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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버리데니슨 AeroDress™

캔 용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점착라벨



에어로졸 캔 에어로졸 
라벨링 과정

에어로졸 
라벨 부착

필름에 열을 
가해 수축

필름이 수축되어 
캔의 굴곡면에 밀착

완성된 이미지

• 캔 용기 전체를 커버하는 라벨
•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구축
• 다양한 인쇄방법에 적합
• 소량생산에 최적화 된 솔루션
• 디자인 변경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재고 캔을 재라벨링을 
 통해 재사용 
• 최종 단계에서 라벨을 적용함으로 유연한 재고관리

에어로졸 라벨 작업의 어려운 점
다양성이 중요시 되면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업 진행 중 디자인 변경의 수월함, 짧은 리드타임, 
재고관리의 효율성 등이 소량생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캔 라벨의 주요 솔루션은 직접인쇄 입니다. 하지만 대량생산의 
경우에만 적합하며, 수축필름과 같은 캔의 몸통 전체를 커버하는 
솔루션은 금/은박 호일 또는 실크스크린을 포함한 다양한 인쇄 
기술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에이버리데니슨은 캔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라벨 기술을 개발하여 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다용도 솔루션
AeroDress 기술은 알루미늄 또는 주석 캔 용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점착라벨 솔루션입니다. 실크스크린을 포함한 다양한 인쇄방법에 
적합하며, 백색의 필름 표면지는 최대 20%까지 수축되어 캔 양끝 
단의 곡면 진 마감 부분을 커버함으로써 프리미엄 이미지를 표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변경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재고 캔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고 싶은 경우 AeroDress 솔루션은 충분한 불투명도로 
기존 디자인을 커버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백그라운드 인쇄를 
통해 불투명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혜택
• 소량생산을 위한 적은 재고로 수월한 작업 
• 시장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낮은 최소발주량 및 
 짧은 리드타임
• 사용 불가능한 재고 캔을 재라벨링을 통해 재사용 
• 기타 라벨 대비 20,000개 이하에서 가격 경쟁력 우수

사용 방법
AeroDress는 점착라벨 솔루션으로써 라벨링 설비의 사양을 조금
만 바꾸면 바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벨이 수축하여 캔에 
밀착될 수 있도록 열풍 장치만 장착하면 됩니다. 



제품 설명       
표면지
인쇄 가능한 63µ 백색 MD 수축필름

점착제
S692N은 FDA175.105, European regulation 1935/2004/EC, German Recommendation (BfR) XIV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을 갖춘 아크릴계 에멀젼 타입의 영구형 점착제로 표면에너지가 낮은 피착면에도 높은 점착력을 보입니다. 투명도와 
응집력이 높고 점착제 흐름이 적어 필름 표면지와 함께 PE, PP용기 등의 적용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조식품, 수분함유식품, 
지방비함유식품에 직접 사용 가능합니다

이형지
백색 BG40은 슈퍼캘린더 가공 된 고밀도 글라신지로 자동 라벨링에 이상적인 투과도와 평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버팅 및 인쇄
레터프레스, 플렉소, 그라비아, 스크린 등의 전통적인 인쇄방법으로 인쇄 가능한 필름 라벨로써 솔벤트, UV 경화 및 수성 잉크로 
인쇄한 경우 가장 결과가 좋습니다. 솔벤트 스크린 잉크를 사용하실 경우 잉크 제조사와 상의하십시오. 인쇄 전 코로나 처리를 
추천합니다. 금/은박 호일을 포함한 컨버팅 작업성이 우수합니다.



지금 바로 샘플을
주문하세요 
해당 지역 에이버리데니슨 영업사원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받으시고 사전테스트를 위한 A4샘플을 요청하세요. 

특별 요구사항은 에이버리데니슨 기술전문가에게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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