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벨 구조의 기술 

라벨 및 태그의 기술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어디서듞 사용되는 라벨 및 태그가 겉으로는 갂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다양하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에이버리데니슨에서 이러한 점착라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크기와 모양이 매우 다양한 라벨은 비점착 라벨과 점착라벨로 분류됩니다. 비첨착 라벨은 풀로 부착하거나, 

인몰드 또는 슬리브로 적용이 되며 점착라벨은 감압, 감열, 그리고 점착종이 등을 포함합니다.  

 

 

 

샌드위치 

감압 라벨은 마치 샌드위치처럼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흔히 떼어서 실제로 상품에 부착하게 되는 

표면지(투명, 반투명, 불투명 등으로 제작)를 비롯하여, 점착제가 이형지에서 잘 떨어지게 해주는 릴리즈 

코팅(이형 코팅 또는 실리콘 코팅), 그리고 이를 운반하는 이형지 까지가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떠한 제품에 부착될지에 따라서 각 층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그 종류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라벨 및 태그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결정은 한 순간 



 

 

  

Platt Research Institute 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데에는 평균적으로 2.5 초가 소요되며 그 

중 50%는 매장 내에서 이루어짂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갂 안에 선택을 하는 데에는 제품의 외형적인 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구적 부착 

감압라벨에 사용되는 점착제는 사용 목적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듞 점착제가 

영구적이며 점착력 발휘를 위해 물이나 솔벤트, 열 등을 따로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종이, 

플라스틱, 유리, 나무, 시멘트, 금속 등 거의 모듞 표면에 붙습니다. 

 

비점착 라벨 

의류용으로 사용되는 라벨, 태그, 티켓 등은 보통 점착제를 사용하지 않지만 점착라벨 못지않게 다양합니다. 

 

멀티플 라벨 

보통의 셔츠는 적어도 두 장(브랜드명 및 사이즈 표기)의 우븐라벨, 두 장의 직물라벨, 그리고 그래픽 태그, 가격 

티켓, 성능 및 기능을 포함하여 세탁/보관 방법이 적혀있는 종이 라벨 세 장을 사용합니다.  

 

투명한 노라벨(‘No-Label’) 룩 

불투명의 종이 라벨보다는 마치 라벨이 부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노라벨 룩이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어 매출에도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정보 및 안내 

브랜드명 뿐 아니라, 라벨에는 제품에 대한 정보, 사용안내, 성분, 가격, 품질 보증, 제조 지역, 특별 혜택, 사용 

규정 등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똑똑해진 라벨 

라벨의 기능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라벨에는 데이터 획득 속도 및 정확도를 개선하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전자태그, 스마트태그, 전자라벨 등으로 불림) 태그, 브랜딩 및 안내사항을 위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 근거리 무선통신) 링크 등을 추가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갂이나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라벨을 포함하여 위조 및 변조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빌트인 보안 성능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