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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Quality Excellent Printability 
Environmently Friendly and Superior 
Technical Servicl These have been 
coming true

Specialized In Manufacturing 
Offset Printing 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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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History

우주의 빛이 조화된 형상으로 여기에 남았다….
마음의 표현은 섬세한 점을 이루고 때론 선을 긋고 면을 만들어 그 품은 뜻을 모든 이들에게 널리 알린다.
어디 한 곳 부족한 점 있을까 어디 한 곳 틀어진 선 있을까 어디 한 곳 엷어진 면 있을까 돌려져 나오는 하나하나 
당신의 빛이 스몄구나. 
아이의 맑은 눈으로 학자의 집념어린 눈으로 때론 예술가 그 영혼의 눈으로 당신은 우리의 동무가 되고 길이 되고 
인생이 되는구나….
해외시장을 바탕으로 조금씩 성장해 온 조은잉크케미칼 입니다.
따뜻한 위로와 조언으로 당사를 지켜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인쇄문화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의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선진인쇄 한국의 작은 밑거름으로 
그 발전에 힘쓰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해 생각하고, 실천하고, 반성하고, 개선하는 조은잉크케미칼이 되겠습니다.

The light of the cosmos originates here with its harmonized features…
The expression of heart creates its own dot, its own line and faces, so that the will which entertains is eternally spread to all.
Where there may be a thing such as an unfit dot… Where there may be a thing such as a crooked line…
Where there may be a thing such as a dim face…
With such thoughtful consideration, your colorful rays are landing on everything, inside and out.Though some child’s pure eyes…
Some scholar’s impassioned eyes… Sometimes through the eyes of some artist’s soul…
You have already become a precious friend that guides one’s path through life.
Like a tree whose budding branches push to the sky and whose roots continue growing a path through soil, Joeun Ink & Chemical 
has embraced wonderful growth through the success of its export business.
We are greatly appreciative of those who have given their warm comfort and friendly advice for so long. We will never forget 
those deeds and promise, as always, to make our best effort to continue our contributions to the printing industry worldwide.
We will always be studying, working, reflecting, and innovating it for all.

인사말 / Greeting

J O E U N I N K & C H E M I C A LJ O E U N I N K & C H E M I C A L

JOEUN CHEM-TRAD COMPANY established.  

Emerging HAPDONG INK COMPANY (established 1948 in Korea) 

JOEUN INK & CHEMICAL CO., LTD. Established 

Registered as Ink Supplier from National Purchasing Office 

(Web cold set and Sheetfed Ink supplied) 

Web heat set ink production started 

Factory moved to new place in Dukpo-dong, Pusan 

Ink-Jet Ink(refill ink) production started 

Speicla inks production started 

Factory expanded in Me-Ri, Kimhae City 

JAN 1989  

FEB 1992 

MAR 1992  

JAN 1993

 

MAY 1993 

AUG 1994 

DEC 1998 

NOV 1999  

JA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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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밝고 선명한 색상을 추구하기 위해 개발된 조은잉크케미칼(JIC)의 새로운 잉크입니다.

"프로세스컬러, 별색, 코팅 등의 친환경, 대두유 및 유브이 잉크를 공급합니다."

"These series are newly developed by JIC(Joeun Ink And Chemical Co., Ltd.) to achieve 
much brighter and vivider color." 
We are pretty sure that they will upgrade your goal to get better print and its works.
"Supplying process colors, spot colors and coatings based with linseed oil and soybean oil.
UV offset inks are also being su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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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A I N S

S O Y O I L ®

Green Field 2020

맑은세상 그리고 빛의향연 Eco-clean and Colorful World Festival 

▶그린필드2020 셋트 (GreenField(GF)-2020 Process Color)
▶국제색상규격 인증 (ISO 2846-1 Certified)
▶고광택/고농도의 친환경 대두유 베이스로써 당사의 오랜경험과 기술이 집합된 최고급 잉크이며 특히 인쇄후 건조가 탁월한 제품

Higest gloss and density
World quality aggregated with our various experience and technique
Evironmently friendly with Soyoil based Non-skinning(duct fresh) but fastest drying 
performance
*GF-2020 has another name as VIP Ink in some other countries. 



