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mino의 Ax-Series와 Sovena가 식품 관련 코딩의 

역사를 다시 씁니다! 
포르투갈에 위치한 식용유를 생산하는 가족 소유 회사인 Sovena는 전 세계적으로 

품질이 보증된 Domino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개요 
Sovena는 Mello가족이 소유한 포루투칼 회사로 식품제조 전문업체입니다.  Sovena는 식물성 기름과 올리브 

기름을 추출 및 가공하여 세계적으로 유통합니다.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 내용물의 투명성이 사업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배경 
세계 최대의 정제 기름 생산 업체 중 하나인 Sovena는 4개 대륙에 걸쳐 8개국에 제조 공장 8개와 분쇄 공장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ovena는 2015년부터 14억 달러의 수입(수출 80%)을 올렸으며, "전 세계의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에게 올리브 기름을 제공한다"는 회사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Domino를 선택했습니다. 

생산 관리자인 Rui Ramos는 Sovena의 바레이로 공장에서 작업을 처리하며, 전 세계로 효율적인 유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하고 성능이 뛰어난 마킹기를 사용하여 마킹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Domino는 식품 산업의 핵심 영역인 코딩 및 마킹 분야의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사업 파트너쉽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견고성과 신뢰성을 주는 도미노 기술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amos는 "고급 기술, 혁신적인 잉크 및 Domino Ax-Series 마킹기의 보증된 품질을 통해 고객에게 

제품의 신뢰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확신했습니다. 
 

마킹의 역사를 다시 쓰다 
"장비의 마킹 품질과 신뢰성에 있어서,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새로운 Domino Ax-

Series를 추천합니다." 

Sovena의 소비재 제조 엔지니어 Luísa Dordio 
  



간편한 통합 
Ax-Series는 생산 라인과의 매끄러운 통합을 위해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온라인 설치 및 

자동화를 단순화합니다. Ax-Series는 네트워크 프린터 시스템에 통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오류가 없는 

코딩을 위한 중앙집중식 템플릿을 제공하고 기존의 ERP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과의 통합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간단한 생산 라인 통합: 
• 사용이 간편한 원격 터치스크린을 운영자에게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장착 가능 

• 세척이 가능한 견고한 캐비닛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음 

• Ax-550i의 316SS, IP66—가장 가혹한 환경에서도 품질 및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작 

 

스마트한 혁신적 기술 
쉽게 통합하고 구성할 수 있으며 생산성이 높은 Ax350i는 별도의 관리 없이도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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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vena 소비재 제조 엔지니어 Luísa Dordio는 매일 

Domino 마킹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장비를 사용하면 박스 제품의 마킹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잉크, 새로운 기능 
Ax350i는 우수한 성능의 i-Pulse 잉크를 사용합니다. 이 고급 잉크는 가장 까다로운 용도에도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공정 후에도 접착력을 유지합니다. Dordio는 " PET 포장에는 최고의 선명도로 마킹을 해야만 

한다” 면서, "도미노 잉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최고의 선명도를 제공하므로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i-Pulse 프린트 헤드 및 잉크 

완벽한 잉크 드롭 - 일관된 고품질의 코딩을 위한 기본이 됩니다. 

• 7드롭 속도에서 9드롭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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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크 드롭 관리 향상으로 프린트 헤드를 더 깨끗하게 유지 

• 더 빠르고 일관된 코드! 
 

파트너와의 역사를 다시 쓰다 
뛰어난 품질과 효율적인 유통으로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생산성이 Sovena의 성공요소입니다. Domio가 

생산효율성을 높여주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Domino의 Ax-Series 마킹기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ax-series.com을 참고하십시오. 

마킹의 역사를 다시 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