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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컬러 가능성으로 비즈니스를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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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소비자 요구가 끊임없이 변하고 진화하는 세상에서 디지털 인쇄 산업은 향후 몇 년 동안 강력하고 탄력적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인쇄의 장점 

무섭도록 성장하는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 브랜드 오너와 일반 인쇄 업체는 독보적인 인쇄 서비스와 출력 품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2 참조 소스: Allied Market Research

2021년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성장률	3.7%,	1조	5천8
백억 원 수익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2 

2028년 글로벌	디지털 인쇄 시장의 규모,	
42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1

여러 종류의 미디어 위에 다양한 
색상으로 인쇄

개인 맞춤형 인쇄 준비 및 버전 관리 

 

더 많은 색상과 생생한 디자인 제공

 

최신 인쇄 기능 및 혁신 활용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워크플로우 구축

https://www.alliedmarketresearch.com/digital-printing-market-A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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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소비자는 인쇄물을 신뢰할 만한 마케팅 형태로 인식합니다.	
인쇄물은 품질 및 진실성을 보장합니다.	
	
	
타겟에 도달	
인쇄 마케팅 자료는 디지털 광고 차단에 걸리지 않고 타겟	
고객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속성		
인쇄는 지속적인	‘유지비’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더	
오래 지속됩니다.

경험	
브랜드 오너는	“장식인쇄”나	“스크레치”인쇄 와 같은	
독창적인 인쇄를 통해 소비자에게 신제품 포장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독성	
우편물을 읽는 것이 모니터를 보는 것보다 눈에 피로감을	
덜해 줍니다.			
	
	
높은 ROI(Return Of Investment)-투자대비수익 
디지털 광고 보다 인쇄의	ROI	지수가 더 높습니다3.	구매	
및 판매를 위해 손익분기점을 표현한 자료 제공은 소비를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인쇄의 장점

3 참조 소스 – Dornans 44

https://www.dornans.co.uk/print/5-reasons-why-print-will-still-be-important-i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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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	 디지털 혁신으로 디지털 컨텐츠의 양이 증가했습니다.	
•	 그 결과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인쇄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	 인쇄 서비스 업체는 더욱 신속한 인쇄 처리에 적응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회：  
• 디지털로 가치를 더해 기존의 오프셋 인쇄 설정을 보완: 
 –	 더 쉬운 설정	
	 –	 더 빠른 처리	
	 –	 용도 확장	
	 –	 POD	서비스를 제공하여 악성 재고 감소

• 개인 맞춤,	가변 데이터,	버전 관리.

동향： 

•	 개인화 및 버전 관리 기술은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	 고객은	CMYK+를 사용하는 고급 인쇄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	 다양한 색상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창의적인 브랜딩이		 	
	 표현됩니다.

기회：  

• CMYK	+	기능		 
 – 	 골드,	실버,	클리어,	화이트,	핑크. 
•	 싱글 패스로 오버레이 및 언더레이 인쇄.	
•	 언더레이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용지에 인쇄(다양한 인쇄 효과		
	 생성).	
•	 포스터,	3-up	브로셔,	가로 책 표지 또는 책 표지에 쓰이는 긴	
		 배너 시트(최대	1200mm).

디지털 인쇄를 통한 가치 창출 특수 컬러와 용지의 창의적 활용

주요 시장 동향 및 기회 (1/3)

인쇄 서비스 업체

동향：	
•	 기술 발전을 통해 기업은 출력 품질의 저하 없이 리소스 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고객은 더 빠른 처리 속도를 원합니다.

기회：	
•	 120ppm	속도 및	52-400gsm을 지원하는 동급 최고의 속도와		
	 고해상도 출력물로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	 업계 최고의 애프터 서비스 지원으로 운영 가동 시간을		 	
	 최대화하고 더 중요한 비즈니스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신뢰성 및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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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서비스 업체

동향：  
• 브랜드 오너와 고객은	CMYK색상 이상을 찾고 있으며,	이는		 	
	 더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가 필요함을 뜻합니다.	
•	 더 빠른 처리 속도,	더 빠른 반응.

기회：  
•	 색상 및 정렬 조정 검사 자동화로 운용 노동력 절감,	가동 시간		
	 연장,	인쇄 품질 일관성 보장.	 
 –	 이미지-용지 자동 정렬	
	 –	 밀도 및 하프톤 균일성 조정	
	 –	 컬러 캘리브레이션(단일/다중 컬러)

• AI	기반 사진 품질 최적화.	
•	 ICC	프로파일로 피부 톤,	그라데이션 및 생생한 색상을 빠르고		
	 쉽게 수정하여 이미지 개선.

