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NK 
LABEL

고객에게 이익을 주는 기업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쇄기술 개발과 사회적 기업으로서 
 건실한 성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LABEL SOLUTION 

FINE WEBTECH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덕절중앙길 107(덕절리 123-6)
TEL 031)223-9266~7 FAX 031)223-8767

www.finewebtech.com   

■주소창에  화인웹테크  로 검색하십시요

신제품 개발 소식

1. 북라벨, 다중라벨
   소책자에 설명서 사용방법 등을 4, 6, 8, 16, 24페이지까지 

   라벨로 제작(의약품, 식품, 항공제품 등)

2. RFID
   제약회사 최초 RFID 제품제작 공급 : 한미약품  

3. 입체라벨, 향기라벨, 시온라벨, 생활용품,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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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지속적인 품질개선, 고객만족 극대화를 이루어 동종업계를 이끄는 

리딩컴퍼니로 거듭나는 ‘화인웹테크’가 되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화인웹테크에 보내주신 사랑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인웹테크는 다년간에 걸쳐 습득한 기술과 시행착오로 인한 경험 및 

전문지식기술을 바탕으로 고객편의를 위해 니드(Needs)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고객만족이라는 품질목표 아래 

전 임직원이 인화단결로써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장 태 수 

Fine Web Tech is striving to attain the leading position in the 
labeling solutions industry through continued quality
improvement and achieving 100% customer satisfaction 

Welcome to Fine Web Tech.
We offer our deepest gratitude for your unwavering support and 
cooperation for the last years. 
with our technology, experience, knowledge and expertise attained after 
many years of trial and error, Fine Web Tech is committed to finding and 
supplying the best solution to satisfy our customers’ needs. 
In a harmonious, family-like atmosphere, all of our employees 
work tirelessly toward the goal of complete  customer satisfaction.
Thank you. 
                                                                                                       CEO   Jang, Tae-Soo



회사 소개 

□설립일  1987년 11월 1일

□CEO    장태수

□상호    화인웹테크 / 화인웹테크 기술연구소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덕절중앙길 107(덕절리 123-6)

□업종    인쇄, 스티커, 라벨제조, 전자부품

□전화    031)223-9266~7

□팩스    031)223-8767

□품질인증 UL, CSA, ISO9002

□주요거래처 삼성전자, LG전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국순당, 존슨앤존슨, GS칼텍스   

COMPANY

□Founded on November 1, 1987

□CEO   Jang, Tae-Soo 

□Company Name  Fine Web Tech/Fine Web Technology Lab

□Address 107, Deokjeoljung-gil, Jeongnam-myeon, Hwaseong-si, Gyeonggi-do, 

 Korea   post number 18515

□Business  Printing, Stickers, Labels and Electronic components.

□Phone   82-31-223-9266~7

□Fax      82-31-223-8767

□Quality Certification  UL, CSA, ISO9002

□Major Clients Samsung Electronics, LG Household & Healthcare, 

 Amore-Pacific, Kooksoondang, Johnson & Johnson, GS Caltex.



주요생산 및 연구품목 현황
Produce / Reserch

ELECTRO LUMINESENCE 
HEAT SEAL TOTAL SYSTEM

SECURITY TAG
ELECTRO LUMINESENCE 
HEAT SEAL 
TOTAL SYSTEM

산업용

•일반스티커
•EDPS LABEL
•Key Board 엠블럼
•Heat Seal Connector Badge(우레탄, 스크린, AL 등)
•리므벌 라벨(POP 기타)
•I/B 라벨
•ELDPOP 라벨(리므벌 정전기)
•INLAY 류
•RFID 주차태그

Industrial Solutions

•Regular stickers
•EDPS LABEL
•KeyBoard emblem
•Heat-Sealing Connectors 
•Bdages(urethane, screen and AL)
•Leal Labels (POP, etc.)
•I/B labels
•ELDPOP labels 
•Stalic
•Inlay series  

생활용품

•투명클리어 라벨
•접착면인쇄 라벨
•인몰드 라벨 (브로우, 사출)
•점자 라벨
•온도변화 라벨
•돌출 라벨 (스크린, 발포)
•도난방지 라벨
•홀로그램
•홍보용 스티커
•안전관련 스티커

House hold Solutions

•Transparent clear labels
•Adhesive printed labels 
•In-mold labels 
•Adhesive labels
•Varying temperature labels 
•Embossed labels (screen & foam)
•Anti-theit labels
•Hologram stickers 
•Promotional stickers 
•Safety stickers

팬시용품

•스티커 앨범
•전사(열, 상온 등)
•시큐리트 라벨
•팬시 스티커 
•캐릭터 밴드

School / Office Solutions

•Inlay series  
•Adhesive memo boards
•White boards (steel boards)
•Binder products
   (measuring stickers, albums, 
    memo pads)
•EQ materials
•Promotional stickers 
•Safety stickers 



