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킹(인쇄) 검사의 단순화 
도미노 스마트 비전 시스템 R-Series

R-Series - 믿을 수 있는 마킹
통합 솔루션으로 도미노가 제품 구입부터 기술 지원까지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도미노의 모든 제품군과 통합 운영을 위해 설계된 R-Series 도미노 비전 시스템 제품군은 
번거로운 수동 검사를 없애고 , 불량품을 최소화하며 , 제품 리콜로 인해 낭비되는 비용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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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제품을  
보호

   모든 마킹의 가독성 보장

   규제 대상 소매 업체의 제재 방지

   불량품과 제품 리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비용 방지

   수동 검사 작업을 생략하여  
비용 효율성 증가

더 간편하게,
스마트한 작업

   인쇄와 마킹에 최적화된 솔루션

   도미노의 모든 장비와 완벽한 호환

   쉽고 간편한 설치와 운영

   하드웨어 교체 없이 향후 필요한   
요구 사항에 맞게 조정 가능

www.domin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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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킹 유무 

마킹 위치

글자 수 검사

MRC 검사

OCR/OCV 판독



더 간편하게, 스마트한 작업 - 인쇄와 마킹에 최적화된 솔루션

Smart, Flexible, Powerful 

도미노는 식품, 음료, FMCG(일용소비재) 시장에서 4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미노의 새로운 
R-Series 비전 시스템 제품군은 고도로 자동화된 고속 (최대 60,000p/h) 
라인에도 빠르게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요건에 맞춰 손쉽게 조정 가능한 세 가지 표준 모델

   쉬운 설치와 간편한 운영

   각 산업 분야에 맞춘 최적화된 솔루션

강력한 설계 - 신뢰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도미노 폰트, 마킹 문자 및 설치와 통합에 최적화

  도미노의 모든 제품군과 통합 운영을 위해 설계되어 쉽고 간편한 설치와 통합을 보장

  도미노 공통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사용법 학습을 최소화

   최첨단 GMP 식품 포장용 CIJ 잉크에 의해 반사되는 특정 광 주파수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어둡거나 검은색 배경의 마킹도 안정적으로 검사

  모든 제품군 최대 60,000p/h의 표준 속도(적용 사례에 따라 상이) 

본 문서에 인용된 모든 성능 관련 수치 및 주장은 특정 조건에서 얻은 것이며, 유사한 조건에서만 재현될 수 있습니다. 특정 제품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미노 영업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본 문서는 귀하와 도미노 간 계약 조건의 
어떠한 사항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연한 미래 맞춤형 솔루션- 고객의 니즈에 맞춰 발전하는 시스템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으신가요? 도미노의 전문팀이 고객별 맞춤 솔루션을 설계해드립니다. 

R350 - 마킹 품질
마킹의 정확성은 확인하셨습니까? R350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마킹 오류를 감지하며, 

높은 가독성의 MRC(기계판독코드)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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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550 - 마킹 검증
완성도 높은 마킹 검증 솔루션으로 자신 있게 
마킹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브랜드 보호를 
통해 생산 라인에서 요구되는 성능과 제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킹 유무 
마킹 위치
글자 수 검사
MRC(기계판독코드) 검사
내용 검사 - OCR/O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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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50 - 마킹 검사
마킹 검사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한 기본 

레벨 옵션입니다. R150은 기본적인 브랜드 
보호를 위해 마킹된 코드의 유무와 위치를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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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킹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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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www.domino-printing.com/ko/contact-us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미노의 R-Series 시스템은 향후 업그레이드 되는 장비에도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