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 1  (주)IPC UV팀이 IPUV(주)로 분사 설립

2003. 1   CD 및 HDPE 용 UV 스크린 잉크 생산 개시(SCS)

2003. 12  P.P, PVC, PET용 UV 옵셋잉크 생산 개시(SCP)

2005. 4   일반 소지용(금, 은박지, 기타 소지)UV옵셋 잉크 생산 개시(SCO)

2006. 1   UV플렉소 잉크 생산 개시(SCF)

2006. 8   ISO 품질인증 시스템 인증(BSI인증원)

2007. 4   2006 KIPES 출품

2007. 4   장기원 대표이사 취임

2008. 4   벤처기업 획득(기술보증기금 인증)

2011. 3   연구 개발 전담부서 인증

2011. 10  ISO 14001 인증

2012. 8   천안시 동남구 풍세일반산업단지 3,300㎡ 부지매입

2013. 5   천안 신축 공장 준공

2016. 4   특허출원(자외선 경화형 잉크 조성물)

2016. 11  서울 영업소 개소(서울 도림동)

2017. 9   기술우수기업 인증(NICE 평가원)

2018. 4   특허출원(발포용 자외선 경화형 잉크 조성물)

2018. 9   2018 KIPES 출품

2018. 11  유압식 3ROLL 2대 추가도입

2018. 11  특허등록(자외선 경화형 잉크 조성물)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인쇄산업도 예외가 아

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잉크에 용제가 쓰이지 않는 UV(LED) 잉크를 이용한 인쇄로 인

쇄산업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UV(LED) 잉크 기술은 아직까지 

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피유브이(주)는 국내 최초로 Total UV(LED) 잉크 관련 제품의 국산화를 목표로 설

립 되었으며, 현재 UV 옵셋잉크, 돗판(수지판)잉크를 자체 개발해 판매하고 있고, 특별

히  국내 사용량의 99% 수입에 의존하던 스크린 및 플렉소 잉크는 국산화에 성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연질 튜브용 코팅, 디지털 프린팅용 코팅, 옵셋인쇄

기를 이용한 엣칭용 코팅등 각종 기능성 UV(LED) 코팅등을 국산화에 성공하여 시장에

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천안 풍세일반산업단지 내에 자사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

하게 되어, 이를 계기로 제2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2018년 유압식 3ROLL 두 대

를 추가 도입하여 제품의 고품질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의 UV(LED) 인쇄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 아이피유브이(주)에서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이피유브이 CEO 장 기 원



최상의 UV 기술을 통한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기술연구소

공장설비 유압식 3ROL

서울사무소

오직 한 길 
UV잉크 전문회사 아이피유브이!
고품질의 열매 뒤에는 
기술개발을 위한 아이피유브이 
노력과 연구가 있습니다.
15년의 노하우는 세계 시장의 길을 개척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전 직원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과 
다양한 잉크 개발을 위해 더욱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이피유잉크의 
품질과 기술력은 

가장 중요한 환경 분야도 
인정받았습니다!



아이피유잉크의 
품질과 기술력은 

가장 중요한 환경 분야도 
인정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컬러 재현을 위한 최적의 잉크

아이피유브이(주)의 UV 옵셋용 잉크는 국산 기술로 탄생하여 

국내 인쇄 환경에 적합하며, 외국산 제품에 비해 품질이 

뛰어나고(외국에서도 품질테스트를 통과), 가격 경쟁력도 

뛰어난 최적의 UV 옵셋용 잉크입니다. 

•건조(경화)속도가 빠르고 작업성이 우수.

•고농도, 고광택 실현.

•내열성, 내수성 향상으로 인쇄 작업성 우수.

•Pantone 및 DIC 컬러 등 각종 조색 및 소량 주문 생산도 가능.

•무용제 잉크로 친환경 잉크.

TYPE PRODUCT NAME APPLICATION                                                     

SCO
 적(MAGENTA)

 황(YELLOW)

 청(CYAN)

 먹(BLACK)

 금적(WARM RED)

 군청(ULTRAMARINE BLUE)

 감남(BRONZE BLUE)

 초(GREEN)

 백(OPAQUE WHITE)

 메디움(TRANSPARENT WHITE)

아트지

마닐라지

금은박지

각 종 종이류
SCO
(SOY)

SCBF 비지네스폼 용

SCP
P.P, PVC, PET 등 

기타 플라스틱

UV(LED) 옵셋용 잉크

포장단위(PACKING) 1kg

피부에 접촉 시 햇빛에 노출하지 마시고 깨끗이 씻으십시오. 

