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mino의 Ax-Series와 Blini가 식품 코딩 관련 마킹의 역사를 다시 

씁니다! 
Blini 브랜드는 프랑스에서 7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품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Domino의 Ax-Series를 선택했습니다. 

개요 
Blini 제품은 슈퍼마켓의 냉동 식품 코너뿐 아니라 해산물 코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Blini는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요리법을 찾고 있습니다. Blini 브랜드 제품은 고객에게 만족감, 

고품질 및 신뢰성을 약속하며, 기술 파트너에게도 동일한 품질을 요구합니다. 

Blini 워크숍 담당자인 Franck Peretti는 "Blini는 업계 리더로서 연간 8,400톤을 생산하여 시장의 70%를 

점유하며... 제품의 80%가 프랑스에서 판매됩니다. 

우수한 애프터 서비스, 근접성 및 제품의 품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Domino와 함께 일합니다." 고 

설명합니다. 

배경 
Blini는 1980년에 노르망디에서 설립된 가족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러시아에서 많이 먹는 작고 두꺼운 팬케이크인 블리니를 전문적으로 취급했습니다. Blini는 

타라마, 차지키 같은 지중해 요리법을 사용하여 스프레드를 개발하였습니다.  

 Blini는 요리법을 개선하고 제품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새로운 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마킹의 역사를 다시 쓰다 
"서비스 품질과 기술 면에서 Domino를 추천합니다!" —Blini워크숍 리더 Franck Peretti 
  



새로운 잉크, 새로운 기능 

Ax350i는새롭고 우수한 성능의 i-Pulse™ 잉크를 사용합니다. 도미노의 고급 잉크는 가장 까다로운 용도에도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마킹 후 공정에도 접착력을 유지합니다. 온도에 민감한 제품이 많은 Blini와 같은 

회사에서는 이 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Blini의 스프레드 제품 워크숍 관리자 Hubert Lavatine은 "우리는 시간당 최대 10,000회 코딩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다.  제품의 마킹 품질과 추적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우수성이중요합니다.고 말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i-Pulse™ 프린트 헤드 및 잉크 

완벽한 잉크 드롭— 일관된 고품질의 코딩을 위한 기본이 됩니다. 

• 7드롭 속도에서 9드롭 품질 구현 

• 완벽한 드롭 생성 및 적용으로 뛰어난 기계 판독 코드 (MRC) 생성 

• 잉크 드롭 기술 향상으로 프린트 헤드를 더 깨끗하게 유지 (길어진 청소 주기) 

• 빠르고 일관된 코드! 

명확하고 선명한 코드 

Blini의 Lavatine은 "Domino 제품은 우리에게 편리성과 신뢰감을 제공합니다." 고  말합니다. Ax350i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일련 번호 코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높은 해상도의 

코드가 빠른 속도로 제공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편리합니다.   고품질의 코드가 MRC(Machine 

Readable Codes) 시스템 및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시스템용으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판독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간편한 통합 

Ax-Series는 생산 라인과의 매끄러운 통합을 위해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Ax-Series 마킹기는 네트워크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앙 관리식 템플릿을 제공하고 기존 ERP(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하여 오류가 없는 코딩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간단한 생산 라인 통합: 

• 운영자에게 가장 편리한 위치에 원격 터치스크린을 정착할 수 있음 

• 우수한 내구성을 가진 캐비니스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음 

• IP66등급으로 열악한 생산환경에도 품질을 보장할 수 있음 

스마트한 혁신적 기술 

 Blini의 워크숍 관리자 Franck Peretti는 "우리는 항상 새루운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Blini가 지향하는 

가지 중 하나입니다. .. 또한 항상 비용 절감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고 말했습니다. 

Ax350i는 이 목표를 모두 만족시켜 드립니다. 쉽게 통합하고 구성할 수 있으며 생산성이 높은 Ax350i는 별도의 

정비 없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잉크를 지원하며,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과 편리한 모듈식 적재 

기능을 제공합니다. Ax-Series에 포함된 i-Techx는 사용자에게 스마트폰과 같은 간편함을 제공하고, 누구나 몇 

분이면 작동법을 배울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작업의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잉크를 교체할 때 화면에서 코드를 입력해야 했지만 이제는 칩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이라고  Lavatine은 말했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라고 Lavatine은 

말했습니다. 

Peretti는 "서비스 품질과 기술 면에서 Domino를 추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킹의 역사를 다시 쓰다.  
 Peretti는 "새로운 Domino 마킹기를 추천하며... 이 장비는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도가 높고 사용이 쉽기 

때문"이라며 적극적으로 제품을 권유합니다. 
Domino의 Ax-Series 마킹기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ax-series.com 을 참고하십시오. 

마킹의 역사를 다시 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