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비뇰(Chavignol)의 비탈진 마
을에서 와인을 제조하며, 멀리 
뉴질랜드까지 “크로탱(Crottin)” 
이라는 이름을 알린 Henri 
Bourgeois가 박스 인쇄를 위해 
Videojet 2300 시리즈 프린터를 
선택했습니다.

대문자로 전통을 인쇄하는 Henri 
Bourgeois

전통과 역사를 중시하는 Henri Bourgeois도 첨단 기술이 적용된 최신 
도구를 활용하는 데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10대 넘게 대대로 와인 
제조 사업을 이어온 Henri Bourgeois는 박스 인쇄를 위해 2300 시리즈 
프린터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수된 전통적인 우리의 땅과 경작 방식, 와인 제
조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종종 새로운 포도 경작 기술이나 와인 
생산 기술의 도움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포장 작업에서도 마찬가

지입니다. 새로운 기술, 특히 병이나 상자 인쇄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

이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조장 관리자인 Jean-Christophe 
Bourgeois가 설명합니다. 실제로 Henri Bourgeois는 2007년에 이미 
Videojet 레이저 기술을 도입하고 병에 배치 번호를 새기기 위한 레이저 
마킹기를 구입했습니다.

대문자 잉크젯 프린터
Henri Bourgeois 
사례 연구



그룹: 
Henri Bourgeois는 프랑스와 뉴질랜드 
소재 

생산 공장:  
프랑스 상세르 지역 18300 샤비뇰
(Chavignol)

활동:  
10세대 넘게 와인 생산

설립일: 
1950년, 17세기부터 가족 소유의 와인 
저장소에서 시작

공장 직원 수: 
80명

생산량: 
1년에 150,000개 박스, 3개의 포장 
생산라인. 속도: 분당 13.8개의 박스

인쇄 제품: 
3개, 6개, 12개의 병 포장 박스

인쇄 메시지: 
인접한 2면의 박스에 바코드와 제품명

“저희 최고 cuvées 중 하나는 430년이나 된 
Chêne Saint-Etienne이라는 오크 나무로 만든 
통에서 발효 및 숙성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가치를 더할 수 있다면 
하이테크 장비에 투자하는 것도 망설이지 않
습니다.” 광고 관리자인 Arnaud Bourgeois가 
말합니다.

“Videojet의 레이저 
인코더는 물론 Videojet과의 
관계에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달라졌을 
때도 다시 Videojet을 찾은 
것입니다.” Jean-
Christophe Bourgeois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동 마이크로퍼지 시스템은 정말  
훌륭합니다. 더 이상 청소 때문에 가동을  
중단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Jean-Christophe Bourgeois, 양조주 관리자 
Henri Bourgeois



오늘날 Henri Bourgeois가 만드는 와인은 
여전히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박스에 더 많은 정보를 인쇄하고 일정한 
이미지 인쇄를 위해서는 메시지의 조화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 장비의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Videojet 2360 프린터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이 제품의 고품질 인쇄 해상도 
때문입니다. 

“Videojet은 기술 및 
비용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고 
현장에서 미리 다양한 
솔루션을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Jean-
Christophe Bourgeois 

상세한 재고 조사와 심사 결과 압도적인 
프로젝트의 복잡성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차 포장 인쇄를 위한 프린터 통합에 
있어서 수많은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개선 가능 영역이 
발견되었습니다. 효율을 높이고 오류 
가능성을 줄이는 동시에 일정 수준의 
유연성과 장비 개발 옵션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특히 더 완전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Jean-Christophe는 “고객 요구 사항에 따라 
박스의 서로 다른 면에 인쇄할 수 있도록 
컨베이어 벨트 양쪽에 두 개의 프린터를 
연결하는 옵션 덕분에 유연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 080-891-8900  
이메일: marketing.korea@videojet.com 
웹사이트: www.videojet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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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브랜드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인쇄 품질과 모든 면에서 
뛰어난 효율도 마음에 듭니다. 자동 
마이크로퍼지 시스템은 정말 
훌륭합니다. 더 이상 청소 때문에 
가동을 중단하고 생산성을 떨어뜨

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 Jean-
Christophe Bourgeois.

2300 시리즈 프린터는 각 메시지를 인쇄하기 전에 모든 
것을 청소하는 자가 청소 프린트 헤드를 사용합니다. 따라

서 사용자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아도 생산량이나 생산 
속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처럼 특허를 취득한 독자적인 
시스템 외에도 Videojet 2300 프린터의 장점은 많습니다. 
미리 인쇄된 박스와 동등한 인쇄 품질, 간편성, 편리한 소
모품 관리, 낮은 운영비 등도 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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