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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선택
1990년대 중반, 거의 불모지나 다름 없던 국내 라벨지 시장을 개척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수입 완제품이 대부분이었던 시장에
국내 환경에 맞는 자체 브랜드 제품과 소프트웨어를 개발 해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고객님들의 꾸준한 선택이 지금까지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차별화
컬러, 재질, 규격의 다양화 등 제품의 다양성으로 감히 경쟁 업체들이 범접할 수 없는 차별화를 위해 항상 한 발 앞서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착 라벨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라벨인 비점착 태그 제품까지 개발/판매 하면서 명실공히 라벨
전문회사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함께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하죠. 고객과 더불어, 사회와 더불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익의
사회 환원 캠페인은 이미 2003년부터 진행중에 있으며, 많은 고객께서도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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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아이라벨2
당사의 라벨S/W는 유명한 타사 제품에도 번들 또는 기술제휴로 그 유용성과 편리성을 인정받았으며, 여러 컴퓨터 및 사무관련 전시회에
참여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DB와 관련된 신기능들을 동종 업계에서는 항상 최초로 선보이며 낙후되어있던 라벨프로그램을 현재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상해에 지사를 설립(2004) 한 이후 중국 라벨 시장의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해를 거듭할 수록 그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라벨지 업체라서가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라벨지 사용의 유용성과 편리함을 알리고 업계의 발전을 위해 누군가는 이러한 작업을 해야
하겠기에 지금 당장의 이익과 반응보다는 지속적인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계속적인 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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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슈머(Prosiumer) 안내

프로슈머(Prosumer)는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생산적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프로슈머 아이콘(

)이 표시된 제품은 고객님의 제작 요청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최소 주문 수량은 A4라벨지 : 1,000 장, Z라벨 : 10 Box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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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아이라벨

라벨지에 대하여

다양한 재질과 색상의 라벨지
아이라벨에는 복사 용지 재질의 모조지를 비롯하여 광택지, 다양한 색상의 컬러 라벨,
크라프트지, 방수지, 리무버블지, 아기자기한 다양한 형태의 모양라벨, 특수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 라벨지까지 선택 폭이 넓습니다.

안전한 점착제 사용
아이라벨 라벨용지에 사용하는 점착제는 독일식품의약국(BGVV)에서 사용상의 안정성을
인증받은’ 영구형 아크릴계 에멀전 점착제로 안전합니다. 상온 및 저온에서 점착력이 우수하여
다양한 피착면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 라벨 적용 및 냉장 보관용 제품 라벨 용으로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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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젯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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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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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시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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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시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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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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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모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흰색 모조지 타입의 재질
로서 일반 A4 복사용지와 거의 같은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이 재질의 라벨지로서 생활전반에 걸친 다양한 제품에 활용되고
있는 라벨지 입니다. 우편, 물류관리, 제품의 품질경영관리표기 등
으로 활용되며 우리주변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라벨지의
재질로 잉크젯, 레이저 프린터 겸용지 입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80 μm , 평량 : 70 g/m²
이형지 - 두께 : 58 μm , 평량 : 55 g/m²
초기부착온도:-2 °C ↑
점착력 유지온도 : -23 °C ~ +100 °C

우편, 택배 화물용

제품의 분류와 관리

초기점착력(유리) : 650↑ gf/in

우편물이나 제품의 배송 등에 부착하는

다양한 제품의 분류관리, 제품 품질관리

점착력 90°, 24hrs(유리) : 400↑ gf/in

용도로 많이 활용 됩니다.

표기용 라벨 등 생활전반에 걸쳐 사용
됩니다.

점착력이 강한 ~

찰딱라벨은 찰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일반
라벨지보다 강한 점착력을 가진 제품 입니다. 제품 패키지
봉합용, 제품에 부착하는 중요한 시리얼 및 바코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80 μm , 평량 : 70 g/m²
이형지 - 두께 : 58 μm , 평량 : 55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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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착력(유리) : 900↑ gf/in

봉인용 라벨지

시리얼 넘버 라벨지

점착력 90°, 24hrs(유리) : 700↑ gf/in

식품 저장용기 및 제품 패키지의 봉인용

제품의 시리얼 넘버 등의 중요 내용을

라벨로 효과적 입니다.

담고 있는 라벨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스텔컬러 모조
컬러코팅된 모조지 원단을 사용한 제품입니다. 색상별로
구분하기 위한 용도 또는 돋보이는 제품라벨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늘색, 연녹색, 분홍색, 연노란색의 4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진하지
않은 부드러운 색상으로 마치 배경색을 나타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컬러 라벨지로 시각적으로 주목성이 강하여 홍보 우편물에 활용하기
좋으며, 색으로 분류하여 관리되는 제품의 포장 등에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88 μm , 평량 : 75 g/m²
이형지 - 두께 : 56 μm , 평량 : 55 g/m²
초기부착온도:-25 °C ↑,
점착력 유지온도 : -50 °C ~ +93 °C

색으로 구분하는 제품

홍보용 우편물

컬러로 구분하는 제품의 분류 관리를

시각적으로 주목을 요하는 홍보용

위하여 활용됩니다.

우편물 등에 활용됩니다.

초기점착력(유리) : 700↑ gf/in
점착력 90°, 24hrs(유리) : 520↑ gf/in

갈색 크라프트
크라프트(kraft)지는 황색 서류봉투 또는 박스 색상, 재질의
종이입니다. 크라프트 라벨은 크라프트 재질로 만든 라벨
로서 각종 DIY 제품의 라벨 또는 선물용 제품의 포장 후
부착하는 라벨로 많이 사용 됩니다.
거친듯 부드러운 느낌을 가진 크라프트 재질의 라벨지로서 천연의
느낌인 갈색 색상이 특징 입니다. 팬시, 문구 용품 등을 위한
제품표기 및 포장용 라벨지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77 μm , 평량 : 54 g/m²
이형지 - 두께 : 58 μm , 평량 : 55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초기점착력(유리) : 800↑ gf/in

문구류 제품

빈티지 풍 수납용기

점착력 90°, 24hrs(유리) : 600↑ gf/in

우편물이나 제품의 배송 등에 부착하는

크라프트 라벨지를 활용하여 빈티지

용도로 많이 활용 됩니다.

느낌의 수납용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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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모조 시치미
흰색 모조지 타입에 리무버블(Removable) 점착제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붙였다 떼어낼 때 흔적이 없습니다.
피착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떼어내어야 할 경우 유용하며
잉크젯/레이저 프린터 겸용입니다.
라벨을 부착 후 떼어낼 때 부착한 라벨지의 흔적이 남지 않는 특수한
타입의 제품입니다. 옥외 광고, 각종 시험에 사용되는 책상 등에 부착하는
수험표 라벨, 중고제품, 인테리어 자재 등 제품표면에 직접 부착하고
다시 떼어내어 사용할 때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80 μm , 평량 : 70 g/m²
이형지 - 두께 : 58 μm , 평량 : 55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초기점착력(유리) : 500↑ gf/in

중고제품

악세사리 제품

중고제품에 직접 부착하는 스펙용

떼어낼 때 부착한 곳에 손상을 주지

라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않아 악세사리용 라벨로 좋습니다.

