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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징산업의	기준  

지난	수십	년	동안	Esko는	브랜드,	디자이너,	
프리미디어	기업,	인쇄소	및	인쇄업체/
가공업체들이	보다	나은	패키징,	사인	및	
디스플레이를	관리하고,	만들고,	생산하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Esko의	다양한	통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은	업계의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요	브랜드	 

10개	중	9개 
의	패키징을	Esko	고객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Es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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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디어	및	인쇄소를	위한	
Esko

시장	선도	업체	Esko의	사용하기	쉬운	프리프

레스	도구를	통해	패키징	디자인을	인쇄	준비	

완료	파일	및	인쇄판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	자동화	소프트웨어	덕분에	반복적이

고	일상적인	작업에	작업자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습니다.	통합	프리플라이트	

및	품질	제어	도구로	오류를	놓치지	않고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웹	기반	공동	작업	및	승인	소

프트웨어가	아이디어에서	상점	진열대에	이르

기까지	프리프레스	서비스와	전체	패키징	공급

망을	긴밀하게	통합합니다.	Esko	플렉소	인쇄

판	제작	솔루션을	사용하면	일관성	있는	최고	

품질	인쇄판을	생산하여	최고의	온프레스	안정

성과	동급	최고의	플렉소	인쇄	품질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인쇄업체	및	가공업체를	위한	
Esko

소량을	효과적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워크플

로	통합,	우수한	자동화,	온라인	공동	작업	소프

트웨어로	인쇄	및	가공	용량을	대폭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주문	견적으로	생산	

계획이	개선되고	인쇄	생산의	유휴	시간이	줄

어들어	제시간에	납품하고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공급망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

어지는	작업	인계가	더욱	원활하게	관리되므로	

혼동,	오류	및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정

적인	5가지,	6가지	또는	7가지	잉크	세트로	인

쇄	과정을	표준화하여	인쇄기	가동	시간을	최

대	50%	늘릴	수	있습니다.	Esko	디지털	커팅	

테이블은	카톤,	디스플레이	및	사이니지	소량	

마무리에	완벽한	부가	제품입니다.	

 

브랜드오너를	위한	Esko

Esko	브랜드	관리	솔루션은	가시성과	제어	기

능을	부여합니다.	현재	세계는	매일	더욱	더	복

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에	성공적

으로	진출하려면	소비자와의	디지털	및	물리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Esko	

브랜드	관리	솔루션은	아이디어에서	진열대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패키징	자산과	물리적	패키

징	생산에	가시성	및	제어	기능을	부여합니다.	

디자이너를	위한	Esko

보다	나은	패키지	및	디스플레이를	더욱	빠르

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구조	디자인	

도구를	사용하면	진열했을	때	시각적으로	가장	

우수한	패키징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재	

및	디자인	라이브러리로	배송	케이스	및	팔레

트	적재를	쉽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실물과	

흡사한	3D	모형이	브랜드오너와의	커뮤니케이

션	및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크로스미

디어	캠페인용	콘텐츠를	만들어	냅니다.	3D	가

상	슈퍼마켓의	진열대에서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창의적인	패키징	개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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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징 

현재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대한	해답	
브랜드에서는	보다	나은	패키징의	가치를	명확

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측은	보다	나

은	패키징을	통해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	판매

량을	늘릴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나은	패키징,	보다	나은	라벨,	보

다	나은	사인,	보다	나은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는	일반적으로	다양화,	맞춤화,	그리고	때로는	

개인화	작업까지	필요합니다.	그	결과	SKU	수,	

소량	인쇄	횟수	및	단기	소요	시간	사례가	늘어

나며,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이를	처리해야	하

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규정	준수는	매일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패키징이	곧	제품인	상황에서	품질	요구	사항

은	증가하고	있으며,	Esko	고객들은	숙련된	작

업자	및	사용자를	찾는	데	더욱	더	어려움을	겪

고	있습니다.

패키징	공정은	더욱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로	Esko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Esko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이며,	아이디어에서	진열

대까지,	브랜드에서	디자이너까지,	프리프레스	

작업자에서	인쇄	및	가공업체까지	패키징	프로

세스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Esko는	패키징	관리,	디자인,	프리프레스	및	생

산	공정의	모든	단계를	통합하고	간소화하는	방

식으로	이	까다로운	과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sko는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통해	소프트웨

어	및	하드웨어	작업자	모두의	학습	기간을	효

과적으로	줄여줍니다.	Esko는	솔루션을	더욱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동시에,	유연성,	속도	및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이	우수한	품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sko는	패키징	분야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Esko의	전문	기술

