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새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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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포장을 통해 브랜드를 소개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는 포장을 사용하는 행동을
보여주어 귀사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용 감축
AirPouch® 맞춤형 팽창(inflate-on-demand) 보호 포장은 패킹피넛(peanuts), 발포패킹(foam) 또는 종이
등과 같은 다른 유형의 틈새 채우기 포장에 비해 상당한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공기 쿠션은 보호용 포장 중
무게가 가장 가벼운 솔루션을 제공하며 최소한의 공간 내에서 제품을 완벽하게 보호하기에 충분한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AirPouch 사전 제작(pre-formed) 쿠션은 배송, 보관, 처리 요건을 줄여주는 고효율 상자에
제공됩니다.

적용 분야
AirPouch EZ-Tear™ 공기
쿠션은 다방면의다양한 보호
포장 용도로 적용할 수
있으며다음과 같은 틈새
채우기 포장에 매우
탁월합니다.
• 우편 주문 취급
• 약품 취급
• 제3차 물류
• 계약 포장 및 취급

• 배송 및 보관에 소요되는 부피 비용을 줄입니다.
• 배송 패키지 내부에 딱 맞출 수 있으며, 공간대비 무게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 배송 손상을 방지하고 제품 손실 및 반품을 줄여줍니다.
전용 EZ-Tear™ Perforations
특허 받은 AirPouch EZ-Tear Perforations를 통해 쿠션을 쉽고 빠르게 분리할 수 있고 폐기물을 줄이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천공(perforations) 기술을 통해 공기가 가득 찬 쿠션을 만들어서,
입방 피트당 비용과 패키지당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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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가치 구축
고객이 우편물로 받는 제품처럼 깨끗하고 새로운 틈새 채우기 포장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십시오. 팽창성
보호 포장재는 배송 과정에서 제품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자 안에 브랜드의 이미지를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AirPouch 틈새 채우기 공기 쿠션에 로고를 인쇄하고,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를
향상시킬만한 그래픽을 디자인하거나 주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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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창성 틈새
채우기는 다른 유형의 보호용 포장재보다 적은 자재를 사용합니다. 당사의
EarthAware® 생분해성 재활용 제품군을 사용하면 환경에 대한 귀사의 배려를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AirPouch 틈새 채우기의 유용성
• EZ-Tear Perforations은 최적의 포장 크기에 맞게 신속하게 분리하기 쉬운
쿠션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 내구성이 좋고 펑크에 강한 쿠션은 필요한 만큼만 팽창되어 소중한 창고 공간을 절약합니다.
• 자재를 고효율 상자로 제공하여 전환 시간을 줄여줍니다.
• 쿠션은 깨끗하고, 먼지가 없으며, 매우 가볍습니다.
• 브랜드를 인쇄할 수 있는 쿠션입니다.
• AirPouch 쿠션은 무한 재활용이 가능한 EarthAware 생분해성 재활용 혼합물입니다.
• 재고가 항상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한 주문이 가능합니다.

AirPouch 쿠션은
뛰어난 밀봉성과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AirPouch EZ-Tear 공기 쿠션 자재 및 사양

자재 유형

사양

EarthAware 재활용 EZ-Tear 쿠션

• 주문 가능 크기: 200mm x 100mm, 200mm x 150mm, 200mm x
200mm, 200mm x 250mm, 200mm x 300mm

• 업계 최고 수준의 프리컨슈머 재활용 함량 95%

• 주문 가능 두께(미크론): 28미크론, 40미크론, 50미크론
• 인쇄: 주문형 인쇄 선택 가능
• 측정 단위: 상자당 1500미터, 1200미터, 및 900미터의 자재

• 재고에는 최종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EarthAware 로고가 인쇄되어
있음. 주문형 인쇄도 가능.
EarthAware 생분해성 EZ-Tear 쿠션
• 다른 생분해성 자재와 접촉 시 생분해됨
• 재고에는 최종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EarthAware 로고가 인쇄되어
있음. 주문형 인쇄도 가능.
EarthAware XD Blend™생분해성 프리미엄 EZ-Tear 쿠션
• 가장 얇은 두께로 뛰어난 강도 제공
• 재고에는 최종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EarthAware 로고가 인쇄되어
있음. 주문형 인쇄도 가능.
• 박스당 1,524미터의 자재
DuraClear 2000™ EZ-Tear 쿠션
• 내구성이 탁월하고 펑크에 강한 향상된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정전기 방지 EZ-Tear 쿠션
• 아민 불포함
• 폴리카보네이트 및 은납 혼용
•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여 민감 성분 보호
• 정전하 분산: 5000v ~ <50v, <2.0sec
• 표면 저항률: >1 x 105 < 1 x 1012Ohms/in2
• 편리한 식별을 위한 핑크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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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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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제품용 특수 포장 사용 – 전자 기기 및 전기 부품과 같은 물건에는 대개 정전기 방지 EZ-Tear 쿠션과
같은 정전기 방지 자재가 필요합니다.

AirPouch 쿠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틈새 채우기

윗면 채우기

시스템에 부합하는 자재

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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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0-342-2000

info@airpo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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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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