점착력 90°, 24hrs(유리) : 250~650 gf/in

컬러 모조 시치미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컬러모조지 원단에 리무버블(Removable) 점착제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붙였다 떼어낼 때
흔적이 없습니다. 컬러로 구분하기 쉽게 라벨링 한 뒤
피착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떼어야 할 경우 유용하며
잉크젯/레이저 프린터 겸용입니다.

제품 사양

흰색 시치미 제품표면에 하늘색, 연녹색, 분홍색, 연노란색 등의
파스텔 컬러를 코팅한 제품으로 컬러를 사용하여 분류 관리를 위한
물류 등에 적당합니다. 특히 잦은 라벨 교체가 필요한 포장 박스
등에 활용하면 깔끔하게 관리 하실 수 있는 제품 입니다.

표면지 - 두께 : 80 μm , 평량 : 70 g/m²
이형지 - 두께 : 58 μm , 평량 : 55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초기점착력(유리) : 500↑ gf/in
점착력 90°, 24hrs(유리) : 250~650 gf/in

컬러 구분을 위한 제품
컬러로 구분하여야 하는 제품의 분류관리에 많이 활용됩니다.
제품 내용아 자주 교체되어 라벨지 교체가 많은 경우 시치미 라벨지가 편리합니다.

14

트루컬러 모조
흰색 모조지에 진한색 컬러코팅을 한 제품이며 선명한
색상이 특징입니다. 색상별로 구분하기 위한 용도 또는
공지사항 표기 등에 좋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보라색의 6가지의 색상으로
마치 무지개 색상을 연상시키는 트루컬러 라벨지 입니다.
주로 검정색의 단색 색상의 인쇄가 적합하며, 색을 이용하여 구분
하는 제품이나 주의, 홍보 등 시각적 주목도가 높은 제품이나 장소
등에 사용됩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88 μm , 평량 : 75 g/m²
이형지 - 두께 : 56 μm , 평량 : 55 g/m²
초기부착온도:-25 °C ↑
점착력 유지온도 : -50 °C ~ +93 °C

색으로 구분을 위한 제품

주의표기

컬러로 구분하는 제품의 분류 관리를

시각적으로 주목을 요하는 주의 표기

위하여 활용됩니다.

및 제품 홍보용 라벨로 활용 됩니다.

초기점착력(유리) : 700↑ gf/in
점착력 90°, 24hrs(유리) : 520↑ g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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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모조
잉크젯 프린터 전용 제품으로 잉크 건조가 빠르며 이미지
재연성이 우수합니다. 잉크젯 특수 코팅으로 습기나 물에
쉽게 번지지 않습니다.
프린터 겸용의 흰색 모조지와 같은 종이 재질이지만, 보다 두꺼운
표면 재질로 잉크젯 프린터 출력 시에 보다 좋은 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위주의 내용을 디자인한 라벨 제작 시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물이나 습기 등의 접촉에도 인쇄내용이 번지지
않아 외부 접촉이 잦은 샘플 제품 등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120 μm , 평량 : 99 g/m²
이형지 - 두께 : 58 μm , 평량 : 55 g/m²
초기부착온도:-12 °C ↑
점착력 유지온도 : -30 °C ~ +100 °C
초기점착력(유리) : 650↑ gf/in

다양한 저장용기

이미지를 담은 제품 라벨

식품 등의 다양한 저장용기를 위한

이미지 출력 해상도가 좋은 편으로

라벨지로 활용됩니다.

이미지를 이용한 제품 홍보를 위한

점착력 90°, 24hrs(유리) : 350↑ gf/in

라벨지로 좋습니다.

흰색 고광택
잉크젯 프린터 전용 제품으로 뛰어난 광택이 특징입니다.
잉크 건조가 빠르며 인쇄 선명도 또한 우수합니다. 잉크젯
특수 코팅으로 습기나 물에 쉽게 번지지 않습니다.
잉크젯 프린터를 사용하여 고해상도의 이미지 등을 출력할 수 있는
제품으로 그 선명도는 인화지 재질의 포토라벨지와 비교될 정도
입니다. 사진 이미지 등을 이용한 제품의 설명용 라벨지나 레시피
사진 등을 담은 포토북 제작, 다양한 고급 제품용 라벨지 제작 시에
효과적 입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106 μm , 평량 : 88 g/m²
이형지 - 두께 : 55 μm , 평량 : 60 g/m²
초기부착온도:-2 °C ↑
점착력 유지온도 : -50 °C ~ +90 °C
초기점착력(유리) : 650↑ gf/in
점착력 90°, 24hrs(유리) : 400↑ gf/in

이미지를 이용한 DIY

소스 저장 용기 라벨

고해상도의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어

물에 닿아도 인쇄 내용이 번지지 않아

이미지를 이용한 DIY 제품 만들기에

주방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용기 분류

좋습니다.

표기에 편리합니다.

17

흰색 광택 방수
잉크젯 프린터 전용 특수 광택 코팅 처리된 백색
PP(폴리프로필렌) 제품으로 인쇄성 및 내수성이 우수
합니다. 잘 찢어지지 않지만 힘을 가하면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표면에 펄 느낌의 은은한 광택을 가진 고급형 잉크젯 전용 라벨지
입니다. 고해상도 출력이 가능한 재질로 다양한 식재료 보관용기용
라벨이나 DIY 상품용 라벨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100μm
이형지 - 두께 : 80 g/m²
초기부착온도: 10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초기점착력(유리) : 650↑ gf/in

주방 소스 용기 네임스티커

냉장고 보관용기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양한 소스

냉장고에 식재료 등을 보관하는 용기에

용기를 위한 라벨지로 활용하실 수 있습

부착하는 라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니다.

라벨지 표면에 습기가 있어도 내용이나

점착력 90°, 24hrs(유리) : 450↑ gf/in

라벨지에 손상이 없어 편리합니다.

금색 광택 방수
금색 코팅된 PET 재질로 빼어난 광택과 인쇄성 및
건조성이 우수합니다. 잉크젯 특수 코팅으로 인쇄 내용이
물에 번지지 않으며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화장품/의약품/주류/식기류 등의 표기 라벨로 좋습니다.
주위의 사물이 비춰질 정도로매끈한 표면을 가진 광택 라벨지
입니다. PET 재질로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고해상도의 인쇄가 가능하여 이미지를 포함하는 라벨지의 제작이나
다양한 수제품, 포장제품용 라벨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90 μm
이형지 - 두께 : 80 μm
초기부착온도:10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초기점착력(유리) : 650↑ gf/in
점착력 90°, 24hrs(유리) : 450↑ g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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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증정품

와인 라벨

다양한 행사용 증정품에 부착어 활용

선물을 위한 와인에 특별한 느낌의

하면 시선을 끌 수 있어 효과적 입니다.

라벨을 금색 라벨로 제작해보세요.