인증현황

•UL, CSA 인증
•유망선진기술업체 지정 중기청
•유망중소기업 지정
•벤처기업 지정
•특허, 의장등록 26건 접수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Eco-Partner Cetificate (에코파트너 인증) / 삼성전자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KSA 9001:2001, ISO 9001:2000 
   / 시스템코리아 인증원
•친환경경영시스템(LGE Green Program) 인증 / LG전자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경영혁신형 중소기업)
•LG생활건강 우수협력인증기업
•바이엘크롭 우수협력인증기업
•G7 MASTER(Flexo part) by IDEAlliance
•HD Flexo Certified by ESKO

Certifications

•Certifications: UL & CSA Certifications
•SMBA-designnated Promising Advanced Technology company 
•Designnated Promising Small Business
•Designnated Hi-Tech Startup
•26 applications for patents and new Company 
•Eco-Partner Certification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 
   KSA 9001:2001, ISO 9001:2000
•Eco-Friendly Management Sytem : LGE green Program Certification 
•INNO-BIZ(Inovative technology Small company) 
•MAIN-BIZ(Inovative management Small company)
•LG Household & Healthcare excellent corporative enterprise         
   Bayer Crop excellent corporative enterprise       
   G7 MASTER(Flexo part) by IDEAlliance
   HD Flexo Certified by ESKO

팬시용품

•스티커 앨범
•전사(열, 상온 등)
•시큐리트 라벨
•팬시 스티커 
•캐릭터 밴드

School / Office Solutions

•Inlay series  
•Adhesive memo boards
•White boards (steel boards)
•Binder products
   (measuring stickers, albums, 
    memo pads)
•EQ materials
•Promotional stickers 
•Safety stickers 



연혁 

2015.04.2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획득

2015.03.30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획득

2014.11.25        본사 화성시 정남면 덕절중앙길 107 소재 이전

2014.05.20     2014 고객사랑 브랜드대상 라벨부분 대상(중앙일보 주최)

2014.01.01      우수협력인증기업-LG생활건강

2013.07.01     HD Flexo Certified(Flexo 인쇄 국내 최초) 

2013.07.01     G7 Master(Flexo 인쇄 국내 최초) 

2011.03.16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2009.11.06     유망중소기업선정(신한은행)

2008.05.      GS칼텍스 협력업체 등록

2006.    RFID 전자테크/서울시 요일제 주차태그 생산

2006.11.04     품질경영시스템인증 KSA9001:2001, ISO 9001:2000 시스템코리아

2006.06.08     친환경 경영시스템(LGE Green Program) 인증. LG전자

2005.09.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2005.04.        Eco-Partner Certificate(에코파트너 인증).삼성전자

1987.11.01     서울 구로동에서 설립

실용 및 의장 등록

2010.05.26    다중라벨 제작방법.출원

2001.05.18    도전성 페이스트 조성물을 사용하는 인쇄회로기판의 제조 방법.출원

2001.05.04     도전성 페이스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기재.출원

2001.01.29     항균코팅 인쇄물.특허

2000.01.29     향기발산용 인쇄물.특허

2000.07.11     도난방지용 가지수단이 구비된 기록매체.등록

2000.03.25     상품 도난방지 시스템용 테크 지조장치 및 그 방법.출원

1999.02.        향기라벨.실용신안 출원

1999.02.        항균라벨.실용신안 출원



인쇄방식

로터리 인쇄(Rotary Printing)

생산 속도가 빠르고 선명하여 원색재현이 탁월한 로터리 인쇄방식은 UV INK를 사용하여 

고속 생산이 가능하고 볼록인쇄 방식과 고무계 수지판을 사용한다. 

주로 생활화학, 식품, 음료 등에 적용되는 라벨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생산방식이다. 

현재는 다양한 색상과 부가기능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가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인몰드 인쇄(Inmold Printing)

일반용기 부착형 라벨과는 다르게 플라스틱(주로 PE 또는 PP)의 용기 성형과정에서 

라벨을 insert하여 성형과 동시에 라벨이 부착되는 방식이다. 

별도의 부착공정이 불필요하므로 제조 메이커의 생산성이 좋아지고 생산 Loss도 

현저히 감소된다.

소형설명서(Booklet)

제품의 간단한 설명을 작은 설명서 형태로 부착하는 라벨이다. 

크기는 작지만 몇 개의 겹으로 되어 있어 간단한 제품설명이 가능하고 부착이 용이하다.

식품 및 음료, 제약 등의 제품에 적용한다.  

자동 스크린 인쇄(Auto Screen Printing)

옥외광고 및 제품의 외장에 주로 부착되는 스크린 인쇄방식은 현재는 반자동과 수동으로 

시트공급이 주류이다. ‘화인’은 롤 투롤 방식의 롤 스크린 방식으로 공급하여 

기존의 스크린라벨의 라벨러 사용이 가능, 대량생산으로 제품의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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