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탈프린트 29g/m2, Invercote G(인버코트 G) 26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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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선드 페이퍼보드

이그선드 페이퍼보드

금속성 PET 필름
PE(폴리에틸렌)

PE(폴리에틸렌)
금속성 PET 필름

제품 설명
금속성 PET 페이퍼보드는 인쇄면에 라미네이션 처리를 해 고급스럽고 장식적인 인쇄에 적
합합니다. 금속성 PET는 특히 표면 평활도가 우수해 정교한 인쇄 이미지를 완벽하게 재현해
낼 수 있습니다.

메탈프린트의 프린팅 표면(Printing Surface)은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프셋 리소,
기존 및 UV, 그라비어 및 플렉소 중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공통점은 비흡수성 재료용
잉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적절한 잉크를
추천받길 권장합니다.

주요 특징
 · 인쇄적 성이 우 수한 금 속성 표면
 · 탁월한 표면 평 활도
 · 뛰어난 차단 력

 
주요 용도

고급스러운 연출이 필요한 패키징 분야
와인 및 주류
향수 및 화장품
헤어 케어 및 개인위생용품
제약
브로슈어
제과
담배

산소수증기



29 - ±10% ISO 536 
25 - -  
≤ 1 - - ISO 8791 
≥461) - - ISO 8296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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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보드/평량 안내
베이스보드 특성은 제품 카탈로그의 페이퍼보드 제품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탈프린트는 다음의 
베이스보드와 평량(g/m2)의 조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메탈프린트의  경우  라미네이션  프로세스  결과  추정되는  두께  증가는  지정된  베이스보 드 값 과 관련하여 
세로 방향 5–12%, 가로 방향 14–24%입니다. 베이스보드 평량이 낮을수록 백분율은 증가합니다.      

특성 인쇄면 뒷면 허용 오차  테스트 기법 

평량(g/m2) 
추가 두께(µm) 산출된 값 
표면 평활도(µm) 
표면 장력(dynes/cm) 
접착력(스케일) 5(대표) 내부 
1) 제작 당시 기준. 배송 후, 레벨은 당사의 통제를 넘어선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인쇄면: 29g/m2 메탈프린트 코팅 없음

특정 베이스보드에 따른 평량 범위

뒷면: 코팅 없음 29g/m2 메탈프린트

발행: 2019년 1월



23°C, 상대습도 50% 38°C, 상대습도 90% 23°C, 상대습도 50% 38°C, 상대습도 90% 
29 16 65 110 150 

36 <0.01 <0.01 <0.01 <0.01 

57 <0.01 <0.01 <0.01 <0.01 

차단 특성

페이퍼보드에 포일 및 필름 라미네이트 처리를 하면 습기, 향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수분 손실 이나 가스 투과 
등을 막아줍니다. 패키지의 구조와 밀폐력은 많은 경우 패키지의 전체 보호 기능을 제 한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포장된 제품의 유통 기한은 다음과 같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품질 및 형상
 · 패키지의 충전 레벨
 · 제품의 노출 영역 
 · 제품의 화학적 특성
 · 보관 조건

적절한 보호 플라스틱 배리어 선택 시 유사한 포장 요구 사항에 대한 이전의 경험을 참조해야 하며 특정 배리어도 
고려해야 합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가장 일반적인 플라스틱 코팅의 대표적인 값은 AASTM F-1249/ DIN 53122 
(수증기 투과성) 및 ASTM D-3985/DIN 53380(산소 투과성)에 따라 테스트합니다.

대표 배리어 값

폴리머/배리어 평량 
(g/m²) 

수증기 투과성 
(g/m²/24 h) 

산소 투과성 
(cm³/m²/24 h/atm) 

메탈프린트 
알루프린트 
알루배리어/알루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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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일 및 필름 라미네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