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단 및 보강 보호 포장 솔루션
제품 포장이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면서 내부 보호 포장 솔루션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의 연간 성장률이 20%에 달하면서, 우편배달용 포장은 브랜드는 물론 배송 비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보호 포장 솔루션은 낮은 배송 비용으로 전반적인 포장의 크기와 무게를 

최소화하면서 시각적으로 깔끔하고 흥미를 끌만한 내부 포장을 통해 귀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는 포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비용 감축

AirPouch® FastWrap™ 맞춤형 팽창(inflate-on-demand) 보호 포장은 팽창, 현장 발포, 폼 플랭크(foam plank) 

또는 몰드 펄프 삽입(molded pulp insert)과 같은 다른 유형의 차단 및 보강 포장에 비해 상당한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주문형 튜브는 보호용 포장에 경량의 깔끔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공간을 최소한으로 차지하면서도 제품을 

완벽하게 보호하기에 충분한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AirPouch FastWrap 사전 제작 튜브 사용에는 다른 

시스템에 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배송 및 보관 요건을 줄여주는 고효율 상자에 제공됩니다.

•  발포(foam) 및 펄프 제품에 비해 포장 시간이 덜 소요됩니다.

•  배송 및 보관에 소요되는 부피 비용을 줄여줍니다.

•  배송 패키지 안에 소량의 자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공간 무게 비용대비 관리가 
쉽습니다.

•  배송 손상을 방지하고 제품 손실 및 반품을 줄여줍니다.

•  전력으로만 운용되어 손이 덜 가는 분배 시스템은 차지하는 공간이 매우 작아서 소중한 창고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적용 분야
AirPouch FastWrap 
EZ-Tear™ 튜브는 다방면의 
다양한 보호 포장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다음을 
비롯한 모든 틈새 채우기 
포장에 탁월합니다.

•  우편 주문 취급

•  약품 취급

•  제3차 물류

•  계약 포장 및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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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EZ-Tear™ Perforations
AirPouch FastWrap 튜브의 특징에는 당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EZ-Tear Perforations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튜브를 쉽고 빠르게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포장  

작업자들이 자재를 필요한 만큼만 쉽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되는 자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포장 제공
발생시키는 쓰레기의 양에 대한 고객의 의식이 점점 더 커지면서 보다 환경 

친화적인 포장 솔루션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AirPouch FastWrap 

팽창성 튜브는 다른 유형의 보호 포장재보다 자재가 덜 사용되며, 포장 작업장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이 없습니다. 당사의 EarthAware® 생분해성 재활용 

제품군을 사용하면 환경에 대한 귀사의 배려를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AirPouch FastWrap 차단 및 보강의 유용성
•  EZ-Tear Perforations은 최적의 포장 속도를 위해 간편하게 분리되는 튜브를 

사용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  내구성이 좋고 펑크에 강한 튜브는 필요한 만큼만 팽창되어 소중한 창고 
공간을 절약합니다.

•  튜브는 깨끗하고, 먼지가 없으며, 매우 가볍습니다.

•  자재를 고효율 상자로 제공하여 전환 시간을 줄여줍니다.

•  재고가 항상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한 주문이 가능합니다.

•  손이 덜 가고, 위험 요소가 없는 포장이 가능합니다.

•  AirPouch FastWrap 튜브는 무한 재활용이 가능하며, 생분해성 혼합물 및 
재활용 혼합물로 공급됩니다.

AirPouch 튜브는 뛰어난  
밀봉성과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자재 유형
DuraClear 2000™ 주문형 튜브

•  내구성이 탁월하고 펑크에 강한 향상된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EarthAware DuraClear 2000 생분해성 주문형 튜브

•  다른 생분해성 자재와 접촉 시 생분해됨 

EarthAware 재활용 EZ-Tear AirPouch 주문형 튜브

•  업계 최고 수준의 프리컨슈머 재활용 함량 80%

AirPouch FastWrap 튜브 자재 및 사양
사양

•  크기: 팽창된 튜브 너비 350mm, 튜브 사이 절취용 천공

•  두께(미크론): 40미크론

•  측정 단위(비팽창): 400mm 튜브: 박스당 533미터의 자재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utobag.co.kr 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시스템에 부합하는 자재

서비스 및 지원

주문형 엔지니어링 및 통합

Automated Packaging Systems는 고품질의 보호용 포장 기계와 

시스템에 부합하는 성능이 보장된 포장 자재 및 숙련된 고객 서비스를 

결합시켜 포장에 관한 전체 시스템적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고객 특유의 제조 여건에 적합하도록 솔루션을 정비하여 포장 작업을 

간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총 소유 비용을 감소시키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고의 보호용 포장재
배송에 적합한 제품 포장은 제품 손상과 반품을 줄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포장 방식과 자재를 

사용하면 제품이 완벽한 상태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배송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용도의 AirPouch 맞춤형 팽창(inflate-on-demand) 포장 제품을 제조합니다.

•  틈새 채우기 –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  감싸기 – 배송 및 취급 과정의 진동 및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서지기 쉬운 제품을 포장합니다. 

•  테두리 보호 – 가장 손상되기 쉬운 모서리와 가장자리를 보호합니다. 
 

특정 용도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용 포장 제품 사용 –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하려면 지시에 따라 보호용 포장 

자재를 사용합니다. AirPouch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AirPouch 튜브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차단 모서리 보호

모든 자재는 재활용에 편리한 #4 플라스틱으로 분류됩니다.

*EGDC/생분해성 필름에 사용되는 첨가제는 ASTM, ISO, 및 그 밖의 유사한 표준화 기구의 승인을 받은 표준 

시험 방식에 따라 독립적인 연구 기관의 시험을 거쳤으며 생분해성으로 환경에 안전하다는 것을 마케팅에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생물학적 분해의 속도와 시간은 노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생분해성 라벨의 부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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