친환경, 고품질 매엽 잉크 시리즈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Higher qu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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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ONE process colors for sheetfed printing

※ 논-스킨 잉크로써 60시간이상 피막이지지 않습니다

※ NON-SKINNING TYPE(MORE THAN 60 HOURS)
※ 제품취급에 관해서는 당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십시요.

PRODUCT 비고 (SUBSTRATE) PACKING
적 MAGENTA

Coated paper
Woodfree paper

Board
1, 2, 5, 200KG

황 YELLOW
청 CYAN
먹 BLACK

예스 원 (옵셋매엽인쇄용)

※ 논-스킨 잉크로써 60시간이상 피막이지지 않습니다.

※ NON-SKINNING TYPE(MORE THAN 60 HOURS)
※ 제품취급에 관해서는 당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십시요.

※ 대두유베이스 별색제조 가능합니다.

※ SOYA BASED SPOT COLORS ARE AVAIABLE TO SUPPLY

PRODUCT 비고 (SUBSTRATE) PACKING
적 MAGENTA

Coated paper
Woodfree paper

Board
1, 2, 5, 200KG

황 YELLOW
청 CYAN
먹 BLACK

예스 소이 (대두유잉크:옵셋매엽용)

잉크용제를 극소화하고 대두유 함량을 극대화시킨 친환경적 제품.

고농도 고광택의 우수한 인쇄적성을 가진제품임.

Eco-Friendly ink by minimized ink solvent and Maximized Soyoil contents Higest gloss and density
Non-skinning(duct fresh) but fastest drying performance
*YesSoy has another name as BEST INK in some other countries. 

C O N T A I N S

S O Y O I L ®



TMBECO 4CS (TMBECO 4CS Process Color)

친환경을 실현한 무용제형 고품질 대두유 베이스 잉크

▶ Solvent free(VOC free)

▶ Higest gloss and density

▶ World quality aggregated with our various experience and technique

▶ Evironmently friendly with Soyoil based

▶ Non-skinning(duct fresh) but fastest drying performance

YES PMC spot colors for sheetfed printing

※ 논-스킨 잉크로써 60시간이상 피막이지지 않습니다

※ NON-SKINNING TYPE(MORE THAN 60 HOURS)
※ 제품취급에 관해서는 당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십시요.

PRODUCT 비고 (SUBSTRATE) PACKING
등색 ORANGE

Coated paper
Woodfree paper

Board
1,2,5,200KG

금적 BRONZE RED
초 GREENBoard

군청 ULTRAMARINE BLUE
감남 BRONZE BLUE

백 WHITE
메디움 MEDIUM (TRANS. WHITE)

팬톤칼라 PANTONE COLORS

예스 피엠씨 별색잉크(옵셋매엽인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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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UV printing inks for sheetfed, letter press and silk screen printing.

※ 유동성이 우수하여 작업성이 탁월합니다.

※ WORKABILITY IS EXCELLENT DUE TO THE GOOD FLUIDITY.

PRODUCT 비고 (SUBSTRATE) PACKING
적 MAGENTA

Coated paper
Woodfree paper

Board
1,2,5,200KG

황 YELLOW
청 CYAN
먹 BLACK

오렌지 ORANGE
금적 BRONZE RED

군청 ULTRAMARINE BLUE
초 GREEN

감남 BRONZE BLUE
백 WHITE

메디움 MEDIUM (TRANS.WHITE)
팬톤칼라 PANTONE COLORS

예스 유브이 (유브이 잉크)

친환경, 고품질 매엽 잉크 시리즈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Higher qualities

친환경, 고품질 매엽 잉크 시리즈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Higher qualities

