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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렉트 솔루션™

리무버블 포트폴리오
작업 시간을 줄여주고 복잡함을 덜어줍니다

적합한 리무버블 제품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에이버리데니슨 셀렉트 솔루션 리무버블 포트폴리오는 리무버블 라벨의 선택 및 
적용을 더욱 수월하게 해줍니다.  
 
포트폴리오 혜택:

• 폭넓은 다용도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한 것부터 까다로운 적용까지 
가능합니다.

• 점착제 성능 차트를 참고하면 적용처에 맞는 구조의 라벨을 더욱 쉽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성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종이와 필름의 특징을 구분하였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제품 출시를 앞당길 수 있으며 
최소발주량이 적고 신속한 견적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종 적용처를 고려한 다양한  
리무버블 제품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실 계획이라면 에이버리데니슨 리무버블 포트폴리오의 믿을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세요. 각종 적용처를 고려하여 구성된 리무버블 포트폴리오는 
제품의 수명에 부합하는 일관된 점착력을 제공하며 라벨이 깔끔하게 제거되고 
다양한 피착면에 적용 가능합니다.

에이버리데니슨, 당신의 파트너입니다.
에이버리데니슨 셀렉트 솔루션 리무버블 포트폴리오가 제공하는 혜택으로 귀사의 
사업에 도움을 드립니다. 글로벌팀(점착제 연구, 기술 및 시장의 전문가들로 구성)에서 
귀사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신속하게 제안해 드립니다. 당장에 제품이 
없더라도 엔지니어 솔루션팀에서 귀사와 귀사의 고객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해 드려 더욱 다양한 선택의 폭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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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제품용 리무버블 점착제

R423 장기간 리무버블성을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리무버블형 아크릴계 에멀젼 점착제로, 피착면에 잔여물이나 손상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R736/
R736P

아크릴계 에멀전 타입의 리무버블 점착제로 응집력이 높고 리무버블성이 우수하여 라벨 탈부착시 점착제 전사 없이 깨끗이 제거 
가능합니다.

UVR180/
UVR180P

리무버블형 아크릴계 에멀젼 점착제로 다양한 피착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코팅 안정성이 높아 부착 후 잔여물 없이 께끗하게 제거 
가능합니다. 자외선 차단물질이 함유되어 옥외라벨 적용 시 변색이나 점착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천

보통

비추천

리무버블 점착제
R423 R736/R736P UVR180/UVR180P

점착 기술 아크릴계 에멀전 아크릴계 에멀전 아크릴계 에멀전
초기부착온도 +5°C +5°C +5°C

점착력유지온도 -20°C~+80°C -20°C~+80°C -20°C~+80°C

식품 접촉 가능 여부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점착력 (Peel.90°, 24hrs) 225~375 gf/in 2.2↑ N/in 400~700↑ gf/in

초기점착력 300↑ gf/in 3↑ N/in 500↑ gf/in

플라스틱

폴리프로필렌 (PP)

폴리에틸렌 – 고밀도 (HDPE)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

유리

코팅된 PE

강화유리

자동차 유리

금속

PET코팅 된 금속

에나멜도색 된 금속

스테인리스 스틸

종이

골판지

모조지

광택지

높은 리무버블성 낮은 리무버블성

R423 UVR 
180P

UVR 
180R736PR736

250~650 ￪  gf/in
500 ￪  g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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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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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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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코드 제품 구조 폭(mm)
× 길이(m)

제조 
국가

배송 
기간

종
이

AW0022F1 아트 / R423 / BG40W 1065 × 300 한국 2-3일

AW0022G 아트 / R423T / G 1065 × 300 한국 2-3일

AW7132C 아트 / R423 / Green(K) 1065 × 300 한국 2-3일

BW0028D 투명 PP50 TCY / UVR180 / GB 1065 × 300 한국 2-3일

BW0212A2 백색 PP MATTCD / R736 / BG40W 1065 × 300 한국 2-3일

필
름

BW6049 백색 PP DigTC / R736P / G80-IP 1065 × 300 한국 10일 이내

NW3036B 감열 / R423 / G 1065 × 300 한국 2-3일

NW3060 감열 / R736P / GW 1065 × 300 한국 2-3일

OW0049C Laserpro / R736P / CCK55 1065 × 300 한국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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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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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최소발주량

빠른 견적
지금 전화하세요

신속한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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