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overview

지속가능성의 실천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플라스틱은 가벼우면서 내구성과
투명도가 뛰어나 소비재 제품 포장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PET의 또다른 장점은 바로 재활용성입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브랜드 소유주, �패키징
디자이너 및 제조 업체에게는 재활용 과정, 특히 플라스틱 세척
단계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솔루션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APR(플라스틱 재활용 협회)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성을 위한 APR 디자인 가이드에 따른 패키징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는 물에 뜨는 라벨, 흐르지 않는 잉크,
PET 분쇄 시 흩어지지 않는 점착제 등을 얘기합니다.

폐기물을 줄여주는 CleanFlake™ 솔루션

PET 용기의 재활용을 돕는 에이버리데니슨의 CleanFlake(수분리성) 솔루션은 점착라벨의
매대진열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더 많은 재생PET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브랜드를 차별화하고
지속가능성 실천에 도움을 줍니다. 점착제로 인한 PET의 오염으로 보통 식품 및 음료 포장에는
재생PET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CleanFlake 솔루션은 가성소다 용액 내에서
응집력이 제거되는 기능을 발휘하여 PET 조각에 점착 잔여물이 남지 않고 라벨이 깨끗하게
분리됩니다.

셀렉트 솔루션™

CleanFlake™ 포트폴리오
PET병의 재활용성을 높이는 수분리성 점착 솔루션
가공 정보

라벨이 부착되는 표면의 종류도 물론 중요하지만 라벨의 인쇄가공 과정 및 라벨링 방법 또한 APR
가이드라인을 형성하는 주된 요소입니다. 인쇄가공 또는 라벨의 최종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APR 가이드라인에 따라 잉크 공급장치를 테스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PET에서 라벨이 깨끗하고 확실하게 분리되기 위해서 최종 라벨(인쇄내용+표면지+점착제)의 밀도는
1.0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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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코드
BW6073

제품 구조

백색PP80+PET25TC / W7601 / BG40BL

BW6042C

투명PP60TC1000 / W7601 / GW

BW6042B

투명PP50TCY / W7601 / G

3FR-M00842 투명PP60TCY / W7601P / GW

1FR-N00871 투명PP50TCY / W7601 / 1.5PET

폭(mm) 제조
x 길이(m) 국가

배송
기간

1065 × 300 한국

2-3일

1065 × 300 한국

2-3일

1065 × 300 한국
1065 × 300 한국
1065 × 300 한국

2-3일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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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최소발주량

빠른 견적
지금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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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