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Unique Imprint - 특별한 인쇄
HSA Systems는 산업용 잉크젯 장비를 제조하는

선도적인 기업입니다. 우리의 핵심 사업은 고해상도
잉크젯 프린터 뿐만 아니라 코딩·마킹 및 상업용
인쇄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입니다.
1993년 덴마크에서 설립된 후로 우리의 제품
구성은 매우 발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간단한
날짜 코딩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시리얼 인쇄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그 사이 필요한 더 많은
제품을 갖추어 왔습니다.
우리는 영업성공에 있어 가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고해상도 잉크젯 인쇄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제품에 경쟁력 있는 가격은 우리를 여러분의
최적의 파트너로 만들어 줍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해상도 잉크젯 인쇄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둔 결과로 현재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HSA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웹사이트 hsasystems.com을 방문해 보시면
우리의 완벽한 생산라인들과 구체적인 성공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해상도
잉크젯 인쇄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둔
결과로 현재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HSA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딩 & 마킹
HSA Systems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1차 포장

•

2차 포장

•

3차 포장

또는 케이블, 석고보드, 목재 등에 바로 인쇄가 가능
합니다.
생산량이 적거나 또는 많은 인쇄, 간단한 인쇄 또는 복
잡한 인쇄 요청에도 HSA Systems는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HSA Systems는 아래의 분야에서 적합한 해결책을 제

시합니다.
•

제품 인식

•

유통기한 코드

•

그래픽

•

날짜 & 시간

•

배치 넘버

•

1·2차 바코드

“...높은 수준의 제어를
요구하는 제약 및 다른
산업에 필요한 전면
인쇄 및 비젼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업용 프린팅
HSA Systems은 보안인쇄 산업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주소, 우편발송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대부분의 요구를
다룰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진공 메일링 테이블, 탁상형 인쇄 콘베어,
공급장치, 많은 부속품들을 포함한 최종 해결책은 물론
통합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HSAJET® 와 함께 여러분의 잠재력을 더 넓히십시오.
•

주소지정 및 개인 설정

•

낱장 종이 혹은 종이원단에 복권인쇄

•

낱장 종이 또는 원단에 서류 넘버링

•

전화카드 등에 고유 코드 인쇄

•

금융산업 보안 인쇄

•

우편메일 취소

•

우편 표시 인쇄

•

회사 로고 CMYK 인쇄

HSA Systems 제품 키워드
HSAJET® 제품 포트폴리오에서 여러분은 간단한

인쇄뿐만 아니라 복잡한 코딩·마킹, 그리고 상업적
인쇄 작업에 적합한 제어장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간단한 제품 식별 또는 비젼 콘트롤이 필요한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여러분은 최적의
솔루션을 우리의 제품 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HSA Systems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프린터는 제약산업의 GS1 표준을 준수하는 2D 데이터

매트릭스를 지원합니다. 우리 소프트웨어는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포맷들, 예를 들면 SQL, Access, XLS,
CSV를 다룰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 또는
산업에서도 사용가능 합니다.

잉크
프린터와 특정한 인쇄 작업을 위한 올바른 잉크
사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HSA Systems는 HP 및 HP
의 공인 OEM 잉크 제조회사인 Collins Inkjet, General
그리고 Imtech社의 핵심 파트너이며 이들로부터
대량으로 잉크를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술
오늘날 우리는 유럽에서 HP사의 가장 독립적인
산업용 인쇄 기술 파트너입니다. HP 잉크젯 기술
이외에도 우리는 Xaar 기반의 프린터 헤드 그리고
코딩, 마킹 및 상업용 인쇄를 위한 다양한 부가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와 지원
서비스와 지원은 HSA Systems에서 특별히 훈련받은
기술자들과 지원 인력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HSA
Systems는 빠른 기술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공장이 광범위한 지원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우리 장비는 전세계의 대리점들과 시스템 공급자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이 파트너들 덕분에 HSA
Systems는 전세계의 기업들에게 독립적인 시스템과
통합 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잉크를 가지고 HSA 프린터를
사용해 어떠한 면에도 인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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