은색 광택 방수
은색 코팅된 PET 재질로 빼어난 광택과 인쇄성 및
건조성이 우수합니다. 잉크젯 특수 코팅으로 인쇄 내용이
물에 번지지 않으며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화장품/의약품/주류/식기류 등의 표기 라벨로 좋습니다.
주변의 사물이 비춰질 정도의 매끄러운 광택 표면을 가진 은색
라벨지 입니다. PET 재질로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고해상도의 인쇄가 가능하여 이미지를 포함하는 라벨지의 제작이나
다양한 수제품, 포장제품용 라벨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100(+-5) μm
이형지 - 두께 : 62 μm
초기부착온도:-12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초기점착력(유리) : 650↑ gf/in

물과 많이 접촉하는 제품

수정용 라벨

보온병, 주방용품 등비교적 물과 많이

부착 대상이나 색이 투과 되지 않아

접촉하는 제품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착된 라벨의 수정용으로도

점착력 90°, 24hrs(유리) : 450↑ gf/in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투명 방수
반투명 PET 재질로 인쇄성 및 건조성이 우수합니다.
잉크젯 특수 코팅으로 인쇄 내용이 물에 번지지 않으며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화장품/의약품/주류/식기류
등의 표기 라벨로 좋습니다.

제품 사양

라벨지의 표면은 잉크의 증착을 위한 엷은 막이 코팅되어 있어 완전한
투명 표면은 아니지만, 부착하는 대상의 색상이나 질감의 표현 등은
일반 투명라벨지와 동일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투명 잉크젯
라벨지와 달리 물과 접촉해도 인쇄내용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외부
접촉이 많은 제품이나 물로 세척하는 제품 등에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표면지 - 두께 : 100(+-5) μm
이형지 - 두께 : 62 μm
초기부착온도:-12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초기점착력(유리) : 650↑ gf/in
점착력 90°, 24hrs(유리) : 450↑ gf/in

음료 용기용 라벨지
물에 닿아도 인쇄내용이 번지지않아 냉음료를 담는 용기 등에 효과적이며,
문구, 팬시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라벨지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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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무광 방수
잉크젯 프린터 전용 특수 무광 코팅 처리된 백색 BOPP(양축 연신 폴리프로필렌) 제품으로 인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합니다. 잘 찢어지지 않지만 힘을 가하면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무광표면, 뛰어난 백색도의 잉크젯 전용 방수 제품 입니다. 포근한
감촉과 두께감 있는 라벨지로 좋은 해상도의 라벨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주방생활용품, 욕실 용품, 채소류용 라벨 등 외부 접촉이
많은 곳이나 냉장, 냉동 식품 등을 보관되는 곳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120 μm , 평량 : 86 g/m²
이형지 - 두께 : 100 μm , 평량 : 100 g/m²
초기부착온도:-12 °C ↑
점착력 유지온도 : -30 °C ~ +100 °C
초기점착력(유리) : 650↑ gf/in
점착력 90°, 24hrs(유리) : 450↑ gf/in

제품용 라벨

야채 등의 식품류

다양한 제품의 관리 및 상품 정보 표기용

다양한 냉장용 야채, 과일 등의 포장용

라벨지로 활용됩니다.

라벨지로 활용됩니다.

컬러 방수
잉크젯 프린터 전용 흰색 PP 제품에 컬러 코팅을 한 제품
으로, 무광이며 인쇄성 및 내수성이 우수합니다. 잘 찢어지지
않지만 힘을 가하면 늘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트루컬러의 특성상 시각적인 주목성이 강한 제품 입니다. 방수
재질의 제품으로 외부 접촉이 많은 제품이나 장소 등에 적합합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120 μm , 평량 : 86 g/m²
이형지 - 두께 : 100 μm , 평량 : 100 g/m²
초기부착온도:-12 °C ↑
점착력 유지온도 : -30 °C ~ +1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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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착력(유리) : 650↑ gf/in

선물 포장용 라벨

상품 홍보용

점착력 90°, 24hrs(유리) : 450↑ gf/in

선물포장에 부착하여 산뜻한 분위기를

트루컬러 색상으로 주목을 집중시킽 수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있어 상품 홍보용으로 좋습니다.

레이저 프린터
전용지
흰색 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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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광택
광고용 전단지로 많이 사용되는 아트지 재질입니다.
아트지 특유의 은은한 광택이 있으며 모조지 보다 내수성
과 토너 흡착률이 좋아 바코드나 제품 품질 표시라벨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일반 모조지 라벨지와 달리 표면에 은은 광택이 특징인 레이저
프린터 전용의 라벨지 입니다. 내수성 및 내구성이 좋은 제품으로
바코드를 포함하는 상품용 라벨지부터 전자제품 및 부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라벨지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70 μm , 평량 : 80 g/m²
이형지 - 두께 : 58 μm , 평량 : 55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초기점착력(유리) : 900↑ gf/in
점착력 90°, 24hrs(유리) : 700↑ gf/in

문구류 등의 품질표시

바코드를 포함한 라벨지

문구류 등에 부착하는 품질관리를 위한

바코드 인쇄 해상력이 좋아 다양한

라벨 등에 활용됩니다.

관리용 제품용 라벨로 좋습니다.

흰색 광택 방수
레이저 프린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하나) 재질의
라벨로서 방수,절연 등의 특징이 있으며 비바람등의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도 쉽게 찢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온도에서 점착력을 유지하므로 액체류의
용기, 욕실용품, 전자부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제품입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50 μm , 평량 : 75 g/m²
이형지 - 두께 : 100 μm , 평량 : 100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주방, 욕실용품

전기, 전자제품

초기점착력(유리) : 700↑ gf/in

물에 접촉이 많은 주방 용품이나

각종 전기, 전자부품의 바코드 표기 및

점착력 90°, 24hrs(유리) : 600↑ gf/in

욕실용품 등에 좋습니다.

사양, 주의사항 등의 설명용 라벨지로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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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색 방수
흰색 PET 제품에 금색 컬러코팅을 한 제품으로 방수, 절연,
찢어지지 않음 등의 PET 재질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출력물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화려한 금색으로 코팅된 표면을 가진 제품으로 물과 접촉해도
라벨지 및 인쇄 내용이 변하지 않은PET 재질의 방수 제품 입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50 μm , 평량 : 75 g/m²
이형지 - 두께 : 100 μm , 평량 : 100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초기점착력(유리) : 700↑ gf/in

특별한 네임스티커

소형 저장 용기를 위하여

반짝반짝 보기만 해도 특별한 느낌을

소형 저장용기용 네임스티커. 방수 재질

가진 네임 스티커를 만들어보세요.

이라서 폭넓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점착력 90°, 24hrs(유리) : 600↑ gf/in

은색 방수
레이저 프린터 전용 PET 재질이며 은은한 광택이 있는
은색입니다. 쉽게 찢어지지 않으며 전기전자 부품 등의
라벨로 사용하시면 제격입니다. 또한 뒷면이 비치지
않으므로 수정, 커버용으로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자체 은색 색상이나 재질을 가진 제품에 잘 매칭되는 제품으로
주로 전기, 전자 제품 등의 라벨지로 많이 활용됩니다. PET 재질로
견고하며 외부 접촉이 많은 제품이나 장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50 μm , 평량 : 75 g/m²
이형지 - 두께 : 100 μm , 평량 : 100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초기점착력(유리) : 700↑ gf/in
점착력 90°, 24hrs(유리) : 600↑ gf/in

빈티지 느낌 연출

전자 부품용 라벨지

색상을 입혀 출력하여 빈티지한 느낌을

반도체 부품 및 각종 전기 재료와 제품

연출할 수 있습니다.

