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ino의 Ax-Series와 Fratelli Branca Distillerie S.R.L.이 주류 코딩
관련 마킹의 역사를 다시 씁니다!
안녕하세요! Fratelli Branca Distillerie는 그라파, 베르무트, 스파클링 와인부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터 리큐어인 페르넷브랑카까지 고품질의 주류를 전 세계에 공급합니다!

개요

"Novare serbando"는 170년 이상의 역사 동안 Fratelli Branca를 이끈 모토입니다. 이말을 해석하면 전통과
품질을 유지하면서 혁신을 이루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토를 바탕으로 Fratelli Branca Distillerie에
Domino을 파트너로 선택하였습니다.
Margherita Vaschetto에 따르면, "Novare Servando"는 전통과 뿌리를 지키면서 혁신을 추구하는 것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이 항상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부터 Domino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배경

Fratelli Branca Distillerie(Branca)는 1845년에 밀라노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오늘날 생산지는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로 나뉘며, 이탈리아 밀라노에는 Branca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는 박물관을 겸비한
생산현장이 있다고 합니다.
운영 관리자 Giorgio Mascitti는 "우리는 우리 제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고객의 행복한 순간을 저희
제품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뿌듯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Branca는 다양한 제품을
전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Branca는 이 업계 선구자적 제품인 Fernet Branca을 만들었으며 이 제품을
통해 명성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빠르고 까다로운 생산 환경에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한
마킹장비로 더욱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마킹의 역사를 다시 쓰다

"Branca에게는 신뢰성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Domino Ax-Series를
선택했습니다" —Fratelli Branca Distillerie 운영 관리자 Giorgio Mascitti

간편한 통합
Ax-Series는 프로토콜 통신을 지원하여 생산라인과의 매끄러운 통합을 도와줍니다. Ax-Series 마킹기는
네트워트 시스템과 통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중앙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ERP 시스템과
통합하여 오류없고 편리한 마킹을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간단한 생산 라인 통합:
• 사용이 간편한 원격 터치스크린으로 운영자에게 편한 위치에 장착이 가능
• 세척이 가능한 우수한 내구성을 가진 캐비닛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음
• Ax550i의 경우 IP66 등급의 316SS 마린등급 스테인레스강으로 제작- 품질 및 신뢰성을 보장
명확하고 선명한 코드
Ax350i는 활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일련번호 마킹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높은 해상도 및 멀티 라인 마킹이
빠른 속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코드가 MRC
(Machine Readable Codes) 시스템 및 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시스템용으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판독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혁신적 기술
품질과 혁신을 수용해 온 Branca의 역사를 고려할 때, 믿을 수 있는 코딩 파트너로 Domino를 선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생산부장 Giovanni Racidi는 "새로운 Domino Ax350i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기간 동안 멈추어 있던 장비를 빠르게 재가동 시킬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두번째는 소모품을 쉽게
교체할수 있다는 것 입니다. 몇 개의 작업만으로 누구나 소모품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쉽게 통합하고 구성할 수 있으며 생산성이 높은 Ax350i는 정비 없이도 오랫동안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잉크를 지원하며,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과 편리한 모듈식 적재 기능을 제공합니다. Ax-Series에 포함된 iTechx는 사용자에게 스마트폰과 같은 간편함을 제공하고, 누구나 몇 분이면 작동법을 배울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작업의 우선 순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잉크, 새로운 기능
Ax350i는 새롭고 우수한 성능의i-PulseTM 잉크를 사용합니다. 도미노의 고급 잉크는 가장 까다로운 용도에도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마킹 후 공정에도 접착력을 유지합니다.
i-Pulse™ 프린트 헤드 및 잉크
완벽한 잉크 드롭–일관된 고품질의 코딩을 위한 기본이 됩니다.
• 7드롭 속도에서 9드롭의 품질을 구현
• 완벽한 드롭 생성 및 적용으로 뛰어난 기계 판독 코드 (MRC) 생성
• 잉크 드롭 관리 향상으로 프린트 헤드를 더 깨끗하게 유지
• 빠르고 일관된 코드!

파트너와의 역사를 다시 쓰다
Mascitti는 " 법적인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마킹기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Ax-Series의 설치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으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Branca와 Domino
Ax-350i의 만남은 혁신적이면서 효율적인 칵테일을 만들어 냈습니다!
Domino의 Ax-Series 마킹기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ax-series.com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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