C O N T A I N S

S O Y O I L ®
C O N T A I N S

S O Y O I L ®



쏘야 엘피스 셋트 / 대두유 잉크

고광택, 고농도의 쏘야 엘피스 셋트는 잉크에 대한 석유용제의 의존도를 줄이고 식물성의 유제의 사용을 올리기 위해 반-건성유

인 콩기름을 베이스로 이용한 친환경적 프로세스잉크로써 특히 색재 현이 우수하며 종이 재생 시 탈 묵에 큰 효과가 있는 제품

입니다. 당사는 미국 US SOYINK Center에 콩기름잉크 제조사로써 등제가 되어 있으며 SOY Seal의 사용 권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트지의 캘린더, 전문잡지, 고급박스, 광고전단 등의 인쇄에 용이하며 초고속 인쇄에 적합합니다.

※ 논-스킨 잉크로써 60시간 이상 피막이지지 않습니다.

※ NON SKINNING TYPE(MORE THAN 60 HRS)
※ 제품취급에 관해서는 당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lease take a look at our MSDS for safe handling.

As high quality of Process Colours, SOYA ELPIS Process Inks based bysoybean oil is come out through one of the environment 
movement efforts such increasing the use of vegetable oils as well reducing petroleum solvent. With its environmentally friendly, 
especially good for colour brightness and setting ink off from prints when to recycle paper. Our company had been enlisted in US 
SOYINK Center as one of international soy ink manufacturers and was authorized in use of Soyseal. basefor coated paper having 
excellent rub-resistance high dense and excellent colour reproduction, Elpis MC Process Colour will make your prints be higher 
valued with minimized printing trouble. It is quite good for prints such Calendar, Magazine, Leaflet, Board for box etc of coated paper.

CODE PRODUCT 비고 (SUBSTRATE) PACKING
EE-1 적 MAGENTA

Coated paper 1, 2, 5, 200KG
EE-3 황 YELLOW
EE-5 청 CYAN
EE-8 먹 BLACK

노블 셋트 (NOBLE PROCESS COLOURS)

고광택, 고농도의 노블 셋트는 고급 아트지용의 프로세스잉크로써 셋트 및 건조가 우수하고 색채재연이 탁월하여 귀사의 

인쇄물을 한층 고급화시킴과 동시에 인쇄트러블을 최소화 한 제품입니다.

아트지의 캘린더, 전문잡지, 고급박스, 광고전단 등의 인쇄에 용이하며 초고속 인쇄에 적합합니다.

※ 논-스킨 잉크로써 60시간 이상 피막이지지 않습니다.

※ NON SKINNING TYPE(MORE THAN 60 HRS)
※ 제품취급에 관해서는 당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lease take a look at our MSDS for safe handling.

As high quality of Process Colours for coated paper having high gloss, high dense and excellent colour reproduction, NOBLE 
Process Colour will make your prints be higher valued with minimized printing trouble.
It is quite good for prints such Calendar, Magazine, Leaflet, Board for box etc of coated paper.

CODE PRODUCT 비고 (SUBSTRATE) PACKING
NB-1 적 MAGENTA

Coated paper /
Woodfree paper 1, 2, 5, 200KG

NB-3 황 YELLOW
NB-5 청 CYAN
NB-8 먹 BLACK

옵셋 매엽용 잉크시리즈
SHEETFED OFFSET PRINTING INKS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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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셋 매엽용 잉크시리즈
SHEETFED OFFSET PRINTING INKS SERIES

엘피스 셋트 (ELPIS PROCESS COLOURS)

고광택, 고농도의 엘피스 셋트는 고급 아트지용의 프로세스잉크로써 셋트 및 건조가 우수하고 색채재연이 탁월하여 귀사의 

인쇄물을 한층 고급화시킴과 동시에 인쇄트러블을 최소화 한 제품입니다. 아트지의 캘린더, 전문잡지, 고급박스, 광고 전단 

등의 인쇄에 용이하며 초고속 인쇄에 적합합니다.

※ 논-스킨 잉크로써 60시간 이상 피막이지지 않습니다.