등에 부착하는 라벨로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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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방수
레이저 프린터 전용이며 반투명이 아닌 완전 투명의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하나) 재질입니다. 쉽게 찢어지지 않으며
피점착면의 색상이나 질감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라벨지 입니다. 또한 보호용 필름 용도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유리제품, 투명 플라스틱 제품 같이 배경이 투명한 제품과 매칭이
좋습니다. 문구류, 팬시제품 등의 포장 봉인용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고급형 라벨지 입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50 μm , 평량 : 70 g/m²
이형지 - 두께 : 100 μm , 평량 : 100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초기점착력(유리) : 700↑ gf/in
점착력 90°, 24hrs(유리) : 600↑ gf/in

색과 질감의 표현

투명한 제품용 라벨지

라벨지를 부착해도 표면색상, 질감,

투명유리, 플라스틱 등의 표면 부착용

내용물을 표현 할 수 있습니다.

라벨지로 활용 됩니다.

컬러 방수
흰색 PET 제품에 컬러코팅을 한 제품으로 방수, 절연,
찢어지지 않음 등의 PET 재질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출력물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파란색, 녹색, 빨간색, 노란색의 4가지의 트루컬러 색상을 가진
PET재질의 방수 컬러 라벨지 입니다. 색상으로 분류 관리를 위한
제품이나 시선을 끌기 위한 제품이나 장소 등에 적당합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50 μm , 평량 : 75 g/m²
이형지 - 두께 : 100 μm , 평량 : 100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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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착력(유리) : 700↑ gf/in

물과 습기가 많은 환경

색으로 분류 관리

점착력 90°, 24hrs(유리) : 600↑ gf/in

방수 재질의 라벨지로 물과 습기가 많은

컬러 라벨지를 이용하면 파일의 종류

환경에서 많이 활용되며, 강한 색상으로

등을 시각적 으로 쉽게 구분하고 관리할

제품이 더욱 돋보입니다.

수 있습니다.

샤방샤방 방수
흰색 폴리에스터 필름에 오로라빛 특수코팅을 한 제품이며
보는 각도에 따라 샤방샤방한 시각 이미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데코레이션 및 네임스티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빛을 반사하는 특성을 가진 PET재질의 라벨지로 전체적으로는
핑크 빛의 색상을 띄고 있습니다. 제품의 이름에도 나타내듯이 빛에
반응하여 산뜻한 느낌을 전달해주는 라벨지로 인쇄 해상력도
뛰어납니다. 다양한 제품용 라벨지 및 행사 홍보, 답례품용, 포장
마무리 봉인용 등으로 추천드리는 라벨지 입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75 μm , 평량 : 80 g/m²
이형지 - 두께 : 100 μm , 평량 : 100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초기점착력(유리) : 700↑ gf/in
점착력 90°, 24hrs(유리) : 600↑ gf/in

학용품 네임스티커

리폼용 라벨지

반짝반짝 귀여운 스타일의 네임스티커를

다양한 수납용기의 리폼을 위한 라벨지

제작할 수 있습니다.

로 활용됩니다.

흰색 무광 방수
백색 폴리프로필렌 제품으로 인쇄성 향상을 위해 표면
특수 코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감촉과
느낌을 주는 무광 코팅의 장점을 살려 주로 식음료 용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은은한 진주 빛의 표면 색상을 가진 라벨지로 광택이 있는 방수
라벨지와는 또 다른 고급의 스런 느낌을 주는 라벨지 입니다.
도자기 소재의 식기류, 답례품용 라벨, 식제품용 라벨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57 μm , 평량 : 51 g/m²
이형지 - 두께 : 100 μm , 평량 : 100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초기점착력(유리) : 700↑ gf/in
점착력 90°, 24hrs(유리) : 600↑ gf/in

식재료 보관용기 라벨지

다양한 제품을 위한 라벨지

냉장에서 보관하는 식재료, 절임 등을

판매되어지는 다양한 제품의 정보 및

보관하는 용기의 라벨지로 활용할 수

분류관리 등을 위한 라벨지로 활용되어

있습니다.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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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광택 시치미
은은한 광택이 있는 아트지 재질에 리무버블(Removable)
점착제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붙였다 떼어낼 때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피착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떼어내어야 할
경우 유용하며 레이저 프린터 전용 입니다.
부착 후에 떼어내어야 하는 제품 등에 활용하면 편리한 라벨지
입니다. 아트지 재질로 토너 흡착률이 좋아 바코드를 포함하는
라벨지를 제작하여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80 μm , 평량 : 90 g/m²
이형지 - 두께 : 52 μm , 평량 : 60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부착 후 떼어내야 하는 곳

상품용 라벨지

초기점착력(유리) : 300↑ gf/in

유리표면, 인테리어 자재와 같이 부착 후

의류, 피혁, 신발 등 제품에 직접 부착

점착력 90°, 24hrs(유리) : 225~375 gf/in

떼어내야 하는 곳에 편리합니다.

해야 하는 경우 떼어낼 때 흔적없는
시치미 라벨지가 유용합니다.

금색 광택
아트지에 금색 코팅을 하여 아트지 본연의 은은한 광택을
살리고 고급스러운 금색을 구현한 재질입니다.
은은한 금색의 광택 표면의 라벨지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선물 포장, 청첩장 봉합용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70 μm , 평량 : 80 g/m²
이형지 - 두께 : 58 μm , 평량 : 55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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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착력(유리) : 900↑ gf/in

선물 포장용 라벨

전기전자 제품

점착력 90°, 24hrs(유리) : 700↑ gf/in

답례를 위한 선물 등의 포장에 부착하는

전기, 전자제품의 품질관리 표시나

라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표기 등으로 활용됩니다.

은색 광택
아트지에 은색 코팅을 하여 은은한 광택을 주는 은색을
구현한 재질입니다. 기존 은박 모조지의 너무 반짝이는
광택을 개선하였습니다.
은은함이 더욱 고급스러움을 더하는 은색 광택 라벨지입니다.
반짝임이 없는 거의 무광에 가까운 광택을 가진 제품으로 제품
포장 마무리, 청첩장 봉투의 봉합용, 증정품용 라벨 등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70 μm , 평량 : 80 g/m²
이형지 - 두께 : 58 μm , 평량 : 55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초기점착력(유리) : 900↑ gf/in

DIY제품 포장용 라벨

점착력 90°, 24hrs(유리) : 700↑ gf/in

수제로 만든 제품의 홍보 내용을 담은
라벨이나 선물용 포장의 마무리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형광 아트
흰색 아트지에 형광색 코팅을 한 제품으로서 시선을
끌어야 할 상품이나 공지 등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며, 레이저 프린터 전용라벨 입니다.
흰색 아트지에 형광색 코팅을 한 제품으로서 시선을 끌어야 할
상품이나 공지 등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으며, 레이저 프린터 전용라벨 입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70 μm , 평량 : 80 g/m²
이형지 - 두께 : 58 μm , 평량 : 55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판매상품의 세일, 출시 등을 위한 라벨지

초기점착력(유리) : 900↑ gf/in

강한 형광 색상으로 다른 라벨지보다 시선이 많이 주목되어 할인, 출시 등

점착력 90°, 24hrs(유리) : 700↑ gf/in

제품의 홍보 및 주의를 요하는 곳에 효과적 입니다.

