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적의 리클로저(Reclose) 솔루션 
선택을 위한 주의사항

내용물 
식품 내용물의 특성에 따라 패키징 형태 및 라벨 
요구 사항이 달라집니다.

패키지당 예상 사용 횟수
제품 사용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재개봉의 횟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식품 관련 규정 준수 
미국 식약청(FDA) 규격 기준과 같이 식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2

3

에이버리데니슨(NYSE:AVY)은 라벨링 및 패키징 제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입니다. 

당사의 점착라벨 제품 및 기술은 모든 주요 산업 및 시장에서 사용되는 제품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50여 개국에서 임직원 2만 6천여 명이 최상의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에이버리데니슨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보다 지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에 본사를 둔 에이버리데니슨은 

2013년 기준 6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averydennison.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버리데니슨 소개

한국에이버리 안양 본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60 (430-817)

전화: +82 2 3406-6200 팩스: +82 2 3406-6210

label.averydennison.kr

에이버리데니슨의 식품 기술 전문가 팀이 귀하의 제품, 장비 및 성능 요구 
사항에 최적화된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foodteam@averydennison.com으로 연락하여 고객에게 신선함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나보십시오. 

한국지역 고객분들은 한국에이버리 마케팅팀 02-3406-6200으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브로셔의 모든 정보는 에이버리데니슨의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서는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테스트하셔야 합니다. 
테스트와 관련된 테스트 조건은 별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P 06/14, 2000

©2012 Avery Dennison Corporation. 에이버리데니슨 및 기타의 모든 에이버리데니슨 브랜드, 제품명 및 코드는 Avery Dennison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브랜드 및 제품명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입니다. 제품 샘플에 나타난 정보 내용은 사실과 무관합니다.
실제 제품과 일부 유사하더라도 이는 우연의 일치로 간주됩니다.

식품보관을 위한 간단한 솔루션
에이버리데니슨 식품용 리클로저(Reclose) 라벨 포트폴리오

적합한 점착제 선택을 위한 가이드 

x 비추천 추천 양호 우수 최상범례:

제품 범주
점착제

S692N R3200 R3400 R3500

리클로저
(Reclose) 
라벨의 적용처

제빵류

제과류

파스타류

스낵

시리얼

포장 크기
200g 미만

2kg 미만

점착제 특성 

내화학성

깔끔한 탈부착

라벨 벗길 때의 느낌/소리(부드러움/딱딱함)

라벨 벗길 때의 점착력

건강/식품안전성

점착제 냄새(낮음/심함)

관련규정

건조식품 관련 승인

고 수분식품 관련 승인

무지방 식품 관련 승인

지방 함유 식품 관련 승인

FDA175.105 (미국 FDA규정)

Bfr XIV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label.averydennison.kr

에이버리데니슨의
새로운 솔루션을

만나보세요



특징

• 기존 패키징에 적용할 수 있는 저비용 기능성 솔루션

• 대부분의 연포장 패키지에 적용 가능 

•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 가능(ex. 재밀봉 기능, 브랜딩, 가변 데이터 정보 및 제품 
프로모션,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수집용 스티커 등)

• 브랜드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추가 투자가 없거나 최소화

수분함량이 낮아 부패 가능성이 적은 건조 식품에 
적합한 식품용 리클로저(Reclose) 포트폴리오는 
기존의 고무 밴드나 클립 또는 별도의 밀폐용기가 
필요하지 않은 편리한 재밀봉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연포장재의 표면에 재부착이 가능한 
라벨을 적용하는 형태로 브랜드 소유주는 설비 
투자가 거의 없거나 최소한의 투자로 리클로저
(Reclose)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리클로저(Reclose) 라벨은 포장재의 어느 위치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점착제 잔사를 남기지 않고, 필요 
시 탈부착이 가능하여 식품 보관을 위한 포장에 
적합합니다. 이 제품은 지퍼(zippers), 슬라이더
(sliders), 밀폐용기 대비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브랜드 노출 및 
제품 프로모션 기능도 제공합니다. 

