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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라미 작업은 라벨 보호나 인쇄물의 

외관 향상을 위해 표면에 유광 또는 

무광의 필름을 덧씌우는 공정입니다. 

오버라미 공정을 거치게 되면 외부의 

마찰, 물 또는 높은 습도, 화학물질, 

잉크바램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라벨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열전사 

인쇄(바코드/시리얼번호)와 같이 라벨 

위에 추가적인 인쇄를 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수한 외관과 최상의 인쇄보호효과를 

위해 오버라미 작업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사항들을 

충실히 준비한다면 오버라미 작업 후 

라벨과의 결합력, 표면 보호, 디자인성 

등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베이스 라벨과 오버라미의 온도 

맞추기

• 베이스 라벨 표면의 먼지 이물제거

• 정전기의 최소화/제거

• 잉크의 충분한 건조

• 계면활성제(실리콘, 왁스) 미함유 

잉크사용

• 작업 시 일정한 텐션(인장력)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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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오버라미 작업 후 베이스 라벨과 오버라미의 온도가 같아지도록 

최대한 맞추어야 합니다. 온도가 다른 두 소재가 만나 같은 

온도로 절충되는 과정에서 불균일한 수축이나 팽창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라벨용 재료는 열을 받으면 

팽창하고 식으면 수축합니다. 라미네이팅 시 베이스 라벨과 

오버라미가 같은 온도가 아닐 경우, 오버라미 작업 후에 온도가 

상쇄되면서 주름이 생기거나 필름이 울게 됩니다. 오버라미 

공정 시 점착제 퍼짐을 좋게 하기 위해 살짝 가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당한 온도일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해도 

무방합니다. 

청결상태
베이스 라벨표면에 먼지나 이물질이 남은 상태로 합지 공정이 

진행되면, 불순물이 두 라벨층 사이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긴 기포나 공간에는 가열이나 숙성과정 이후에도 

점착제가 스며들지 않아 라벨의 품질이 저하됩니다. 심한 경우, 

오버라미 필름의 점착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보호층으로써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불순물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진공청소나 끈끈이 천(tack cloth)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어블로워를 사용하여 먼지나 이물을 제거하는 것은 먼지가 

주변의 다른 지점으로 날아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정전기
오버라미 작업 중 정전기 발생에 의해 먼지가 끌려오게 되는데, 

이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 관리가 가능합니다. 작업환경의 

습도를 높이고 (상대습도를 50%이상으로 유지) 장비를 

접지시키십시오. 구리틴슬이나 정전기 제거용 끈과 같이 간단한 

도구를 활용하거나, 방전식 제전기와 같은 전용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른 기술백서 보기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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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의 경화 상태

잉크가 적절하게 건조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잉크가 제대로 경화되지 않고 젖어있을 경우, 

오버라미 필름이 최대의 점착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미경화된 잉크가 오버라미의 점착제 층으로 퍼져 인쇄내용이 

흐릿해지거나 잔상이 남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면활성제 사용여부

대부분의 잉크제품에는 잉크의 점성을 높이거나 어떠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계면활성제를 첨가합니다. 계면활성제는 잉크가 

외부 마찰이나 세척제와 같은 화학제품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표면장력을 낮춰 다른 개체가 잘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는 계면활성제의 특성 때문에 오버라미 필름의 점착제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베다인쇄된 표면이나 

인쇄범위가 넓은 라벨을 라미네이팅할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버라미 자체가 훌륭한 보호막 역할을 하므로, 

굳이 계면활성제가 첨가된 잉크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잉크제조사와 먼저 상의한 후, 오버라미의 점착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잉크의 사용을 삼가해야 합니다. 잉크의 특성에 대해 

정확하게 모를 경우, 사용할 잉크를 소량으로 테스트하여 

오버라미의 점착력을 확인하십시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라미네이팅시 잉크의 경화상태와 퍼짐 등의 문제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텐션(인장력)

베이스 라벨과 오버라미 필름의 인장력이 다를 경우 라벨이 

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라벨은 높은 장력이 

가해진 쪽으로 말려들어가는 특성을 보이며, 라벨의 휨 정도가 

불균일하여 ‘감자칩’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휘어진 

라벨은 자동라벨링 시 미리 이형이 되어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상품에 부착된 후 들뜨거나 아예 벗겨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 전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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