보관 시 직사광선이나, 더운 곳은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고농도, 뛰어난 작업성을 갖춘 국산 플렉소

자체 개발하여 수입 대체 효과가 큰 제품으로 고농도이면서 

뛰어난 작업성을 갖추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국내 유일의 제품입니다. 

•UV 플렉소 전용 잉크.

•건조(경화)속도가 빠르고, 작업성이 우수.

•소지 밀착성이 우수하며, 고농도, 고선명 색상 구현이 가능.

•Pantone 및 DIC 컬러 등 각종 조색 및 소량주문생산도 가능.

•무용제 잉크로 친환경 잉크.

UV(LED) 플렉소 잉크

TYPE PRODUCT NAME APPLICATION

SCF

  적(MAGENTA)

아트지 유포지 

감열지 

PE

각종 

라벨지 등

  황(YELLOW)

  청(CYAN)

  먹(BLACK)

  금적(WARM RED)

  군청(ULTRAMARINE BLUE)

  초(GREEN)

  백(OPAQUE WHITE)

  메디움(TRANSPARENT WHITE)

  투명 메디움(MORE TRANSPARENT WHITE)

 자성잉크(MAGNETIC)=(항자력 : 2750±50 Oe)
고속도로 통행권, 

각종 주차권

포장단위(PACKING) 5kg

피부에 접촉 시 햇빛에 노출하지 마시고 깨끗이 씻으십시오. 

보관 시 직사광선이나, 더운 곳은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무용제 타입의 환경 친화적인 돗판 잉크

아이피유브이(주)의 UV 돗판 잉크는 경화성이 뛰어나 작업이 

수월하여, 각종 라벨, PS컵(컵라면 플라스틱 용기), 

마그네틱 통행권 등 다양한 인쇄 분야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건조(경화) 속도가 빠르고 작업성이 우수.

•소지 밀착성이 우수하며, 색상이  밝음.

•Pantone 및 DIC 컬러 등 각종 조색 및 소량 주문 생산도 가능. 

•무용제 잉크로 친환경 잉크.

UV(LED) 돗판 잉크

TYPE PRODUCT NAME APPLICATION

SCL

 적(MAGENTA)

 황(YELLOW)

 청(CYAN)

 먹(BLACK)

 금적(WARM RED)

  감남(BRONZE BLUE)

  군청(ULTRAMARINE BLUE)

 초(GREEN)

 백(OPAQUE WHITE) 

  메디움(TRANSPARENT WHITE)

각종 라벨

(아트지, 유포지 등), 

PS 컵(컵라면)

알루미늄 호일

(치약 튜브)

자성잉크(MAGNETIC)(항자력 : 2750±50 Oe)

고속도로 

통행권, 

각종 주차권

포장단위(PACKING) 1kg

피부에 접촉 시 햇빛에 노출하지 마시고 깨끗이 씻으십시오. 

보관 시 직사광선이나, 더운 곳은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UV(LED) 실크스크린 잉크

TYPE PRODUCT NAME APPLICATION

SCS 100
 청황(LEMON YELLOW)

 황색(YELLOW) 

 오렌지(ORANGE) 

 금적(WARM RED) 

 홍적(GERANIUM)  

 분홍(PINK)

 녹색(GREEN)

 하늘색(SKY BLUE)  

 청색(BLUE) 

 감청(DEEP BLUE)

  군청(MARINE BLUE)

 자주(VIOLET)

 흑색(BLACK)

라벨용

SCS 300
Bucket

카트리지, COMPACT 

DISC, DVD, CD-R(W)

SCS 500
전처리가 된 각종 

플라스틱 용기

(PE, P.P, PVC 등)

SCS 700

전처리가 안된

각종 플라스틱 

용기(PET 등)

연질튜브

SCS 800 금속판, 유리판 용

포장단위(PACKING) 1kg,5kg

피부에 접촉 시 햇빛에 노출하지 마시고 깨끗이 씻으십시오. 

보관 시 직사광선이나, 더운 곳은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다양한 컬러 조색이 가능한 특수 잉크

빠른 경화성과 뛰어난 접착력을 갖추고, 팬톤, DIC 등 다양한 컬러 조색이 

가능하며, 시온, 향료, 보안, 축광용 특수잉크 생산이 가능합니다.

