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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렉트 솔루션™

MarbleBase™
차원이 다른 친환경 솔루션 

MarbleBase는 기존의 지속가능 솔루션과 차별화된 접근 방식의··
친환경 솔루션입니다.

친환경 및 재활용 소재 사용 트렌드를 확대하고 석유와 같은 유한··
자원의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개발된 이 신소재는 대리석 채광··
폐기물에서 추출한 탄산칼슘·80%와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에서··
생산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20%로 구성되었습니다.

라벨 인쇄업체에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지속가능 솔루션으로··
고객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arbleBase는 브랜드의 친환경 이미지를 확장할 뿐 아니라,··
종이와·유사한 재질에 수분 및 찢김 등에 대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타 재활용 가능 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특징
•·찢김에·대한·내구성을·갖춘·무광의·매끄러운·표면지
•·종이와·같은·느낌·및·재질에·방수·성능·포함·
•·표면지에·대해·Silver·C2C·인증·획득
•·나무·및·수자원·사용·없이·제작·
•·무·산성의·수분·식품·및·유지·식품에·대한·사용·규정·준수
•·기존·폴리에틸렌과·동일한·방식으로·재활용·가능

productoverview

시장 및 적용처
•·유기농·식품
•·생활용품
•·음료·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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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overview

'Waste' from Marble mining 
is brought to the factory

The dust is mixed with 
non-toxic Recycled 
HDPE (from plastic 
bottles) and combined 
into pellets.

The Pellets are slightly 
heated and transformed into 
the MarbleBase film via a 
special, patented technology.

Small pieces and rocks 
are grinded into very 
fine dust (called 
Calcium carbonate)

채굴 과정에서 발생한  
대리석 폐기물을 채취한다  

대리석 자갈을 미세한  
입자의 탄산칼슘으로  
갈아낸다

곱게 갈린 입자를 플라스틱  
용기에서 생산된 무독성  
재활용 HDPE와 혼합한다

특허기술을 통해 
혼합 덩어리에 약간의 열을  
가해 MarbleBase 필름으로  
변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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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제품 구조 폭(mm)  
x 길이(m) 제조 국가

BJ667 MARBLEBASE/ S692N/ BG40WH 1000 x 1000 유럽

낮은
최소발주량

빠른 견적
지금 전화하세요

신속한 배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