27

아이스화이트
특별한 금속성 느낌과 진주빛 색상으로 코팅한 제품으로
레이저 프린터 전용입니다. 주름 형성을 방지하고 표면의
물 흡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입니다. 와인병등의
유리병이나, 제품등의 고급스러운 느낌이나 특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재질입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130 μm , 평량 : 110 g/m²
이형지 - 두께 : 65 μm , 평량 : 78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10 °C ~ +75 °C

유리제품, 특별한벨 느낌의 라벨

초기점착력(유리) : 900↑ gf/in

고급스러운 재질과 고화질의 출력 해상도를 장점으로 유리 제품의 네임스티커

점착력 90°, 24hrs(유리) : 800↑ gf/in

부터 특별한 날을 위한 와인용 라벨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울트라하프
순수 ECF 펄프 재질로 엠보싱이 들어가 있고 진주빛
코팅이 되어 있는 레이저 프린터 전용입니다. 와인병등의
유리병이나, 제품등의 고급스러운 느낌이나 특별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재질입니다. 표면의 물 흡수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냉장고 등에 들어가 있어도 쉽게 젖지 않는
재질입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90 μm , 평량 : 110 g/m²
이형지 - 두께 : 67 μm , 평량 : 78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10 °C ~ +75 °C
초기점착력(유리) : 900↑ gf/in

제품을 위한 고급형 라벨

점착력 90°, 24hrs(유리) : 800↑ gf/in

유리, 도자기 등 고급 제품에 부착하는
벨고급스런 느낌의 브랜드 홍보용 라벨로
활용하면 효과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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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ing Tip

습기에 대처하는 라벨지 사용 및 보관Tip
라벨지는 인쇄가 되어지는 표면지(앞면)와 라벨지가 부착되어 있는 이형지(뒷면)로 나뉩니다. 습기 많은 곳에 종이류가 오랫동안
노출이되면 습기를 머금어 그 부피가 변하게 됩니다. 이때 종이류의 변형이 일어나는데 라벨지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종이류가 아닌 비닐 재질의 방수라벨지 경우는 이형지의 변형여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노출되는 시간 대비 컬링현상이 심해
보관 시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 출력시 사용하실양만 사용하시고 즉시 출력하시길 권합니다 * )

1. 포장 비닐 봉투를 이용하세요.

2. 지퍼백을 이용해보세요.

3.장기간 보관 시에는 랩을 이용해보세요.

구입한 라벨지의 비닐 포장을 버리지 마시고

지퍼백은 입구에 레일 형태의 압착 밴드가 있어

구입한 라벨지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최대한 이용하여 라벨지를 밀봉 보관하여

외부의 습기, 먼지 등으로부터 보관하기 용이

경우에는 빌 포장재와 함께 외부에 랩을

주세요.

합니다. 습기 등에 민감한 PET제품은 지퍼백에

씌워서 보관하면 외부의 습기를 차단할 수

보관하면 더욱 효과적 입니다.

있습니다.

기능성 라벨지
삐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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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싸미

31

시치미

32

찰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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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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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지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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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얼리 & 케이블
관리를 위한 ~

꼬리표, Tag와 같은 형태의 라벨지로 랜선, 전선 등
케이블의 분류관리 및 반지, 목걸이, 안경 등 악세사리
제품의 제원 및 가격표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재질이 있습니다.

꼬리표형 삐치미

비점착형 삐치미

점착형 삐치미

- 부착물의 굵기에 따라 꼬리부분 길이

- 라벨지 좌우를 연결하는 부분에 날개

- 좌우 대칭형의 모양 라벨지

조절가능
- PET재질과 선명한 5가지의 색상
(흰색, 파란색, 녹색, 빨간색, 노란색)

가 있어 접을 수 있습니다.
- 접혀진 날개는 연결부분의 접착 부분

- 고리형 또는 돌출 부위가 있는 제품에
효과적 입니다

을 가릴 수 있습니다.

분류표기와 라벨
보호를 한번에 ~

랜선, 케이블, 전선 및 필기구 등에 감아서 부착할 수 있는
라벨지로 인쇄영역의 일부가 특수 차폐처리 되어있어,
진한 색상의 피부착면에서도 내용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인쇄 영역외 투명부분은 대상물에 감아서
내용을 보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색상과 재질이 있습니다.

감는부분(투명)

인쇄영역

감싸미 특징
- 색이 칠해져 있는 인쇄영역은 특수 인쇄로 변색, 손상이 적음

케이블 분류 표기
케이블을 라벨지의 색상으로 구분 관리

네임스티커
필기구에 감아서 부착하여 네임스티커
로 활용

- 라벨지의 투명부분은 인쇄된 부분을 감싸서 보호 할 수 있음
- 5가지의 색상으로 부착 대상물을 쉽게 구분할 수 있음
(색상 : 흰색, 파란색, 녹색, 빨간색,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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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치미 라벨지

일반 라벨지

떼어낼때 흔적없는 아이라벨 시치미
아이라벨 시치미는 떼어낼 때 흔적 없는 신개념 리무버블
(Removable) 라벨지의 새로운 이름으로, 라벨을 떼면 붙였던
흔적없이 감쪽 같다는 의미로 탄생한 이름 입니다.

흰색 모조 시치미

흰색 아트 광택 시치미

컬러 모조 시치미

복사용지와 같은 종이 재질로 부착 후

표면에 은은한 광택으로 코팅되어 있는

4가지의 파스텔 톤의 색상으로 코팅된

떼어 낼 때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종이 재질의 라벨지 입니다. 내구성 및

모조지 재질의 라벨지로 색상으로 분류

특성으로 악세서리 등에 활용하면

토너 흡착력 이 우수하여 제품용 라벨지

관리를 위한 곳에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유용합니다. (잉크젯 / 레이저 겸용)

로 많이 활용됩니다. (레이저 프린터 전용)

있습니다. (잉크젯 / 레이저 겸용)

점착력이 강한 ~

찰딱라벨은 찰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일반
라벨지보다 강한 점착력을 가진 제품 입니다. 제품 패키지
봉합용, 제품에 부착하는 중요한 시리얼 및 바코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80 μm , 평량 : 70 g/m²
이형지 - 두께 : 58 μm , 평량 : 55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봉인용 라벨지

시리얼 넘버 라벨지

초기점착력(유리) : 900↑ gf/in

식품 저장용기 및 제품 패키지의 봉인용

제품의 시리얼 넘버 등의 중요 내용을

점착력 90°, 24hrs(유리) : 700↑ gf/in

라벨로 효과적 입니다.

담고 있는 라벨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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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색 봉하미 레이저(잔류형)
레이저 프린터 전용 은색 PET 재질에 특수 점착 기술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부착 후 떼어낼 때 피점착면과 라벨에 모두 VOID 라는
흔적이 남는 잔류형 제품입니다. 보안, 봉인 등의 용도로 적합합니다.