※ NON SKINNING TYPE(MORE THAN 60 HRS)
※ 제품취급에 관해서는 당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lease take a look at our MSDS for safe handling.

As high quality of Process Colours for coated paper having high gloss, high dense and excellent colour reproduction, 
Elpis Process Colour will make your prints be higher valued with minimized printing trouble.
It is quite good for prints such Calendar, Magazine, Leaflet, Board for box etc of coated paper.

CODE PRODUCT 비고 (SUBSTRATE) PACKING
EP-1 적 MAGENTA

Coated paper
Woodfree paper

Board
1, 2, 5, 200KG

EP-3 황 YELLOW
EP-5 청 CYAN
EP-8 먹 BLACK

엘피스 엠씨 셋트 (ELPIS MC PROCESS COLOURS)

고광택, 고농도의 엘피스 엠씨 셋트는 매트-아트지용의 프로세스잉크로써 특히 잉크도막의 내마찰성이 탁월한 고급 제품입니다. 

더우기 셋트 및 건조가 우수하고 색채재연이 탁월하여 귀사의 인쇄물을 한층 고급화시킴과 동시에 인쇄트러블을 최소화 한 

제품입니다. 매트-아트지의 캘린더, 전문잡지, 앨범 등의 인쇄에 용이하며 초고속 인쇄에 적합합니다.

※ 논-스킨 잉크로써 60시간 이상 피막이지지 않습니다.

※ NON SKINNING TYPE(MORE THAN 60 HRS)
※ 제품취급에 관해서는 당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lease take a look at our MSDS for safe handling.

As high quality of Process Colours for matt-coated paper having excellent rub-resistance high dense and excellent colour 
reproduction, Elpis MC Process Colour will make your prints be higher valued with minimized printing trouble. It is quite good for 
prints such Calendar, Album, Magazine etc of matt coated paper.

CODE PRODUCT 비고 (SUBSTRATE) PACKING
EM-1 적 MAGENTA

Matt-Coated paper 1, 2, 5, 200KG
EM-3 황 YELLOW
EM-5 청 CYAN
EM-8 먹 BLACK

C O N T A I N S

S O Y O I L ®
(SOYA ELPIS PROCESS COLOURS/
Soybean oil based inks)



옵셋 매엽용 잉크시리즈
SHEETFED OFFSET PRINTING INKS SERIES

슈프림 단색잉크 (SUPREME SPOT COLOURS)

별색인쇄를 위한 제품으로써 귀사의 사용을 위해 다양한 색상을 갖추었습니다.

These are our spot colour inks for your various colour demand.

CODE PRODUCT 비고 (SUBSTRATE) PACKING
SP-116 DEEP RED 진적

Coated paper /
Woodfree paper 1, 2, 5, 200KG

SP-117 BRONZE RED 금적

SP-122 ORANGE 등색

SP-127 WARM RED 온적

SP-131 DEEP YELLOW 진황

SP-141 DEEP GREEN 진초

SP-143 GREEN 초
SP-151 PEACOCK BLUE 수잔총

SP-156 DEEP BLUE 진청

SP-157 ULTRAMARINE BLUE 군청

SP-158 REFLEX BLUE
SP-161 BRONZE BLUE 감남

SP-165 PURPLE 퍼플

SP-167 VIOLET 바이올렛

SP-171 WHITE(OPAQUE) 백
SP-176 MEDIUM(TRAN. WHITE) 메디움

SP-191 DEEP BROWN 진브라운

SP-193 BROWN 브라운

SP-700 SILVER 은
SP-100 REDDISH GOLD 적금

SP-300 YELLOWISH GOLD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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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셋 매엽용 잉크시리즈
SHEETFED OFFSET PRINTING INKS SERIES

슈프림 셋트 (SUPREME PROCESS COLOURS)

컬러매칭 (COLOUR MATCHING SERVICE)

고광택, 고농도의 슈프림 셋트는 경제적인 인쇄를 위한 고급 아트지용의 프로세스잉크로써 셋트 및 건조가 우수하고 

색채 재연이 탁월하여 귀사의 인쇄물을 한층 고급화시킴과 동시에 인쇄트러블을 최소화 한 제품입니다.