•건조(경화)속도가 빠르고 작업성이 우수.

•소지 밀착성이 우수하며, 색상이 선명하고 밝음.

•Pantone 및 DIC 컬러 등 각종 조색 및 소량 주문 생산도 가능.

•무용제 잉크로 친환경 잉크.

•수입 잉크 대체로 원감 절감 효과.



UV 스페셜 타입 잉크

TYPE PRODUCT NAME APPLICATION

형광 잉크

SCO 형광 핑크(PINK)

SCO 형광 적(MAGENTA)

SCO 형광 황(YELLOW)

SCO 형광 오렌지(ORANGE)

SCO 형광 청(CYAN)

SCO 형광 초(GREEN)

금속분 잉크

SCO 금(GOLD)
안정성 및 휘광성 우수

SCO 은(SILVER)

SC GOLD PASTE
UV FLEXO 용

SC SILVER PASTE

스페셜 백 
SCO 코팅 백(부분) 

SCO 코팅 백(베다) 

백색인쇄 후 인쇄면 보호를 위한 코팅 

작업이 필요 없음.

엣칭용 메디움 
(유광, 무광)

SC 엣칭 OPV(1차)

SC 엣칭 OPV(무광, 1차)

부분 코팅 SCO 부분 코팅 옵셋코팅으로 필요한 부분만 코팅 가능

특수 기능성 잉크

SC 시온 잉크 온도에 따른 변색 및 색상 표현 가능

SC 향료 잉크 캡슐형 향료로 각종 향 표현 가능

SC 자외선 보안 잉크 UV에만 반응하는 잉크

SC 축광 잉크 비상구, 비상유도 표시

포장단위(PACKING) 1kg

피부에 접촉 시 햇빛에 노출하지 마시고 깨끗이 씻으십시오. 

보관 시 직사광선이나, 더운 곳은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인쇄 적성이 우수한 UV 스페셜 타입 잉크

아이피유브이(주)의 UV 스페셜 타입 잉크는 기존 제품들에 비해 

휘광도 및 안전성이 뛰어나며 인쇄 적성이 우수합니다.

• 건조(경화)속도가 빠르고 작업성과 소지 밀착성이 우수하며, 

색상이 밝음.

•무용제 잉크로 친환경 잉크.



다양한 인쇄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고품질 코팅제

각종 인쇄방식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고품질 코팅으로 각 제품별 고광택, 

무광,  고슬립(HS), 금박 및 상쇄인쇄용 코팅 등 특수 코팅이 가능합니다.

 

•각 제품별 고광택, 무광, 고슬립(HS), 금박 및 상쇄인쇄용 코팅 구비. 

•빠른 건조(경화) 및 작업성 우수.

•소지 밀착성 우수.

•내용제성 우수.

•특수 용도별 코팅 개발 가능.

UV(LED) 코팅

TYPE PRODUCT NAME APPLICATION

SC OPV

100 Series

UV 플렉소 인쇄기용 코팅

200 Series

300 Series
UV 라벨 인쇄기용 코팅
화장품 연질 튜브용 OPV(유광, 무광)

400 Series UV 옵셋 인쇄기용 코팅

800 Series

UV ROLL 코팅 전용

디지털 프린트용

엣칭용 OPV(2차)

포장단위(PACKING) 1kg,18kg

피부에 접촉 시 햇빛에 노출하지 마시고 깨끗이 씻으십시오. 

보관 시 직사광선이나, 더운 곳은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최상의 인쇄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

아이피유브이(주)의 UV 인쇄 보조제는 최상의 인쇄 품질 및 작업의 편리성을 유지시켜 주는 제품으로, 

품질 및 기능성에서 우수한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UV 잉크 보조제

TYPE PRODUCT NAME APPLICATION

세척제

SC UV 세척제 저취용 UV 전용 세척제(브랑켓, 고무로라 외)

아니록스 세척제 아니록스롤 세척제(플렉소)

세척제(SC UV Cleaner)

※ 저취용으로 세척력이 아주 뛰어난 UV 전용 세척제용.

TYPE PRODUCT NAME APPLICATION

건조촉진제

SC 건조 촉진제(잉크) 잉크용 건조 촉진제

SC 건조 촉진제(코팅) 코팅용 건조 촉진제

건조촉진제(SC Dry Accelerant) 포장단위(PACKING) 1kg

※ UV 잉크의 속건성을 좀 더 빠르게 해주는 UV 전용 건조촉진제용.