봉하미 레이저(비잔류형)
레이저 프린터 전용 흰색 PET 재질에 특수 점착 기술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부착 후 떼어낼 때 피점착면에는 흔적이 없고
라벨에만 VOID OPEN 이라는 흔적이 남는 비전사형 제품입니다.
보안, 봉인 등의 용도로 적합합니다.
파란색 봉하미

빨간색 봉하미
흰색 봉하미

투명 라벨지키미는 라벨키퍼라고도 불리며 라벨의 내용을
보호하고 오래 유지하기 위해 라벨 위에 덧붙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투명하고 얇은 필름 재질의 라벨입니다.
( * 주의 : 프린터에서 출력하실 수 없습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40 μm , 평량 : 36 g/m²
이형지 - 두께 : 100 μm , 평량 : 100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외부 자극에 라벨지 보호

장기간 라벨을 보호 할때

초기점착력(유리) : 700↑ gf/in

습기, 물, 긁힘 등 외부자극으로부터

장시간 라벨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점착력 90°, 24hrs(유리) : 600↑ gf/in

부착한 라벨을 보호 합니다.

라벨지 위에 덧붙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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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감열지
Dicect Thermal - 리본 불필요
리본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열에 약하기 때문에
농수산물, 화물, 택배 등 짧은 시간 사용할 경우 적합합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75 μm , 평량 : 75 g/m²
이형지 - 두께 : 52 μm , 평량 : 60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40 °C ~ +90 °C

택배용 라벨지

다양한 물류용 라벨지

농수산물, 화물 등 각종 배송을 위한

다량의 물류를 취급하는 곳이라면

택배용 라벨지에 적합합니다.

연속용지를 사용하는 제트라벨이
편리합니다.

흰색(광택) 아트지
Thermal Transfer - 리본 필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은은한 광택이 있는
찢어지는 종이 재질입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리본을 필요로 하며 권장되는 리본은 왁스리본입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70 μm , 평량 : 80 g/m²
이형지 - 두께 : 54 μm , 평량 : 62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다양한 제품용 라벨지

제품 관리용 라벨지

다양한 생산 제품, 공산품 등에 부착

바코드 등을 넣은 다량의 제품 관리를

하는 라벨지에 활용됩니다.

위한 라벨지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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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방수) PP
Thermal Transfer - 리본 필요
특수 무광 코팅 처리된 백색 BOPP(양축 연신 폴리프로필렌)
제품으로 쉽게 찢어지지 않으며 물과 습기에 강합니다.
흔히 유포지라고 불리우기도 하며 냉동/냉장식품 등에 라벨지로
주로 사용됩니다. 리본을 필요로 하며 권장되는 리본은 왁스리본
또는 레진리본 입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80 μm , 평량 : 54 g/m²
이형지 - 두께 : 103 μm , 평량 : 94 g/m²
초기부착온도:-12 °C ↑
점착력 유지온도 : -30 °C ~ +100 °C

식품류를 위한 라벨지

다양한 판매상품

다양한 냉장 식품 등에 부착하는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 다양한 상 품용

라벨지로 활용됩니다.

라벨로 활용됩니다.

흰색(방수) PP 감열지
Dicect Thermal - 리본 불필요
직접 열전사 바코드 인쇄에 적합하도록 특수 코팅 처리된 백색
폴리프로필렌 필름지로 감열도와 내수성이 우수합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80 μm , 평량 : 67 g/m²
이형지 - 두께 : 54 μm , 평량 : 62 g/m²
초기부착온도:-12 °C ↑
점착력 유지온도 : -30 °C ~ +100 °C

물류 관리 제품
방수 및 견고한 재질이 특징인 제품으로
외부 물류 관리용 라벨지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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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색(방수) PET
Thermal Transfer - 리본 필요
은무 데드롱지라고도 불리우며 은색의 PET 재질에 광택이
있습니다. 찢어지지 않으며 습기와 온도에 강합니다.
전기/전자 부품 등의 라벨로 사용하시면 제격입니다. 리본을
필요로 하며 권장되는 리본은 레진리본입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50 μm , 평량 : 78 g/m²
이형지 - 두께 : 65 μm , 평량 : 80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120 °C

전기, 전자 제품용
전기, 전자 부품관리 및 생산 제품에
부착하는 라벨지로 활용됩니다.

흰색 시치미 감열지
Dicect Thermal - 리본 불필요
감열지의 제품에 특수 점착제를 사용하여 떼어낼 때 흔적없이
떼어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리본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열에 약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사용할 경우 적합합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75 μm , 평량 : 75 g/m²
이형지 - 두께 : 52 μm , 평량 : 60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40 °C ~ +90 °C

중고제품 / 임시부착용

악세사리 제품

떼어낼 때 흔적이 남지 않는 특징으로

상품에 직접 부착하는악세사리의

중고제품의 스펙용 및 임시 부착을 위한

경우 떼어낼 때 흔적이 남지 않아

곳에 사용되는 라벨지 입니다.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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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방수) PO
Thermal Transfer - 리본 필요
표면 코로나 처리된 백색 폴리올레핀계 혼합 필름. 의류에
부착하는 각종 사이즈 라벨 및 상표 라벨로 사용되며, 대다수의
섬유에 적용되어도 얼룩 및 손상을 남기지 않습니다.

제품 사양
표면지 - 두께 : 67 μm , 평량 : 63 g/m²
이형지 - 두께 : 65 μm , 평량 : 80 g/m²
초기부착온도:+5 °C ↑
점착력 유지온도 : -20 °C ~ +80 °C

금속제품용

의류용

얇은 재질로 금속제품과의 매칭감이

구김이 없어 옷에 직접 부착하여

좋습니다.

물류관리 및 사이즈 표기용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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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라벨지

*규

격 : A3 (297 x 420mm)

A4 사이즈의 두배 크기로서, 포스터, 사진, 이벤트 등의 이미지 출력 및 제품 표시, 물류표기 등 부착
대상이 큰 곳에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칼선이 없는 전지 형태의 라벨지로 A3 규격을 지원하는 일반 프린터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모조지, 광택,
방수라벨 등 다양한 재질이 있습니다.

* A3라벨지의 종류
흰색 모조 : 복사용지와 같은 재질의 프린터 겸용 라벨지
갈색 크라프트 : 다양한 DIY제품, 선물용 등에 활용되는 프린터 겸용 라벨지
흰색 모조 잉크젯 : 물에 인쇄 내용이 번지지 않는 잉크젯 전용지
흰색 고광택 잉크젯 : 고해상도의 이미지 출력이 가능한 고광택 용지
흰색 광택 레이저 : 은은한 표면 광택을 가진 레이저 프린터 전용지
흰색 광택 방수 레이저 : PPT 재질의 방수, 절연의 특징의 라벨지
흰색 무광 방 수 레이저 : 고급스런 감촉을 가진 레이저 프린터 전용지
투명 방수 레이저 : PET 재질의 완전한 투명 재질의 레이저 프린터 전용지

41

더롤라벨
제트라벨 자매품 더롤라벨 ~
제트라벨도 좋지만 꼭 롤라벨이 필요하다면? 더롤라벨을 사용해보세요 ~
대형 생산라인에서 제품에 자동으로 부착을 하기 위하여 롤라벨이
필요하시면 더롤라벨을 추천 해 드립니다. 더롤라벨은 다른 롤라벨과 달리
전체 라벨 개수의 1%가 더 감겨 있는 실속형 제품입니다.

더롤(Roll)라벨 특징
75mm

40mm

1%더
라벨지 전체 길이의 1%가 더 감겨져 있습니다.

더롤라벨의 지관은 75mm 와 40mm 두 종류
입니다. 구매시 지관을 꼭 확인 해 주세요!

