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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렉트 솔루션™

열경화(Heat-activated) 라벨
중요한 정보를 오랜 기간 유지해주는 내구성 제품 솔루션

산업용 직물 소재에 부착하는 경고 및 식별 라벨은 특히 자동차와 같은·
제품에 안전하게 부착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대체적으로 거친 표면에·
유연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소재에는 라벨이 영구적으로··
부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UV·저항력과 난연 성능 또한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기존에는 직물에 직접 인쇄 또는 열전사 인쇄를 많이·
하였으나 에이버리데니슨에서 훌륭한 대체 솔루션인·S8072를··
개발하였습니다.

많은 인쇄업체에 새로운 분야의 기회를 제공하는 에이버리데니슨··
고성능 열경화(heat-activated)·영구점착 라벨로 이제는 직물 소재에도·
중요한 정보를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특징
•	특허·대기·중인·혁신·점착·기술
•		열과·압력을·가하여·점착제를·교차결합시켜·영구점착으로·변형
•	내화학력,·UV·저항력,·난연·성능
•	자동차·분야의·주요·적용·사양에·부합
•	열경화·전·기본·열전사·방식으로·가변·데이터·인쇄·가능

시장 및 적용처
•		자동차·및·산업용·제품에·적용되는·직물·및·부직포·섬유에·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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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착제 기술
S8072는·초기점착력이·낮은·아크릴·계열·점착제로서,·캐스트·PVC·필름에·코팅되어··
글라신·이형지와·합지된·제품입니다.·라벨·구조·상으로는·표준·라벨과·유사하며··
리무버블·점착제가·사용되었습니다.·기존의·다른·라벨·제품과·동일한·방법으로·인쇄·및·
다이컷팅이·가능합니다.·완성된·라벨·제품에·4-6초·동안·열과·압력이·가해지면··
점착제가·교차결합되며·영구형·점착·구조로·변형됩니다.

제품 코드 제품 구조 MOQ 제조 국가

BF049 PVC Cast White/ S8072/ BG45Wh 300sqm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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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