과	혁신을	통해	이러한	복잡성을	극복하고	미래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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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관리
사양	관리에서는	디지털	양식을	사용해	패키징	

프로젝트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의하여,	요구	사

항을	충족하는	한편	콘텐츠	수집	중	공동	작업

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를	제시합니다.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스	관리	캔버스를	사용해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매핑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사용자는	 작업을	

할당하고,	데이터는	디자인	도구에	입력되고,	

작업은	자동화됩니다.	제	3자	시스템과	통합한	

프레임워크	 구성과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쉽습니다.	진행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강력한	보고	도구를	사용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	사항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	관리
어느	표준	브라우저에서나	그래픽	및	 구조	

파일을	보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Esko의	강력한	

실제	패키징	생산	파일용	3D	뷰어는	업계에서	

유일합니다.	뷰어의	비교	기능은	최고를	자랑하며,	

그로	인해	납품	기한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모든	사용자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관리
DAM(디지털	자산	관리)에서	패키징	자산을	정

리하는	일은	단순히	로고,	이미지,	색상	사양,	

CAD	디자인	또는	텍스트	파일을	찾는	작업	그	

이상입니다.	이는	모든	관계자가	알맞으면서	승

인받은	자산을	사용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또한	

캠페인	및	판매	지원	측에서	패키징	자산을	쉽

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기업이	브랜드	아이디어화에서	매장	진열과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자산	수명	주기	내내	자산

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자산

인	브랜드의	성과	및	일관성을	더욱	쉽게	추적

할	수	있습니다.

패키징	프로젝트를	
제어하고	출시	소요	
시간을	 

35%  
단축할	수	있습니다.

패키징	

디자인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패키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규정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귀중한	디지털	자산	및	물리적	자산을	모두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채널	마케팅	활동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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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	3D	
패키징	디자이너는	3D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

다.	Esko의	소프트웨어는	즉각적이고	정확한	

3D	피드백으로	3차원	환경을	구현합니다.	디자

이너는	패키징	및	POP	디스플레이를	아예	처음

부터	제작하거나,	마우스	클릭으로	템플릿을	사

용해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중	패키징	및	POP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간편하고	더욱	스마트하

며	생산적인	작업으로	변모합니다.	워크플로에

서	추측,	낭비	및	오류가	사라집니다.

패키지	디자인과	배송	일원화
기업은	Esko의	알맞은	크기	결정	및	팔레트화	

도구를	사용해	패키지	디자인과	배송을	일원화

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용	

팔레트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제품	크기	결

정을	개선하고	새로운	케이스	크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업자는	가장	효율적인	팔레트	디

자인을	만들어	소재	및	큐브	이용률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구조 

복잡한	다중	POP	
디스플레이를	최대	

우수한	패키징은	매력적인	브랜드	메시지를	
잠재	구매자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어느	마케팅	
믹스에서나	초석에	해당합니다.	패키징	및	
디스플레이	디자이너는	Esko의	3D	및	CAD	
편집기를	사용해,	매우	복잡한	다중	POP	
디스플레이를	디자인하는	경우라도	더욱	빠르고	
스마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90% 

더	빠르게	디자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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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과	흡사한	비주얼
패키징	및	POP	디스플레이를	3D로	직접	디자

인할	수	있다면	보다	편리	해	집니다.	디자이

너가	그래픽을	추가하고	다양한	소재,	인쇄	및	

마무리	작업을	실시간으로	테스트합니다.	더

욱	쉽게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신규	및	업데

이트	SKU	디자인을	한층	빨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프로세스	초기에	디자인	실수를	포

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경에서	확인하는	것과	같은	
테스트	비주얼	효과
간편한	후속	단계에서	패키징	개념을	가상	진

열대에	경쟁사	제품과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및	업체는	패키지	디자인이	

제	효과를	내는	곳,	즉	매장에서	패키징	디자인

의	효과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가상	매장	환경	안에서	디스플레이	및	기타	브

랜드	표시	물품과	함께	완전한	제품	출시	상황

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	3D	
도구는	
디자인	시간을	

85%  
단축그래픽	

패키징	및	디스플레이의	그래픽	디자인을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패키징	SKU의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매장	내	
디스플레이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Esko	
도구를	통해	이러한	디자인을	생산보다	훨씬	앞선	
시점에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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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작업은	모

듈식	동적	패키징별	워크플로를	통해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를	자동화하면	프리프레

스	작업이	간결해지며,	프리프레스	작업자는	브

랜드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시간을	투

자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패키징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및	프로세스	효율성을	지향하는	기업들

은	Esko의	스마트한	중앙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을	사용해	자산,	패키징	승인	및	프로젝트	수명	

