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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GIFTWIKI
기프트위키 소개

GIFTWIKI PRINT
제품인쇄 소개

GIFT CUSTOMER
기프트위키 고객사

판촉물은 나를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훌륭한 마케팅 수단입니다.

온라인 유통&마케팅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판촉물 시장 역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점점 옮겨가는 추세이며,

판촉물, 감사/답례품, 기념품, 맞춤제작 상품 등 사용 용도와 상품의 종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기존의 기성품도 디자인/인쇄를 통해 맞춤형 상품으로 탈바꿈하며, 상호/단체 등을 넣어 홍보를 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마케팅 수단으로 각광받는 판촉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물건일지 모릅니다. 이러한 판촉물은 그 다양함에 처음 접하는 분들은 나에게 맞는 상품이 어떤건지 고민하게 됩니다.

제품 겉면에 레이저로 각인을 정교하게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제품 겉면을 파내는 인쇄 기술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제품에 각인을 시키는 것이므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한가지 색상만 표현이 가능하며 재질에 따라 각인이 불가능한 제품도 있습니다.

획기적인 홍보방법을 찾으시나요? 레이저인쇄

실크 스크린 인쇄라고도 부르며 시안에 맞춰 망사틀을 제작 후 망사틀에

잉크를 통과시켜 지품에 인쇄하는 방식이며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인쇄방법입니다.

5가지 색상까지 동시에 인쇄가 가능하지만 1~2가지 색상을 표현하기에 알맞으며 오래 사용하다보면

지워질 가능성이 있는 인쇄방법입니다.

실크인쇄

시안에 맞게 금속판을 제작한 후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에 인쇄하는 방식입니다.

재질에 따라 가는 선이나 글씨는 표현이 잘 안될 수 있으나 가죽 제품에는 가장 선명하게 인쇄가 가능하며

인쇄 응용을 통해 금박, 은박, 색박 인쇄가 가능합니다.

불박색박인쇄

옵셋인쇄는 CMYK에 해당하는 색상을 차례로 덧찍어 최종 색이 인쇄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전사인쇄는 인쇄한 글자와 그림을 도자기, 천, 플라스틱, 금속 등의 표면에 옮기는 방법으로

두 인쇄방법 모두 색상 수(도수)의 제한이 없으며 실제 이미지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전사인쇄, 옵셋인쇄

원하는 문구나 디자인을 프로그램으로 변환시켜준 다음 침수나 자수인쇄 총 길이등이

계산되어 그에 결과로 자수비용이 측정됩니다. 다양한 색상표현이 가능하지만 글자수가 많아지거나

무늬가 복잡해질 수록 자수 단가가 올라갑니다. 인쇄된 제품의 수명과 거의 동일하게 인쇄가 유지됩니다.

자수인쇄

기프트위키 맞춤검색

60,000여가지의 다양한 상품 중

원하는 상품을 찾기 위해

용도,테마,가격별 상품을 찾아주는

맞춤검색 서비스 제공

디자인 연구소

새로운 상품을 발굴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통한

나만의 맞춤상품으로 고객의

needs를 충족

부가 서비스

판촉물(OFF-LINE) 뿐 아니라

온라인과 연계하여 마케팅이

가능한 기프트위키 모바일

초대장(ON-LINE)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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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ECOBAG & POUCH

G061546 G059362 G059375 G061749 G061748 G06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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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82505 G082542 G082540

G082491 G082508 G082488

Chapter 2.  Mesh Product & Eco Bag

G082500 G082494 G082496 G082489

G080985

G078833 G054143 G056461

G054143

G082556 G059142

Chapter 3.  Idea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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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12841G034067 G037420

G029697 G076654G078449 G078586 G070359

G078015 G064927 G081859

Chapter 4.  Towel & Handkerchief

G067818 G068084 G067820 G064410

Chapter 5.  

G028231 G028233 G048736G07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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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Clock

G080320 G076509 G072352 G069819 G072374 G06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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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63949 G074192 G077879 G075374

G080383 G057926 G056461

G080818

G080424 G053162 G057791

G051588 G042846

Chapter 8.  Airtight Container & Kitchen UtensilsChapter 7.  Mug & Tumbler & Bottle

G052719 G081543 G041062 G08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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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64456 G070862 G076649 G076256

G051464 G061628 G054582

G076258

G065597 G079701 G067914

G003221 G040845

Chapter 10.  Chapter 9.  Umbrella

G076993 G071805 G061599 G079010

13 14



G068297G034067 G064848

G080953 G074919G077187 G062116 G050876

G077833 G080290 G041265

Chapter 11.  Battery & USB

G040582 G014462 G003636 G004270

Chapter 12.  Mother-Of-Pearl

G059731 G072069 G072083G06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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