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bel.averydennison.kr

productoverview

셀렉트 솔루션™
저전이성(Low-migration) 점착제
의약품의 안전과 신선도를 지켜주는 인증 솔루션 

의약 업계에서는 효율성, 가격, 작업성 등의 다양한 이유로 기존의 유리  
용기가 플라스틱 패키징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약품의 특성 상 
신체에 직접 접촉 또는 투여하는 제품이 많아, 내용물의 오염이나 변질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용기에 부착되는 라벨의 잉크, 점착제,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 소재 자체의 
휘발성 물질은 플라스틱을 통과하여 내용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유럽 정부에서는 플라스틱 용기를 통과하지 않는 점착제  
사용을 법제화 시켰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에이버리데니슨에서는  
FDA 및 BFR 관련 인증을 획득한 저전이성(low-migration) 점착제 
S692NP 및 S2000NP�수입용�를 제공합니다.  

포트폴리오의 특징
• 별도의�저전이�인증�절차�불필요
• 사전�인증�제품�사용으로�더욱�빨라진�제품�런칭�및�비용�절감
• 좁은�용기에도�우수한�점착력�발휘
• 부드러운�용기에도�탁월한�밀착성�제공

시장 및 적용처
• 안약�등�신체에�직접�투여하는�제약제품
• 외상�치료�의약�등�신체에�직접�접촉하는�제품
• 샴푸��로션�등�생활�및�케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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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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구조 폭(mm) 
x 길이(m)

제조 
국가

배송 
기간

PP50투명TCY /�S692NP�/ 1.5PE 1065�x 500 한국 2-3일

BOPPDT�/ S692NP/ GB 1065�x 500 한국 2-3일

낮은
최소발주량

빠른 견적
지금 전화하세요

신속한 배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