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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Application의 특성상 Rotary Screen을 사용한
Effect는 Sample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전화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방문 드릴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Application: Label Printing
Label Printing

Label은 한눈에 쉽게 소비자의 관심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획일 적인
Desgin 및 Effect의 Label은 제품의 이름을 알릴 수는 있지만, 차별적인 느낌
이나, 소비자의 관심도를 높이거나, 제품의 외적 고급화에 있어서는 Label의
Design 및 Printing effect의 차별화가 필요 합니다.

Solution: Rotary screen printing technology
Rotary screen printing technology는 높은 Ink / Paste depostion을 높은 속도
에서 안정정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효과와 기능을 갖는 Functional
printing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 Fine resolution Printing (3Pt 이하 가능)
• High Accuracy and excellent registration
• High speed screen printing
3 – 250 Microns
• High ink / Paste depostion available
• Various effct & Functional printing available
Glitter effect
3D Embo
3D Effect
Hot foil replacement
Hologram
Non-Label-Looks Label
Tactile - Braile
Halftone
Bar code
Opaque
Functional Printing (Sensor, Security, Lottery,R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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