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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렉트 솔루션™
RFID 포트폴리오
업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스마트라벨 포트폴리오 

에이버리데니슨 RFID 라벨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UHF RFID 파트너로서, 에이버리데니슨은 의류, 
식음료, 제약, 생활용품, 운송 등 다양한 업계에 적합한 폭넓은 RFID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에이버리데니슨의 글로벌 RFID 솔루션은 재고, 물류 공급, 제품 이동 및  
배송의 빠르고 정확한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에이버리데니슨에게 지속가능성은, 혁신 아이디어부터 제품 디자인 및  
개발까지, 모든 활동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SmartFace™ 특허 기술  
기반의 RFID 인레이 제품은, 업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솔루션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에이버리데니슨의 차별화된 기술 지원 및 고객  
서비스와 함께 완전한 RFID 포트폴리오를 만나보세요.

포트폴리오의 특징 
• 수많은�실제�적용�사례로�입증된�인레이�제품
•	향상된�연구개발�역량
•	우수한�기술지원
• 성공적인�RFID�적용을�위한�폭넓은�경험
�

시장 및 적용처
• 의약�및�제약�제품�
•	운송�차량�및�항공
•	산업�물류�및�제조
•	브랜드�보호�및�제품�인증�
•	공급망��재고�및�물류
•	비접촉식�스마트�카드�및�티켓
•	도서��매체��서류
•	소매�의류��액세서리��화장품��주얼리��식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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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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최소발주량

빠른 견적
지금 전화하세요

신속한 배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