료부문 제조설비, 잉크제조 설비 등
생산품목 : 전자잉크, 코팅제품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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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P FORWARD | TECHNOLOGY LEADERSHIP

THE BASIC COMPONENTS
TO KEEP INKTEC AS A
MARKET LEADER

TECHNOLOGY
LEADERSHIP
차별화된 소재와 기술개발에 주력하여
고객에게 인정받는 세계적인 기업
잉크테크의 기술연구소는 지속적인 투자와 전략적 자원 배분을 통해 고부가 제품 개발,
공정 혁신, 신사업을 창출하여 잉크테크의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 인재 확보와 육성, 시장과 고객 관점에서의 과제 선정과 운영, 확보된
핵심기술의 상용화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잉크테크는 첨단 소재와 공정 개발을 통해 원가와 품질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으며,
부품/소재분야에서 차별화된 제품 개발로 탁월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인쇄전자(Printed Electronics)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차세대 첨단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TEC(transparent Electronic Conductive) 잉크와 응용제품들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천기술확보와 연구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둔 성과지향적 R&D를 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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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P FORWARD | BUSINESS LEADERSHIP

OUR LOCAL AND OVERSEAS
SALES TEAMS ARE AT THE
FOREFRONT OF EXPLORING
NEW MARKETS FINDING
NEW BUSINESS PARTNERS

BUSINESS LEADERSHIP
준비된 비지니스 파트너가 여러분을 지원합니다
잉크테크의 영업구성원은 새로운 시장을 함께 개척할 비지니스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품질과 고객 하나하나의 맞춤 솔루션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비지니스 파트너의 대리점 지원 및 모든 문의사항에
대한 실시간 답변, OEM공급 및 제품과 서비스 지원으로 그 성실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구성원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해외 전시회 참가, 다양한 프로모션 이벤트 및
유수의 산업 잡지광고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세계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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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P FORWARD | GLOBAL NETWORK

WE ARE CONFIDENT
THAT OUR PRODUCTS ARE
BETTER THAN THE
COMPETITION

GLOBAL
NETWORK
잉크테크가 만들고 세계가 사용합니다
잉크테크는 세계 시장에서도 잉크테크만의 차별화된 품질과 최고의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
현재 미국법인, 영국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80여개국 200개 Distributor와 비지니스 파트너십
으로 우리의 주요 사업철학인 “최고의 품질, 최선의 가격과 서비스”를 공유하며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의 성장과 더불어 앞서가는 시장 전략을 통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잉크테크의 세계적인 유통네트워크를 통해 최고의 품질과 가격, 앞선 서비스의 차이를 경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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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TOP & LFP PRODUCTS
PRINTED ELECTORONICS
PRINTING SYSTEM

BUSINESS
OVERVIEW

| 사업소개

잉크젯 활용기술을 바탕으로 프린팅 분야의 제품공급 및 컨설팅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인쇄방식의 다양한 IT
부품ㆍ소재 및 솔루션을 고객의 요구에 맞춰 개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잉크테크는 고객과 약속한 고품질 실현을 위해 창의적 핵심기술과 지속
적인 품질경영 활동을 통하여 고객에게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LEAP FORWARD

WE ARE ABLE TO
MANUFACTURE VARIOUS
KINDS OF INK WITH
PREMIUM QULITY

잉크테크 잉크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최첨단 분석기기 및
연구실험 장비를 바탕으로 프린터 제조사에서 공급되는
제품과의 호환성 및 동일한 품질을 기준으로 연구 개발되
어 제품의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순수한 자체 잉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린터 구조 이해에 대한 정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저가 원료를 구매하여 단순 배합만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
다른 제조사들과는 차별화된 품질을 제공합니다.

INKTEC DESKTOP PRODUCTS
카트리지
잉크테크 대체카트리지는 정품 카트리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작된
잉크 카트리지로 간편하게 교환 및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리필킷
잉크테크 리필킷은 특허 받은 리필 툴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잉크를 쉽고
빠르게 리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벌크잉크
잉크테크 프리미엄 벌크 잉크는 사용량이 많은 사용자 및
무한 잉크 공급장치(CISS) 사용자를 위해 만들어진 대용량 제품입니다.

잉크젯 프린터 용지
잉크테크 고품질 잉크젯 프린터 용지는 잉크의 흡수성이 좋아 출력 후
빨리 건조되며, 내수성이 뛰어난 고급 잉크젯프린터용 제품입니다.

DESKTOP
PRODUCTS
프린터는 달라도 잉크는 잉크테크
잉크테크는 23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프린터 제조사 잉크와
가장 가까운 품질의 잉크를 개발하고 자동화된 생산공정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고품질의 잉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린터 별 최적화된 잉크를 공급하고 철저한 A/S 및 고객 상담을
통해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잉크테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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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P FORWARD

ALL OUR PRODUCTS
WILL ENSURE
THE OUTSTANDING
PRINTING QUALITY

INKTEC LFP PRODUCTS
전사잉크
최고의 출력 품질을 자랑하는 잉크테크 전사 잉크인 SubliNova 시리즈는 다년간 축적된 잉크
개발에 대한 노하우와 최첨단 설비, 기술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잉크 내 분산염료가 고르게 분
포되어 있어 풍부한 색감표현이 가능하며, 잉크 흐름성이 우수하여 다양한 출력 환경에서도 안
정된 출력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SubliNova 전사 잉크는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적인 고급 염
료를 사용하였으며, 국제 시험 기관으로 부터 친환경성을 검증 받았습니다.