더롤라벨의 재질
흰색 감열지 - 리본 불필요
리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열에
약하기 때문에 농수산물, 화물 택배 등 짧은 시간 사용할
경우 적합합니다.

특수 무광 코팅 처리된 백색 BOPP(양축 연신
폴리프로필렌) 제품으로 쉽게 찢어지지 않으며 물과
습기에 강합니다. 냉동/냉장식품 등에 라벨지로 주로
사용됩니다.

흰색(방수) PP 감열지 - 리본 불필요

은색(방수) PET - 리본 필요

직접 열전사 바코드 인쇄에 적합하도록 특수 코팅 처리된
백색 폴리프로필렌 필름지로 감열도와 내수성이
우수합니다.

은무 데드롱지라고도 불리우며 은색의 PET 재질에 광택이
있습니다. 찢어지지 않으며 습기와 온도에 강합니다.
전기 전자 제품용 라벨로 작당합니다.

흰색 시치미 감열지 - 리본 불필요
감열지의 제품에 특수 점착제를 사용하여 떼어낼 때
흔적없이 떼어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리본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열에 약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사용할
경우 적합합니다.

흰색(광택) 아트지 T - 리본 필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은은한 광택이
있는 찢어지는 종이 재질입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리본을 필요로 하며 권장되는 리본은
왁스리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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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방수) PP - 리본 필요

은색 봉하미(잔류형) - 리본 필요
은색 PET 재질에 특수 점착 기술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부착 후 떼어낼 때 피점착면과 라벨에 모두 VOID 라는
흔적이 남는 잔류형 제품입니다.

2부.

아이태그

아이태그에 대하여

Print

D esign

A4태그

Z태그

PET부터 종이 까지

용지가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재질

연속용지

(일반 프린터용)

(바코드 프린터 용)

Yours elf

아이태그는 점착 라벨을 부착하기 어려운 제품, 사물 등에 걸거나 꽂아서 표식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태그 형태의 비점착
라벨입니다. 일반 잉크젯/레이저 프린터로 출력 가능한 A4태그 뿐만 아니라 바코드 프린터에서도 사용 가능한 제트태그가
있습니다.

아이태그는 비점착 라벨로 대상에 묶거나, 꽂아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 입니다.
직접 디자인하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며, 제품 자체에 있는 절취선을 따라 잘라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태그는 묘목, 화훼 등 원예 분야에서 의류, 잡화, 생활용품까지 광범위한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 입니다.

의류용 크라프트 브랜드 태그

44

식물을 위한 네임태그

신발, 가방 등 잡화를 위한 상품태그

판매용 식제품을 위한 태그

유형별 태그
타이태그( Tie tag)

46

행태그 (Hang tag)

46

픽태그 (Pick tag)

46

폴드태그 (Fold tag)

47

시트태그 (Sheet 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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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태그(Tie tag)
타이태그는 자물쇠 모양의 구멍을 이용해서 묶듯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나뭇가지 등에 유용합니다.

식물 이름표

제빵, 제과용

묘목 등 외부에 관리하는 다양한 나무,

빵이나 제과용 포장 묶음에 사용하는

식물들의 이름표 태그

브랜드 홍보용 태그

행태그(Hang tag)
행태그는 작은 구멍에 실이나 끈을 이용해서 제품에 걸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제품 형태에 따라 끈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제품을 위한 태그

선물 포장을 위한 태그

판매하는 다양한 식제품을 위한

선물 포장을 더욱 귀엽게~ 선물포장을

브랜드 홍보용 태그

위한 악세서리 태그

픽태그(Pick tag)
픽태그는 꽂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쪽 끝이 표족하게
제작된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보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이름표 태그
재배또는 판매하는 식물, 묘목, 다유기 등을 위한 분류
표기용 이름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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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드태그(Fold tag)
폴드태그는 접는 선과 내부 칼선이 포함되어 있어서
태그를 좀더 효과적, 입체적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소형 카다록

악세사리 포장용 태그

제품을 설명하는 작은 카다록 태그로

소분해서 포장하는 소형 악세사리

활용

포장용 홀더 태그로 활용

시트태그(Sheet tag)
시트태그는 구멍이나 접는 선 등이 없이 오로지
절취선만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경우에 따라 명함, 카드,
상장등으로도 활용됩니다.

펜슬 홀더

즉석명함

펜 등에 꽂아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용

나만의 명함을 제작할 수 있는 명함

시트태그

크기의 시트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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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태그 재질
흰색 방수 레이저
레이저 프린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하나) 재질의 라벨로서 방수,
절연 등의 특징이 있으며 비바람등의 외부환경에 노출되어도 쉽게 찢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쇄용 양면 코팅이 되어
있으므로 양면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컬러 방수 레이저
흰색 PET 제품에 컬러코팅을 한 제품으로 방수, 절연, 찢어지지 않음 등의 PET 재질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출력물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인쇄용 양면 코팅이 되어 있으므로 양면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흰색 크라프트
무광염료의 사용으로 음식물에 직접 접촉해도 무해하며, 높은 강도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크라프트 제품 입니다.

갈색 크라프트
표백되지 않은 펄프를 원료로 한 어두운 갈색 서종이로서, 표면은 거칠고 강해서 식료품 포장지나 시멘트 포대 등에 주로 사용 되는
재질 입니다.

반투명 방수 레이저
레이저 프린터로 인쇄하기 적합한 열 안정화 코팅된 폴리에스테르 필름으로 고온 프린트시에도 우수한 레이플랫 특성을 유지합니다.
매끄어운 면이 아닌 광택이 없는 면이 인쇄면 입니다. 인쇄시 주의하세요.

흰색 방수 프리미엄
잉크젯 프린터에서도 인쇄가 가능하도록 양면 특수 표면 코팅 처리된 PET재질로서, 찢어지지 않고 방수기능을 갖고 있는 잉크젯,
레이저 프린터 겸용 재질 입니다.

흰색 부직포 레이저
베틀에 짜지 않고 열과 수지를 이용하여 서로 얽히도록 기계적으로 처리를 한 섬유재질로서 가볍고 내수성이 강해서 물에 젖어도 찢어
지지 않고 원형 그래도를 유지합니다.

흰색 타이벡
인쇄가 용이한 하드 타이벡(Tyvek)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이며 투습 방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본을 필요로 하며 권장되는
리본의 재질은 왁스 리본 또는 레진 리본 입니다. (제트태그용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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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태그

제트태그는 바코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쇄할 수 있는 제품 입니다. A4와 달리 연속용지 형태의 제품으로 주로 많은 수량의
태그를 인쇄할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제트태그로 편리하게 고품질 태그를 제작해 보세요.

제트태그 형태

리본의 사용

재질 : 타이벡(Tyvek)

제트태그의 형태는 알파벳 제트자의
모양으로 태그들이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이 특징 입니다. 다량 출력 시 편리
합니다.

제트태그는 리본을 사용하여 출력해야
합니다. 권장하는 리본 제품은 왁스리본,
레진리본 입니다.