뛰어난 디자인, 
신선도 유지
에이버리데니슨 리클로저(Reclose)
라벨은 재밀봉의 기능뿐만 아니라 
제품의 브랜드 노출 및 프로모션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클로저(Reclose) 라벨 솔루션 포트폴리오 

표면지
종류

제품 코드 

 

표면지

점착제 이형지 특징 적용처
재질 두께

(um)

백색

  

 
 

 

 

78632 PP 60 R3400 PET30

• 일반 리무버블 점착제

• 적정한 초기 점착력 및 
시간 경과에도 낮은 
리무버블 점착력 유지

• 일관된 점착력

• 다양한 피착면 및 장기간 
사용시에도 탈부착성 유지

•
 
빵류 (빵, 
케이크, 
패이스트리)

•
 
스낵 및 
제과류

•

 

건조 분말 
제품

•

 

쌀 및 곡물 

  

  

 78149 PP 60 R3500 40#SCK

• 특수 아크릴 점착제

• 대부분 플라스틱 패키징에서 
쉬운 탈부착성

• 라벨을 벗길 때 부드럽게 
떨어짐  

 
 

 

 78860 PP  
NTC

50 R3400 PET25

• 일반 리무버블 점착제

• 적정한 초기 점착력 및 시간 
경과에도 낮은 리무버블 
점착력 유지

• 일관된 점착력

• 다양한 피착면 및 장기간 
사용시에도 탈부착성 유지

  

  

 

78148 PP 50 R3500 40#SCK

• 특수 아크릴 점착제

• 대부분 플라스틱 패키징에서 
쉬운 탈부착성

• 라벨을 벗길 때 부드럽게 
떨어짐

투명

 

  

AC367 PP 50 R3200 BG45
• 반영구형 UV 핫멜트 점착제

• 건조 제품, 저 수분, 고 수분 
제품에 적합

 

 

BW0296 PP 50 S692N BG40

• 투명 영구 점착제

• 건조 제품에 적합한 투명라벨로 
투명용기나 튜브와 같은 
부드러운 용기 적용

 

 



최적의 리클로저(Reclose) 솔루션 
선택을 위한 주의사항

내용물 
식품 내용물의 특성에 따라 패키징 형태 및 라벨 
요구 사항이 달라집니다.

패키지당 예상 사용 횟수
제품 사용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재개봉의 횟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식품 관련 규정 준수 
미국 식약청(FDA) 규격 기준과 같이 식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2

3

에이버리데니슨(NYSE:AVY)은 라벨링 및 패키징 제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입니다. 

당사의 점착라벨 제품 및 기술은 모든 주요 산업 및 시장에서 사용되는 제품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50여 개국에서 임직원 2만 6천여 명이 최상의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에이버리데니슨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보다 지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에 본사를 둔 에이버리데니슨은 

2013년 기준 6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averydennison.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버리데니슨 소개

한국에이버리 안양 본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60 (430-817)

전화: +82 2 3406-6200 팩스: +82 2 3406-6210

label.averydennison.kr

에이버리데니슨의 식품 기술 전문가 팀이 귀하의 제품, 장비 및 성능 요구 
사항에 최적화된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foodteam@averydennison.com으로 연락하여 고객에게 신선함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나보십시오. 

한국지역 고객분들은 한국에이버리 마케팅팀 02-3406-6200으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브로셔의 모든 정보는 에이버리데니슨의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서는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테스트하셔야 합니다. 
테스트와 관련된 테스트 조건은 별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P 06/14, 2000

©2012 Avery Dennison Corporation. 에이버리데니슨 및 기타의 모든 에이버리데니슨 브랜드, 제품명 및 코드는 Avery Dennison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브랜드 및 제품명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입니다. 제품 샘플에 나타난 정보 내용은 사실과 무관합니다.
실제 제품과 일부 유사하더라도 이는 우연의 일치로 간주됩니다.

식품보관을 위한 간단한 솔루션
에이버리데니슨 식품용 리클로저(Reclose) 라벨 포트폴리오

적합한 점착제 선택을 위한 가이드 

x 비추천 추천 양호 우수 최상범례:

제품 범주
점착제

S692N R3200 R3400 R3500

리클로저
(Reclose) 
라벨의 적용처

제빵류

제과류

파스타류

스낵

시리얼

포장 크기
200g 미만

2kg 미만

점착제 특성 

내화학성

깔끔한 탈부착

라벨 벗길 때의 느낌/소리(부드러움/딱딱함)

라벨 벗길 때의 점착력

건강/식품안전성

점착제 냄새(낮음/심함)

관련규정

건조식품 관련 승인

고 수분식품 관련 승인

무지방 식품 관련 승인

지방 함유 식품 관련 승인

FDA175.105 (미국 FDA규정)

Bfr XIV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label.averydennison.kr

에이버리데니슨의
새로운 솔루션을

만나보세요



특징

• 기존 패키징에 적용할 수 있는 저비용 기능성 솔루션

• 대부분의 연포장 패키지에 적용 가능 

•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 가능(ex. 재밀봉 기능, 브랜딩, 가변 데이터 정보 및 제품 
프로모션,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수집용 스티커 등)