수성 염 . 안료잉크
잉크테크는 Mimaki, Epson, Mutoh, Roland, HP 및 Canon과 같은 다양한 프린터에 호환
되는 수성 염료, 안료 잉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출력 환경에서도 헤드 막힘 없이 안정
적인 출력성을 자랑하며 수성잉크의 취약점인 충격에 의한 거품발생이 적어 최적의 출력 조건
을 제공합니다.

솔벤트 잉크
잉크테크 솔벤트 잉크는 최신 Epson 피에조 헤드까지 호환이 되며, 빠른 건조 속도와 우수한
발색을 자랑합니다. 또한 내수성과 내광성이 뛰어나 POP,광고와 같은 실내용 뿐만 아니라 차량
광고, 사인물 같은 옥외 광고 출력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잉크테크 솔벤트 잉크
환경 친화적인 잉크테크 에코 솔벤트 잉크는 피에조 헤드 기술이 적용된 프린터에 최적화된 잉
크입니다. 냄새가 적고, 유해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 실내인테리어용 출력에 적합하며, 특별한 환
기 장치 없이도 쾌적한 출력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마일드솔벤트 잉크
잉크테크 마일드 솔벤트 잉크는 Epson 피에조 헤드가 장착된 프린터에 호환되는 잉크로써 강
솔벤트 잉크와 에코 솔벤트 잉크의 장점을 조화롭게 적용한 잉크입니다. 강솔벤트 잉크의 높
은 침투성을 최대한 유지하여 우수한 색감 및 미디어 호환성을 극대화하였으며, 자극적인 냄새
를 최소화한 에코 솔벤트의 장점을 유지하여 쾌적한 출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발 된 제
품입니다.

파워크롬 잉크
잉크테크 Power Chrome잉크는 기존 안료잉크보다 컬러의 농도를 2배 증가시켜 염료잉크
에 버금가는 선명하고 깨끗한 색감을 구현합니다. 또한 Matte Black, light Black, light light
Black, Photo Black 색상으로 풍부한 그라데이션을 구현하며,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이미지 표
현이 가능합니다.

오일잉크
Xaar 512,128 헤드 호환용 잉크테크 오일잉크는 빠른 잉크 건조속도로 높은 생산성을 제공
합니다. 인화지, 백릿, 점착 PVC, 플렉스 등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와 뛰어난 호환성을 자랑합니
다.

잉크젯미디어
잉크테크는 수성잉크용 미디어뿐 아니라 다양한 솔벤트용 미디어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소재의 미디어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합성지, 인화지,
PVC를 포함한 29종의 다양한 수성미디어는 빠른 건조성과 Curl방지 기술로 생산되어 최상의
출력 품질을 자랑하며, 백릿필름, 합성지를 포함한 13종의 솔벤트 미디어는 세계로 수출되어
그 품질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LFP PRODUCTS
실사 출력을 위한 토털 솔루션
잉크테크는 실사용 프린터에 사용되는 섬유출력 및 Softsignage 시장용 전사 잉크,
염·안료 수성 잉크, 솔벤트 잉크, 에코 솔벤트 잉크, 마일드 솔벤트 잉크 및 오일 잉크 등
다양한 잉크를 자체 개발 및 생산하고 있으며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잉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요구에 맞춰 잉크 뿐 아니라, 미디어, 부품에서부터 100%
유무상 A/S까지 실사출력을 위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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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P FORWARD

PRINTED
ELECTRONICS
고유한 잉크 제조법과 첨단 나노기술
잉크테크는 십 수년간의 분산 및 나노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전도성 잉크와는 확연히 다른, 잉크테크 고유의
제조방식을 통해 투명전자잉크 (TEC_Transparent Conductive Electronic Inks)를 개발, 이를 인쇄전자 분야
에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린팅 방법에 따른 다양한 잉크
잉크테크는 잉크젯, 페이스트, 코팅 및 Roll to Roll 용 프린팅 잉크를 공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린팅 방법
(잉크젯, 스크린, 옵셋, 그라비아 등)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은(Ag) 기반의 인쇄전자용 잉크 외에, 동(Cu)과
금(Au) 등을 이용한 전도성 잉크, 세라믹 및 고분자 잉크 등의 차세대 응용분야의 확대와 프린팅 기반의 산업을
개척하기 위해 다양한 전자재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천기술 보유
당사 고유의 제조법인 은착제 화합물 (Soluble Silver Cluster & Complex)을 이용한 전도성 잉크 제조기술은
국내외 특허등록이 완료되어 그 원천 기술을 인정 받았습니다. 잉크테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추가적인
인쇄전자용 재료와 그 재료를 이용한 활용 방법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프린팅 시스템의 이해
잉크테크는 순수한 자체 잉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쇄 전자 분야의 잉크젯, 스크린 및 그라비아
등의 프린팅 관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린팅 시스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쇄 전자 재료의 특성향상
은 물론 사용고객의 편의성까지 확보된 제품을 제공합니다.

