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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렉트 솔루션™

극저온 라벨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장하는 솔루션 

생물학 및 제약 분야에서는 낮은 온도에서 제품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극한 환경에서도 성능을 발휘하는 라벨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백신,·생물 의약,·혈액,·줄기세포,·신체 조직 등의 의학 제품은
낮게는·-196°C(액체질소의 비등점)에서 보관됩니다.·이러한 제품은
-130°C·이하의 온도에 저장되어야 생물학적 활동이 감소하여
안정된 상태로 보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제품을 적합한 환경에서 보관하기
위해서는 제품 용기에 부착된 라벨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에이버리데니슨의 극저온 라벨은 일반적인 환경은 물론 액체질소
내 보관 및 가혹한 급속 냉동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
되었습니다.·플라스틱과 유리 용기를 비롯하여 튜브,·물약병,
알루미늄 통까지 까다로운 피착면에도 수월하게 부착되어 오랜
기간 유지됩니다.

에이버리데니슨 극저온 라벨로 의약품이 환자에게 도달할 때 까지
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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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overview

제품구조 제품코드 사용온도 부착온도
오토-

클레이브
멸균

TT 인쇄성

2.3 Mil White Polypropylene TC/
C0196/ 40#BG 77392 -196° C -28° C O O

주요 특징
> 폴리프로필렌, 유리, PVC, 강철을 포함한 각종 피착면에 우수한 점착력 
> UV flexo, thermal transfer 등의 다양한 인쇄 방식에 적합 
> 백색 및 투명 필름 표면지 중 선택 가능 
> 폭이 좁은 원통에도 우수한 점착력 
> 여러 번의 동결 융해 과정에 대한 내구성

주요 혜택
> 생물 의약, 바이오뱅킹 제품, 혈액 성분 등의 명확한 식별 
> 의약품 운송 중 분실 방지 및 정확한 구분 
> 투명한 용기에 투명한 필름을 적용하여 깔끔하게 내용 기재 
> 공급 및 운송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제품 정보의 보호 및 관리

적용처
> 제약 제품 
 » 백신 
 » 약물 
 » 주사액

> 바이오뱅킹 
 » 혈액 제품 
 » 세럼 
 » 생식 조직 
 » 줄기세포 
 » 세포 및 조직 냉각 
 » 조직 배양 
 » DNA 및 RNA 
 » 제대혈 및 조혈모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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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