하드한 타입의 타이벡 재질로 투습방수
특징을 가진 친환경 소재 입니다. 식품,
의류 등 폭넓은 활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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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 출력 가이드(옵션조절)
잉크젯 전용 제품 특성과 출력 가이드
선명한 색상 구현

잉크젯 전용 라벨지와 가장 잘 맞는 프린터는?
잉크젯 프린터 중 아래에서 위로 급지
되어 다시 앞으로 나오는 프린터들은
라벨지 이용 시 용지걸림이나 이중 급지
등의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라벨지를 주로 사용하신다면 위에서

잉크젯 프린터 전용 라벨지

일반 라벨지

잉크젯 전용 라벨지는 레이저/잉크젯 겸용 제품들 보다 표면의 백색도가 훨씬

아래로 급지되는 방식인 Epson, Canon
등의 프린터를 권장합니다.

좋습니다. 따라서 선명한 색상을 구현 할 수 있기 때문에 컬러 출력에 보다 적합합니다.

강력한 내수성

잉크젯 전용 라벨지의 프린터 용지 설정 옵션

레이저/잉크젯 겸용 라벨지는 물이 묻는 순간 번집니다.

용지 설정은 “ 광택지 “ 또는 “ 포토 광택지 “ 권장

반면 잉크젯 전용 라벨지는 표면의 특수 코팅으로 인해서 잉크가 쉽게 번지지 않습니다.

프린터 설정에서 용지 설정에 따라 출력 해상도가 달라지며 잉크 번짐 현상도 막을 수
있습니다. 확인 된 용지로는 "광택지", "포토 광택지", "프리미엄 광택지" 등을 권장합니다.

레이저 전용 제품 출력 가이드
인쇄 옵션에서 용지 설정을
“라벨지(레이블)”, “중량지” 등으로 선택

프린트 옵션설정을 하는 이유
인쇄 옵션에서 용지 설정을
인쇄품질은 높히고 인쇄 시 오류를 최소화 합니다.
라벨지와 태그는 일반 복사용지와 다릅니다. 특히그 라벨지의 경우는
접착면을 가진 라밸용지와 이형지의 두가지 성질의 종이가 결합된 상태 이므로
프린터에서 일반 종이가 아닌 특수용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어야 보다
좋은 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잉크젯 프린터에서의 옵션 조절은 출력 해상도를 조절해줌으로서 고품질의
인쇄를 가능하게 하며, 인쇄속도를 라벨지나 태그에 최적하 함으로서 제품의
인쇄품질은 물론 프린트 정렬에도 영향을 줍니다.
레이저 프린터에서 옵션 조절은 용지의 특성을 조절함으로서 토너를 열로

라벨지는 일반 복사용지와 달리 접착성분이 있는 표면지와 이형지가 결합되어

증착하는 단계에서 일반 용지보다 좀 더 강한 증착과 인쇄속도를 조절하여

있어 종이 자체의 두께 등이 다르고, 급지 및 인쇄 속도, 토너 증작의 온도 등을

인쇄 품질의 향상과 컬링 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일반 용지와 다른 환경으로 지정해주셔아 더욱 좋은 품질의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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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시에 프린트 옵션조절 꼭 체크하세요!

편집에서 출력까지 간편한 라벨&태그 프로그램

A4 태그 부터 Z태그(접이식태그)

엑셀, 엑세스 등 DB파일

까지 모두 지원

연동 가능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빠르고

일반, 2차원바코드, QR코드 등

쉽게 DB파일 결합

다양한 바코드 생성

프로그램은 홈페이지(Label.kr)에서 무료 다운로드!

주문제작
주문 제작 - 이런 경우에 추천 해 드립니다.
* 기성 제품 중에 원하는 크기, 모양, 색상/재질 등이 없는 경우
* 라벨지에 회사 로고 및 표양식 등 간단한 기본 인쇄 내용이 필요한
경우

주문 제작 - 적용사례

회사로고가 인쇄

특수한 형태

특정한 색상

일정하지 않은 형태

회사로고 등 일정한 인쇄가 된

사각, 원형이 아닌 특수한 형태를

기성제품의 색상 외 특정한 색상이

간격, 크기 등이 일정하지 않은

빈 여백이 있는 라벨

가진 라벨

필요한 라벨

특수한 형태의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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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규격표

일반 프린터용

A4

TLT0041

TLT0042

TLT0111

TLT0151

TLT0152

TLT0161

TLT0211

TLT0481

TLH0021

TLH0041

50x285 (4cut)

50x283 (4cut)

210x25 (11cut)

210x19 (15cut)

210x19 (15cut)

210x17 (16cut)

27x93 (16cut)

12x90 (16cut)

80x287 (2cut)

105x140 (4cut)

TLH0042

TLH0061

TLH0081

TLH0091

TLH0101

TLH0121

TLH0181

TLH0182

TLH0201

TLH0202

100x140 (4cut)

200x47.5 (6cut)

100x70 (8cut)

65x91 (9cut)

40x130 (10cut)

Φ62 (12cut)

180x35 (18cut)

30x84.5 (18cut)

50x52 (20cut)

50x50 (20cut)

TLH0203

TLH0205

TLH0241

TLH0242

TLH0301

TLH0303

TLH0361

TLH0362

TLH0421

TLP0031

42x65 (20cut)

35x60 (20cut)

24x85 (24cut)

45x45 (24cut)

42x42 (10cut)

38x45 (30cut)

30x44 (36cut)

30x46 (36cut)

33x40 (42cut)

165x95 (3cut)

TLP0061

TLP0081

TLP0083

TLP0091

TLP0121

TLP0151

TLP0152

TLP0241

TLP0301

TLF0021

66x140.5 (6cut)

50x138 (8cut)

50x140 (8cut)

170x30 (9cut)

33x138.5 (12cut)

40x85 (15cut)

38x93 (15cut)

30x55 (24cut)

20x87 (30cut)

210x143.5 (2cut)

TLF0101

TLF0121

TLS0011

TLS0021

TLS0041

TLS0081

TLS0101

TLS0121

TLS0201

90x54 (10cut)

60x64 (12cut)

210x297 (1cut)

210x148.5 (2cut)

105x148.5 (4cut)

105x74.25 (8cut)

90x50 (10cut)

86x47 (12cut)

50x55 (20cut)

바코드 프린터용

TZT050305

TZT050254

TZT050229

TZT019229

TZT013165

TZH070114

TZH076100

TZP025120

50x304.8

50x254

25x228.6

19.1x228.6

12.5x165.1

70x114.3

76.2x100

25x120

아이태그 유형별

Story
“ 다양한 유형의 아이태그 제품은
아이태그 홈페이지(
)
에서 만나보세요! ”

타이(Tie)태그

행(Hang)태그

픽(Pick)태그

폴드(Fold)태그

시트(Sheet)태그

제품은 옥션, 지마켓, 11번가, 스토어팜,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 에서도 구매가능 합니다.
200여종의 제품 규격 정보는 제품 포장 후면 규격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구매, 교환 및 반 품 등의 내용은 아이라벨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이용하세요.
아이라벨 공식 블로그 : blog.Label.kr

라벨문의 & 태그문의 :
주문제작 / 딜러문의 :
(한국)본사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71 SK V1 Center B1 ㉾ 08503 고객센터 : (02)839-5545
(중국)상해지사 : Shanghai Sticker Trading Co., Ltd. TEL : 021-64133637 www.Label.cn
아이라벨 제품 구매가이드 카타로그에 사용된 글, 그림, 사진, 일러스트 등은 아이라벨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