주기를	관리합니다.	정확한	3D	환경의	생산	데이

터를	사용하면	승인	및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해당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제어	및	자동화	방

식	프로세스를	이용하면	기존	도형을	업데이트하고	

단일	제품의	버전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많은	Esko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영구	라이선스나	

월간	또는	연간	임대	형태로	이용	가능합니다.	기

업은	자체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비즈니스	모

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형	 

소량	인쇄	생산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출시	기간	단축	요구	사항과	숙련된	작업자의	
부족은	어떠한	인쇄	기술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패키징	제작	준비작업에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빠른	프리프레스	
솔루션으로	작업	

소요	시간   50%	 
단축

전	세계	프리미디어	업체	및	가공업체는	더욱	더	

많은	패키징,	라벨,	디스플레이	및	사인	작업을	

처리해야	하며,	게다가	더	저렴한	비용에	더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Esko의	다양한	도형	

제작	및	프리프레스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직관적인	프리프레스
Esko는	패키징	및	라벨	생산용	고급	프리프레스	

분야의	글로벌	선도	업체입니다.	작업자는	직관

적	PDF	기본	프리프레스	도구로	쉽고	신속하게	

작업의	인쇄기	사용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복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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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I	플렉소	이미지	장치	제품군은	우수한	플렉

소	인쇄판을	생산하며	이러한	인쇄판은	품질,	

안정성	및	일관성	면에서	업계	기준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Esko	플렉소	인쇄판	제작	솔루

션은	업계에서	사용되는	모든	디지털	인쇄판	및	

슬리브	브랜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플렉소	인쇄판	제작
효율적인	소량	플렉소	인쇄를	위해서는	플렉소	

인쇄판	제작	프로세스에서	시간	및	비용을	줄

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Esko가	플렉소	인쇄판	제작	프로

세스를	재설계한	이유입니다.	Esko는	인쇄판	

이미징과	전면	및	후면	노광을	하나의	솔루션

에	통합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프로세스	단계의	수작업이	감

소하고	장비	면적이	줄어듭니다.

Esko의	솔루션은	인쇄판	생산	소요	시간을	단

축하고,	인쇄판의	일관성	및	사용	용이성을	향

상합니다.

수작업	감소	
플렉소	인쇄판	생산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

는	수준으로	쉬워집니다.	Esko는	플렉소	인쇄

판	제작을	프리프레스	워크플로와	통합하고	프

리프레스	작업자가	실질적인	관리자의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프리프레스	작업자

는	작업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대기열의	우선	

순위를	지정하고,	급한	작업을	사이에	배치하

고,	이미지	장치	간의	작업량	균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판	처리에	
소요되는	작업자	
시간	최대	

73%	 
단축

Flexo	

Esko는	디지털	플렉소	이미징을	고안했으며	
명실공히	글로벌	시장	선도	업체입니다.	Esko는	
새로운	표준	수준으로	플렉소그래피	인쇄	품질을	
향상하고	플렉소	인쇄판	생산을	오프셋	인쇄판	
생산	수준으로	간소화하여	끊임없이	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쇄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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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확장된	색의	범위	
인쇄로	인쇄기	가동	
시간	최대	 

50%  
증가

스마트	출력과	컬러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사용

하면	패키징	및	인쇄	공급과정	전체에서	스크

리닝,	색상	지정,	교정	및	확장된	색의	범위	인

쇄가	가능합니다.

확장된	색의	범위	인쇄
확장된	색의	범위	인쇄를	통해	기존	인쇄기의	

소량	작업을	수익성	있는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색의	범위	인쇄를	이용하는	

고객은	작업	전환	시간	및	인쇄기	중단	시간을	

단축하고,	하루에	더	많은	소량	작업을	생산하

며,	미디어	낭비	및	잉크	재고를	줄이게	됩니다.

 • 작업	전환	시간	최대	53%	단축	

 • 유연포장으로	잉크	25%	절감	

 • 작업	전환당	인쇄	낭비	최대	34%	감축

패키징	가공업체가	디지털,	플렉소,	그라비어,	
오프셋이	혼합된	인쇄	환경의	늘어난	복잡성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는	수많은	소재와	제조	상의	색상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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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설정	기능으로	
테이블	출력	최대	

20%  
증대

마무리 

변치	않는	기준
Kongsberg	커팅	테이블은	견고함,	성능	및	품질	

면에서	업계	기준입니다.	기업이	다목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유연성을	

추구하는	경우든,	대형	소량	생산에	중점을	

두는	경우든,	필요마다	그에	맞는	Kongsberg	

커터	및	라우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리량	증대
작업	처리량	증대	측면에서,	Esko는	빠르고	신

뢰할	수	있는	커팅	테이블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Esko는	테이블에	스마트	기능을	추

가하고	워크플로	전체에	걸쳐	단계를	없애거나	

자동화하여	총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예를	들어	리소스가	공유되는	전문가	시스템에	

모든	설정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어

느	때보다	빠르게	테이블을	설정할	수	있습니

다.	작업	사이에	도구를	변경하고	블레이드를	

교체하는	일이	대폭	자동화되고	복잡성이	크

게	낮아집니다.