• 브랜드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추가 투자가 없거나 최소화

수분함량이 낮아 부패 가능성이 적은 건조 식품에 
적합한 식품용 리클로저(Reclose) 포트폴리오는 
기존의 고무 밴드나 클립 또는 별도의 밀폐용기가 
필요하지 않은 편리한 재밀봉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연포장재의 표면에 재부착이 가능한 
라벨을 적용하는 형태로 브랜드 소유주는 설비 
투자가 거의 없거나 최소한의 투자로 리클로저
(Reclose)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리클로저(Reclose) 라벨은 포장재의 어느 위치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점착제 잔사를 남기지 않고, 필요 
시 탈부착이 가능하여 식품 보관을 위한 포장에 
적합합니다. 이 제품은 지퍼(zippers), 슬라이더
(sliders), 밀폐용기 대비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브랜드 노출 및 
제품 프로모션 기능도 제공합니다. 

뛰어난 디자인, 
신선도 유지
에이버리데니슨 리클로저(Reclose)
라벨은 재밀봉의 기능뿐만 아니라 
제품의 브랜드 노출 및 프로모션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리클로저(Reclose) 라벨 솔루션 포트폴리오 

표면지
종류

제품 코드 
 

표면지

점착제 이형지 특징 적용처
재질 두께

(um)

백색

  

 
 

 

 

78632 PP 60 R3400 PET30

• 일반 리무버블 점착제

• 적정한 초기 점착력 및 
시간 경과에도 낮은 
리무버블 점착력 유지

• 일관된 점착력

• 다양한 피착면 및 장기간 
사용시에도 탈부착성 유지

•
 
빵류 (빵, 
케이크, 
패이스트리)

•
 
스낵 및 
제과류

•

 

건조 분말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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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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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리클로저(Reclose) 솔루션 
선택을 위한 주의사항

내용물 
식품 내용물의 특성에 따라 패키징 형태 및 라벨 
요구 사항이 달라집니다.

패키지당 예상 사용 횟수
제품 사용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재개봉의 횟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식품 관련 규정 준수 
미국 식약청(FDA) 규격 기준과 같이 식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2

3

에이버리데니슨(NYSE:AVY)은 라벨링 및 패키징 제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입니다. 

당사의 점착라벨 제품 및 기술은 모든 주요 산업 및 시장에서 사용되는 제품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50여 개국에서 임직원 2만 6천여 명이 최상의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에이버리데니슨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보다 지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에 본사를 둔 에이버리데니슨은 

2013년 기준 61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averydennison.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버리데니슨 소개

한국에이버리 안양 본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60 (430-817)

전화: +82 2 3406-6200 팩스: +82 2 3406-6210

label.averydennison.kr

에이버리데니슨의 식품 기술 전문가 팀이 귀하의 제품, 장비 및 성능 요구 
사항에 최적화된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foodteam@averydennison.com으로 연락하여 고객에게 신선함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나보십시오. 

한국지역 고객분들은 한국에이버리 마케팅팀 02-3406-6200으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브로셔의 모든 정보는 에이버리데니슨의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에서는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테스트하셔야 합니다. 
테스트와 관련된 테스트 조건은 별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P 06/14, 2000

©2012 Avery Dennison Corporation. 에이버리데니슨 및 기타의 모든 에이버리데니슨 브랜드, 제품명 및 코드는 Avery Dennison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브랜드 및 제품명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입니다. 제품 샘플에 나타난 정보 내용은 사실과 무관합니다.
실제 제품과 일부 유사하더라도 이는 우연의 일치로 간주됩니다.

식품보관을 위한 간단한 솔루션
에이버리데니슨 식품용 리클로저(Reclose) 라벨 포트폴리오

적합한 점착제 선택을 위한 가이드 

x 비추천 추천 양호 우수 최상범례:

제품 범주
점착제

S692N R3200 R3400 R3500

리클로저
(Reclose) 
라벨의 적용처

제빵류

제과류

파스타류

스낵

시리얼

포장 크기
200g 미만

2kg 미만

점착제 특성 

내화학성

깔끔한 탈부착

라벨 벗길 때의 느낌/소리(부드러움/딱딱함)

라벨 벗길 때의 점착력

건강/식품안전성

점착제 냄새(낮음/심함)

관련규정

건조식품 관련 승인

고 수분식품 관련 승인

무지방 식품 관련 승인

지방 함유 식품 관련 승인

FDA175.105 (미국 FDA규정)

Bfr XIV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label.averydennison.kr

에이버리데니슨의
새로운 솔루션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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