아트지의 캘린더, 전문잡지, 고급박스, 광고전단 등의 인쇄에 용이하며 초고속 인쇄에 적합합니다.

귀사의 일정한 품질 유지를 위하여 별색잉크에 대한 컬러매칭 서비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팬톤컬러포뮤러 및 고객의 다양한 색상을 단시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별색의 경우 귀사의 잉크샘플 및 종이를 함께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오버나이트 타입으로써 12시간이상 피막이지지 않습니다.

※ OVER NIGHT TYPE IN SKINNING (MORE THAN 12 HRS)
※ 제품취급에 관해서는 당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Please take a look at our MSDS for safe handling

As high quality of Process Colours for coated paper having high gloss, high dense and excellent colour reproduction, 
SUPREME Process Colour will make your prints be higher valued with minimized printing trouble.
It is quite good for prints such Calendar, Magazine, Leaflet, Board for box etc of coated paper.

We are serving special colours required by your prints, which leads to keep the consistency of quality. 
Quick supplying Pantone colour formula as well your own various colours.

CODE PRODUCT 비고 (SUBSTRATE) PACKING
SP-115 적 MAGENTA

Coated paper /
Woodfree paper 1, 2, 5, 200KG

SP-135 황 YELLOW
SP-155 청 CYAN
SP-181 먹 BLACK



코 팅 바 니 스
C O A T I N G  V A R N I S H

코팅바니스 (COATING VARNISH)

코팅바니시는 인쇄표면을 보호하며 광택 또는 무광의 효과를 냅니다.

당사에서는 산업의 다양한 요구를 위하여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Coating varnsih protect printed image as well as gives high-gloss effect or matt effect.
We have various coatings to follow industries' complicated demands.

• OP-08 OP VARNISH 유광바니스 : GLOSS EFFECT

• OP-18 MATT VARNISH 무광바니스 : MATT EFFECT

방수코팅 W-P Coating( for maximized waterproof )

내마찰 코팅 MHR Coating (for Strogest rub resistance with high-slipery)

내마찰 코팅 AHR Coating (for Strogest rub resistance without slippery)

코팅표면의 방수력을 극대화한제품

코팅표면을 소프트하고 미끄럽게하면서 내마찰력을 극대화한 제품

코팅 표면을 미끄럽지 않게 하면서 내마찰력을 극대화한 제품

Surface to have maximized waterproof

Surcface to be soft, slippery and strongest rub-resistance

Surcface not to be slippery but strongest rub-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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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셋 매엽용 잉크시리즈
SHEETFED OFFSET PRINTING INKS SERIES

슈프림 특수면잉크 (FOR NON-ABSORBENT MATERIAL)

형광잉크 (FLUORESCENT COLOURS)

보조제 (additives)

슈프림 티엠(TM)은 다양한 비 흡수면 소재의 옵셋인쇄를 위한 제품 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인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열건조 없이 금, 은 박지, 금속 및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에 인쇄 가능합니다.

형광색의 다양한 효과를 위한 제품입니다.

각종 보조제로써 원활한 인쇄작업의 보완을 위한 제품입니다.

These articles can make offset print with lower cost on non-absorbent materials such aluminium foil, metal and
plastic films without an forced drying by heat-brewing. TM-01 MAGENTA

These articles are for the expression of fluorescent colours.

These articles are used as additives for smooth printing workability.

• CP-09 COMPOUND 콤파운드 : 잉크테크조절(TACK REDUCER)

• V-02 PRINTING VARNISH 인쇄바니스 : 점도조절(FLOW ADJUSTMENT)

• LD-07 LIQUID DRIER 드라이어 : 건조조절(QUICK DRYING)

• SS-100 SPRAY POWDER 스프레이 파우더 : 뒷묻음방지(ANTI-SETOFF)

C O N T A I N S

S O Y O I 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