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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렉트 솔루션™
홀로그램 포트폴리오
빛과 반사효과로 브랜드를 생생하게

productoverview

얇고 유연한 차세대 홀로그래픽 필름은 빛 반사 효과로 브랜드를 
차별화하여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이를 통해  
구매를 유도합니다. 브랜드를 돋보이게 하고 싶다면 밝고 은은하게 
빛나는 색상과 역동적인 모션 패턴, 뛰어난 인쇄, 패키징 및  
라미네이션 성능을 지닌 홀로그램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세요.

다양한 재질의 PET, HDPE 및 유리 용기 등 셀렉트 솔루션  
홀로그램 포트폴리오는 화려한 겉모습만큼이나 창의적이고  
독특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포트폴리오의 구성 
• PET 필름

포트폴리오의 특징
• 뛰어난 치수 안정성
• 흰색 정상 광선을 밝은 색상으로 회절
• 이미지 또는 패턴으로 마이크로 엠보싱 가능

시장 및 적용처
• 눈에 띄는 라벨
• 생활용품
• 보안 라벨

• 와인 및 증류주
• POP(Point of Purchase) 라벨
•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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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램 패턴 제품명 폭(mm)  
x 길이(m)

제조
국가

배송
기간

Plain Holo�Silver 
PET 1065 x 500 한국 2-3일

Aurora Holo Pink 
PET 1065 x 2000 한국 10일

Bubble Holo Silver 
PET 1065 x 3000 한국 10일

Lens Holo Silver 
PET 1065 x 2000 한국 10일

productoverview

셀렉트 솔루션 전문가. 
다양한 지원.
귀사와 귀사의 고객에게 맞는 제품 솔루션이 
필요하시다면 에이버리데니슨 전문가를 
찾아주세요. 영업 담당자에서 기술 지원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에이버리데니슨 팀은 귀하의 다음 
제품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귀사의 성장을 위해 인쇄 및 가공, 대량 테스트, 
라벨 적용 문제 해결 및 직원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계에서 가장 폭넓은 
종류의 표면지, 점착제, 이형지로 최단시간에 
귀사에서 원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라벨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에이버리데니슨 셀렉트 솔루션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통해 원하는 제품을 찾으세요.

원하는 라벨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애플리케이션 상담 직원 또는 기술영업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에이버리데니슨 
기술전문가팀이 귀사의 일정 및 가격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낮은
최소발주량

빠른 견적
지금 전화하세요

신속한 배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