TYPE PRODUCT NAME APPLICATION

점도조정제

SC UV 레듀사 잉크, 코팅 점도 조정용

SC UV 레듀사(F) UV Flexo 잉크 점도 조정제

점도조정제(SC UV Viscosity Reducer)

※ 적정한 점도로  조정을 쉽고 빠르게 해주는 UV 전용 점도조정제용.

포장단위(PACKING) 1kg

포장단위(PACKING) 15kg

피부에 접촉 시 햇빛에 노출하지 마시고 깨끗이 씻으십시오. 

보관 시 직사광선이나, 더운 곳은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아름다운 컬러 재현을 위한 최적의 잉크

뛰어난 작업성과 컬러 재현성이 우수한 최적의 잉크입니다. 국내 기술 

최초로 2PC용 열경화용 잉크와 3PC UV잉크를 개발하여 수입 대체 

효과가 큰 제품으로 고농도 이면서 뛰어난 작업성을 갖추고 있으며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국내 유일의 제품입니다. 

•2PC 열경화용 잉크.

•3PC UV 경화용 잉크.

•고속에서도 뛰어난 작업성 및 선명한 색상.

•소지 밀착성이 우수하며 가공성이 좋음.

•Pantone 및 DIC컬러 등 각종 조색 및 소량 주문생산도 가능.

금속 잉크

TYPE PRODUCT NAME APPLICATION

수성 2PC 
열경화형

 적(MAGENTA)

 황(YELLOW)

 청(CYAN)

 먹(BLACK)

 금적(WARM RED)

 군청(ULTRAMARINE BLUE)

 감남(BRONZE BLUE)

 초(GREEN)

 백(OPAQUE WHITE)

 메디움(TRANSPARENT WHITE)

음료수 CAN 인쇄용

유성 2PC 
열경화형

음료수 CAN 인쇄용

3PC 
UV경화형

음료수 CAN 
각종 금속용 용기

포장단위(PACKING) 5kg

피부에 접촉 시 햇빛에 노출하지 마시고 깨끗이 씻으십시오. 

보관 시 직사광선이나, 더운 곳은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단(다)색 전자동 플라스틱통 스크린 인쇄기

SF-ASP/B

자동 스크린 & 핫 스탬핑 인쇄기
SF-ASP/M

ASP/M1 ASP/M2 ASP/M3 ASP/M4 ASP/M5 ASP/M6

인쇄
사이즈

원형 Ø25-90(H)60-260

타원형 (W)40-120(H)60-260

최대수량
원형 60

타원형 75

공기압력 5-7

중량 1200 2400 3600 4800 6000 7200

본체사이즈

L 194 388 574 774 970 1164

W 140 140 140 140 140 140

H 160 160 160 160 160 160

공급전압 AC 380V 50 /60Hz 7Kw 14Kw 21Kw 28Kw 35Kw 42Kw

규격
  모델       

SF-ASP/B1 SF-ASP/B2 SF-ASP/B3 SF-ASP/B4

인쇄사이즈 250×950 250×950 250×950 250×950

최대수량 25 25 25 25

공기압력 5-7 5-7 5-7 5-7

중량 3000 4500 6000 7500

본체사이즈 500L×382W×200H 790L×382W×200H 1080L×382W×200H 1380L×382W×200H

공급전압
AC 380V 50/60Hz

10Kw

AC 380V 50/60Hz

20Kw

AC 380V 50/60Hz

30Kw

AC 380V 50/60Hz

40Kw

규격
  모델       

UV(LED)인쇄 설비시스템



품질의 자부심 아이피유브이 잉크! 

무용제 잉크로 친환경입니다.

소지 밀착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컬러가선명하고 발색력이 뛰어납니다. 

건조(경화)속도가 빠르고 작업 생산성 높습니다.

세계 정상을 향한 노력과 도전!

아이피유브이(주)는 최고의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아시아,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  본 사 · 공 장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단로 128 TEL :041)415-0089, FAX :070-8677-0089, WEBSITE :http://www.ipuv.co.kr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19길 5 도림B/D 1층 FAX:02)844-0510

UV(LED) 잉크의 강자 아이피유브이는 새로운 연구와 

노력으로 잉크의 품질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