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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렉트 솔루션™
자연분해(Compostable) 라벨
패키징과 함께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는 친환경 점착제

자연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패키징 솔루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백 사용을 제재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환경에 대한 브랜드 소유주 및 소비자들의 관심이 확대되면서 
모든 업계에서 환경 친화적인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이버리데니슨 자연분해 라벨 S9500은 지속가능한 대안 솔루션으로서 
친환경 제품의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 관련  
규정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특징
• 자연분해성 점착제 S9500에 대해 “OK Compost(퇴비)” 인증 획득
• 건조식품 및 유분 비함유 식품에 대한 직접 접촉 인증 획득
• 생분해 및 자연 분해 가능
• 정부의 플라스틱백 사용 금지 규정에 부합
• 기존의 인쇄방식 그대로 사용

시장 및 적용처
• 자연분해 가능한 패키징
•  다양한 식품에 포장에 비접촉 적용, 건조식품에 대한 직접 적용
• 특히 생분해 가능한 음료 용기 (예: PLA)
• 생분해 가능한 생활용품 및 화장품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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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overview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커져가고 있는 현재, 에이버리데니슨 자연분해성 제품이 이미 
유럽 지역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에이버리데니슨 생분해성 포트폴리오는 생분해 및 자연분해가 가능한 점착제  
S9500을 포함하여 폭넓은 친환경 종이와 필름 표면지, 와인 라벨 및 FSC인증 감열 
Eco L10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9500 점착제는 “OK Compost(퇴비)” 인증(코드: S259)을 획득하여 생분해 및  
자연분해성을 입증하였고, 유럽 산업 패키징 및 퇴비 관련 규정 EN13432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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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395
CANE FIBER PAPER WHITE/ S9500/ 
BG45WH 1000 x 1000 유럽 8주

낮은
최소발주량

빠른 견적
지금 전화하세요

신속한 배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