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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버리데니슨 

타이어 가황 공정에 적합한 
고성능 라벨

에이버리데니슨 바코드
점착라벨은 우수한 내열성과 
내화학성을 제공하여 모든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최적의
가독성을 유지합니다.

1 큐어링이란, 제조과정의 한 단계로서 공정되기 전 본연의 그린타이어에 열과 압력을 가해
타이어의 모든 구성요소를 결합시켜 타이어의 윤곽을 잡고 탄력을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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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의 제조 과정에서 부착되는 작은 바코드 라벨은 전체 공급 과정을
통과하면서 원재료 및 공정 과정을 트래킹하고 관리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바코드 라벨은 처음 탄력이 없는 상태의 그린타이어에 부착되어 큐어링 공정
중 고무 속으로 경화하게 됩니다.    

 

1

타이어 가황 라벨 솔루션
에이버리데니슨의 특수 솔루션은 타이어 가황 공정을 포함한 전체 생산 과정 및
타이어의 수명 동안 훌륭한 점착력과 가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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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급 과정의 요구에 부합하다
특수 배합 된 TS8017는 고무 기반의 솔벤트 점착제로, 두께가 있는
백색 PET와 함께 디자인되었습니다. 에이버리데니슨 가황 라벨 
적용으로 타이어의 생산 및 공급 과정 중 항상 최상으로 제품의 
식별이 가능합니다. 여러 차례의 엄격한 검열과정, 분류 및 운송 
중에도 뛰어난 내구성을 제공하여 제품 관리가 수월합니다.

제품 표면지 점착제 이형지

성능

혜택
프린팅 컨버팅 디스펜싱

최고 
내열 온도

(60분)

MZ0369 5 Mil White
PET TC TS8017 1.2 Mil 열전사 우수 자동 및 

수동 
200°C

• 가황 단계 전 
그린타이어 
상태에서 우수한
점착력 발휘 

•

 

큐어링 공정 중 
우수한 점착력 
유지

 
 

•

 

산화, 염분, 
솔벤트에 대한 
장기간 내구성

 
 

MZ0369A 5 Mil White
PET TC TS8017 40#BG 열전사 우수 수동 2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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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소개에서 다루어진 모든 비교자료는 정확하며 신뢰 가능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참조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그 어떠한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실제 적용 전에 반드시 적합성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이버리데니슨 타이어 가황 라벨은 아래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바코드 및 thermal transfer의 우수한 인쇄성      

그린타이어의 가황 공정 중 훌륭한 점착력 및 본딩

200˚C에 달하는 큐어링 공정에 대한 내열성

산화, 염분, 솔벤트 및 각종 첨가물에 대한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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