자동	시트	로딩	및	적재의	옵션이	다양해	여러	

가지	구성이	가능하며	무인	디지털	커팅	작업	

구성	역시	가능합니다.

워크플로에서는	인쇄기	준비	완료	작업을	생성

하고	시간	및	비용을	견적합니다.	작업자는	모

든	진행	및	대기	작업의	전반적인	개요를	확인

할	수	있어	테이블	대기열의	우선	순위를	지정

하고,	급한	작업을	사이에	배치하고,	테이블	간

의	작업량	균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량	패키징,	사이니지	및	디스플레이	생산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견적	및	제시간	생산	
계획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소재를	정밀하게	윤곽선	
절단,	크리싱	및	밀링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워크플로	전체를	자동화하고	통합해야	하는	필요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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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ko	Academy
전문가	교육을	통해	직원의	기술	역량과	생산

성을	높이고	투자	수익	회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가동	시간	극대화를	위해	Esko	고객은	신속하

고	지속적인	고객	서비스를	현지	언어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Esko의	숙련된	지원	네트워

크는	업계	최고를	자랑합니다.	네트워크의	숙련

된	직원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기술

적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	서비스
Esko의	솔루션	설계자와	프로젝트	관리자들은	

Esko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설계,	구현	및	실

행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적임자들입니다.	

또한	조직	전체를	성공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금융서비스
기업	입장에서	투자는	결코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Esko	금융은	소프트웨

어	및	하드웨어	구매를	위한	유연한	융자	솔루

션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Esko	솔루션은	전	세계	생산	환경에서	상시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sko가	보유한	공인	서비스	
엔지니어	500여	명은	시장	최대	규모	팀으로서,	고객	
공정을	향상하고	최고의	가동	시간	및	성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서비스 

고객	공정을	향상하고	
최고의	가동	시간을	
보장하는	서비스	직원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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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ko  

Esko는	현재까지	수십	년에	걸쳐	그래픽	아트	

산업을	혁신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Esko의	수

상	경력	통합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

으로	더	나은	라벨,	패키징,	사인	및	디스플레

이를	관리하고,	만들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Esko는	전	세계에	1,500여	명의	직원들이	근

무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아

메리카	및	아시아	태평양,	일본	및	중국	지역에

서	직접판매	및	서비스	조직을	운영하고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유통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

하고	있습니다.

Esko는	벨기에	겐트에	본사를	두고	5개	유럽	

국가,	미국,	중국,	인도	등에	R&D	및	제조	시

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nfocus는	자체적으로	인쇄업체,	출판업체	및	
그래픽	디자이너용	자동화	솔루션과	PDF	품질	

제어	도구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Esko의	

자회사입니다.	

MediaBeacon은	자체적인	DAM(디지털	자산	
관리)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Esko	소속입니다.

Esko는	Danaher	기업입니다.
(www.danaher.com)

Esko는	패키징,	라벨,	사인	및	디스플레이	산업용	
통합	솔루션의	글로벌	공급업체입니다.

소개	

자세히	알아보기	

벨기에 Kortrijksesteenweg 1095, 9051 Gent | 전화: +32 9 216 92 11 | info.eur@esko.com

미국 8535 Gander Creek Drive, Miamisburg, OH 45342 | 전화: +1 937 454 1721 | info.usa@esko.com

브라질 Rua Professor Aprigio Gonzaga, n° 78, 11° andar - Conjunto 113/114, 04303-000 - São Paulo | 전화: +55 11 5078 1311 | info.la@esko.com

싱가포르 8 Changi Business Park Ave 1, UE BizHub East #07–51, South Tower, 486018 | 전화: +65 6420 0399 | info.asp@esko.com

일본 Telecom Center Building, West Wing 6F, 2-5-10, Aomi, Koto-ku, Tokyo, 135-0064 | 전화: +81 (3) 5979 6086 | info.japan@esko.com

중국 Floor 1, #2 Building, 1528 Gu Mei Road, 200233 Shanghai | 전화: +86 21 60576565 | info.china@es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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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sko.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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