 
 

동향：  
•	 인쇄 서비스 업체는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비즈니스의 확장에 따라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기회： 

• 모든 비즈니스에 적합한 모듈식 구성 및 확장성.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옵션

	 –	 일관되고 안정적인 용지공급 장치	
	 –	 정전기 제거기를 사용하여 용이한 후가공	
	 –	 다양한 인라인 후가공 옵션

더 스마트하고 더 쉽게 융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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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장 동향 및 기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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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 및 브랜드 오너 

동향： 

•	 기업들은 기존	CMYK	및 표준 용지 외에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	 풍부하고 독창적이며 창의적인 브랜딩 인쇄물로 관련성이 높은		
	 잠재 고객에게 접근합니다.

기회： 

•	 CMYK와 흰색 용지에 국한되지 않는 창의성.	
•	 시선을 사로잡는 뛰어난 인쇄물.	
•	 브랜드가 관련성 높은 잠재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타겟		 	
	 마케팅.	
•	 개선된 인쇄로 잠재 고객의 눈을 사로잡고 관심을 유도함.

동향：  
•	 고객과 비즈니스에 관한 정보가 끊임없이 증가하여 방대한		 	
	 양의 정보 관리에 피로가 쌓입니다.	
•	 이는 정확한 마케팅 메시지를 타겟 고객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회：  

• 인쇄는 커뮤니케이션 흐름에서 널리 사용되는 수단입니다.	
•	 커뮤니케이션 흐름의 시작점으로서 인쇄는 다음과 같이 온라인		
	 디지털 채널을 보완하여 잠재 고객의 참여를 촉구합니다.

	 –	 현지화된 컨텐츠를 담은 직접 우편물.	
	 –	 신뢰할 수 있는 전자 상거래의 실제 우편물.	
	 –	 개인 맞춤형 패키징 및 부수적 혜택.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창의성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점이 되는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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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장 동향 및 기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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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ria PressTM PC1120
으로 무한한 기회 포착
획기적인 디지털 인쇄 기능이 제공하는 향상된 생산성과 성능으로 한	
차원 높은 비즈니스를 경험하세요.

놀라운 특수 컬러를 선보이고,	고객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CMYK	품질과 일관성을 제공하세요.

평범함을 넘어서 강렬한 인상을 전달하는  
무한한 컬러 

탁월한 생산성을 보장하는 AI 지원 자동화 
워크플로우

 
높은 융통성 및 확장된 기능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

인쇄 서비스 업체 광고사 및 브랜드 오너

 CMYK와 기존의 흰색 용지에서 표현하지 못한 창의적이고 놀라운		 	
	 이미지를 생성.

2  시선을 사로잡는 뛰어난 인쇄물.

3  커뮤니케이션 흐름의 시작점으로서 인쇄는 온라인 디지털 채널을		 	
	 보완하고 잠재 고객의 참여를 촉구.

4  디지털 인쇄 기능을 활용한 개인 맞춤 및 버전 관리를 통해 관련성		 	
	 있는 잠재 고객 포착 및 타케팅.	

5  인쇄를 신뢰할 수 있는 마케팅 형식으로 활용하여 브랜드 가치 향상.

 기존 오프셋 인쇄 설정을 디지털로 보완하여 쉬운 설정,	빠른 처리,			
	 용도 확장 지원.	

2  주문형 인쇄,	개인 맞춤,	가변 데이터,	버전 관리.	

3  골드,	실버,	클리어,	화이트 및 핑크와 같은 특수 컬러로	CMYK	+		 	
	 실현.	 

4  싱글 패스로 오버레이 및 언더레이 인쇄를 수행하여 더 넓은 범위의		
	 용지에 인쇄하고 다양한 인쇄 효과 생성.	

5  색상 및 정렬 조정 검사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	가동 시간 연장,	인쇄		
	 품질 일관성 보장.	

6  AI	기반 사진 품질 최적화.

7  모든 비즈니스에 적합한 모듈식 구성 및 확장성.

고객을 위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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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인쇄 혁명을 함께하다
창의성과 혁신은 인쇄 서비스 업체,	브랜드 오너 및 광고사가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주요	
요소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장 동향을 따라잡고 경쟁우위를 선점하세요.	

제품 상담
Revoria	PressTM	PC1120	솔루션 및 제품에 대해 언제든 문의하세요.

9FUJIFILM	및	FUJIFILM	로고는	FUJIFILM	Corporation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Revoria는	FUJIFILM	Business	Innovation	
Corp의 등록 상표입니다.

 대화하기  더	알아보기

https://fujifilm-gcb.info/ContactFBKR-KR
https://fujifilm-gcb.info/FBKR_PC11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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