고객지향의 제품
인쇄전자용 잉크와 프린팅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잉크테크는 가장 적합한 재료와 방법을 제안합니다.
또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은 비중, 점도 등의 잉크 특성을 변경, 업체에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해 왔습니다.
잉크테크에서 제공하는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인쇄전자용 재료 및 프린팅 방법을 통해 귀사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EXPERIENCE MOST
ADVANCED &
COST EFFECTIVE
TECHNOLOGY
BY SUITABLE PRODUCTS

잉크테크는 전도성 재료에서 인쇄전자 제품에 이르기까지
잉크제조 기술과 프린팅 라인을 활용, 고객사에 최적화된
재료와 인쇄전자 제품을 제공합니다.
가격 경쟁력은 물론, 귀사의 적용 용도에 꼭 맞춘
기술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CONDUCTIVE SILVER INKS
• Inkjet Ink
• Paste (TSP/Display, PV, Sensor Etc.)
• Coating Ink (Spray, Spin)
• Printing Ink (Flexo, Gravure, Etc.)

PRINTED ELECTRONICS MATERIAL
Coated products
• Reflective Film
• EMI Shielding Film
• RCC for Metal PCB
• Functional Film (Insulator, Release film Etc.)
Patterned products
• Printed Memory
• Printed FPCB
• Smart Label Antenna
• Functional Electrode (Sensor, Signag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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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RIX
SIMPLE & PERFECT

잉크테크의 JETRIX는 실 내외 어플리케이션,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에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견고한 평판과 Roll 프린팅 옵션, 강력한 Vacuum과 Versa Drop으로 최고의 품질을 약속 드립니다.
Simple & Perfect는 사용의 편의성과 제품의 완성도에 만전을 기하는 JETRIX의 신념입니다.

스펙트라
헤드

견고한
평판 프린팅

Roll to Roll
프린팅

WIDE FORMAT
UV-CURABLE
FLATBED & RTR
INKJET PRINTER

잉크테크의 신 잉크젯 기술은 고품질의 출력물을 높은
생산성으로 제공합니다.
적용 가능한 소재나 산업 영역의 제한 없이 당신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Needs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잉크테크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조한 UV프린터 JETRIX시리즈는
첨단 UV잉크젯 기술의 결정체 입니다.

고품질
UV 잉크

사이즈 4220 × 4005 × 1440 (mm)
무게 2000 (kg)
설치공간 5000 × 4500 (mm)

사이즈 4220 × 4505 × 1440 (mm)
무게 2200 (kg)
설치공간 5000 × 5000 (mm)

사이즈 4220 × 2200 × 1440 (mm)
무게 1800 (kg)
Required Footprint 5000 × 2500 (mm)

사이즈 4220 × 2700 × 1440 (mm)
무게 2000 (kg)
설치공간 5000 × 3000 (mm)

사이즈 4220 × 2200 × 1440 (mm)
무게 1800 (kg)
설치공간 5000 × 2500 (mm)

사이즈 4220 × 2700 × 1440 (mm)
무게 2000 (kg)
설치공간 5000 × 3000 (mm)

사이즈 2480 × 1858 × 1383 (mm)
무게 1000 (kg)
설치공간 5000 × 6000 (mm)

사이즈 6420 × 1480 × 1760 (mm)
무게 3540 (kg)
설치공간 9400 × 4700 (mm)

사이즈 8630 × 1740 × 1900 (mm)
무게 5820 (kg)
설치공간 11400 × 5500 (mm)

사이즈 6110 × 964 × 1734 (mm)
무게 2990 (kg)
설치공간 9100 × 4000 (mm)

프리미엄 에코 UV 잉크
레몬향, 초저냄새
빠른 경화 속도 및 탁월한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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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본사 안산사업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98-12
Tel : +82 31 494 0001
Fax : +82 31 491 9700
web : www.inktec.com

안산2사업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108
Tel : +82 31 494 0001
Fax : +82 31 492 2041

평택사업장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156번길 119
Tel : +82 31 683 5555
Fax : +82 31 686 9911

미국법인
223 W. Dyer Road, Santa Ana, CA 92707
e-mail : andy@inktec-usa.com
Tel : +1 714 545 0117
Fax : +1 714 545 0114

영국법인
Bulford House, Supergas Industrial Estate, Downs Road, Witney,
OXON OX29 0SZ, United Kingdom
e-mail : Info@lfp-products.com
Tel : +44 (0) 1993 862 770
Fax : +44 (0) 1993 862 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