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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렉트 솔루션™
클리어 핫멜트
저온에서도 우수한 투명도를 제공하는 핫멜트 점착제

최근까지 핫멜트 점착제는 특히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황변 현상이 발생하여 
냉동 식품의 투명 점착라벨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식품  
제조 업체에서는 저온 점착 성능과 매대진열성 모두 만족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에이버리데니슨 특허 솔루션인 클리어 핫멜트 점착제 S2045는 초기점착력과 
저온 첨착 성능을 모두 제공하면서 황변현상을 개선한 최초의 울트라 클리어 
핫멜트 솔루션으로,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 해 줍니다. 

동종 최상의 TC7007 탑코팅과 함께 부드러운 PE 및 빳빳한 PP 필름 모두  
제공되며 고속 가공 및 인쇄에도 차별화된 성능을 발휘하여, 냉동식품에  
‘노라벨룩’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포트폴리오의 특징
• 최초의 일반용 클리어 핫멜트
• 향상된 매대진열성
• 개선된 투명도 및 인쇄성
• 낮아진 최종금액
•  투명 PP 및 굴곡진 용기의 투명/백색 PE 라벨링에 적합
• 초기점착 최저온도: 0°C

시장 및 적용처
• 매대진열성이 중요한 냉동식품
• 기존에 전통 핫멜트가 적용되었던 제품
• 저온에서 높은 초기점착력이 요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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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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제품 구조 폭(mm) 
x 길이(m)

제조 
국가

배송 
기간

BF627 PP60 TOP CLEAR/ S2045C/ BG40WH 1000 x 1000 유럽 8주

낮은
최소발주량

빠른 견적
지금 전화하세요

신속한 배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