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안전 사이니지
Public Safety Signage

그래픽 사이니지를 통해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대중들에게 명확하고 유익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2020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생활화 되고있는 요즘 식당, 카페, 대중교통 및 상업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안전에 관련된 사이니지 또는 마킹이 필수입니다.
에이버리데니슨은 사람과 사람간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바닥용 그래픽부터 건강 및 
안전 주의 표시, 그리고 대중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래픽에 이르기까지 정보 전달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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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및 가구용 사이니지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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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및 창문용 사이니지 샘플



  Print   Overlaminate Finish Comments

Floor Decals

Outdoor StreetRap

StreetLam Textured
매트 백색 인쇄가능한 필름으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에 적합합니다. 
고구조화 된 미끄럼 방지 오버라미네이팅 PVC로 미끄럼방지에 탁월합니다.

FloorGrip Textured
실내 및 실외 바닥에 적합한 안티 슬립 투명 매트 라미네이트 필름입니다.
고구조화 된 폴리머 캘린더링 된 PVC 필름입니다.

Dry Areas / Low traffic MPI 3302 Easy Apply DOL 3100 Matt Matt 유광 백색 불투명 필름 제품으로 점착제는 리무버블, Blockout 또는 Easy 
Apply 중 선택 가능합니다.

Wet Areas / High traffic MPI 3302 Easy Apply DOL 6000 Floor Textured 
매트 백색 인쇄가능한 필름으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에 적합합니다. 
질감이있는 오버라미네이팅 필름은 마른표면 및 젖은표면에 모두 
적합합니다.

Carpet areas WW300 LUV 6300 Textured 미끄럼방지 라미네이팅 처리된 모래알 텍스처의 PVC 필름으로 실내 바닥 
그래픽에 적합합니다.

Wall Signage

Standard cleaning
MPI 2611 Wall Film DOL 2100 Matt Matt 리무버블 점착제가 도포된 백색 매트 불투명 필름 제품입니다.

JT 9500 WG-BFG LF 9500 CM Matt 유광 백색 불투명 필름으로 기포 발생 방지 점착제가 도포되어 있어 시공 시 
유용합니다.

Rigorous cleaning
MPI 2611 Wall Film DOL 4300 Anti Graffiti Gloss 낙서방지 오버라미네이팅 처리로 강력한 성분의 세정제를 사용해도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JT 9500 WG-BFG LUV 7036 Gloss 미끄럼방지 라미네이팅 처리된 모래알 텍스처의 PVC 필름으로 실내 바닥 
그래픽에 적합합니다.

Self-install / Temporary JT 8300 White Matt-RT Dot — Matt 리무버블 점착제가 도트 패턴으로 도포 되어있어 셀프시공에 유용합니다.

제품 리스트



  Print   Overlaminate Finish Comments

Furniture Decals

Fabric Seats

WW300 LF 8500 CM Matt Hi Tack 점착제가 도포된 매트 백색 불투명 필름 제품으로 까다로운 표면에 
적합합니다.

MPI 3026 Supertack DOL 3100 Matt Matt Supertack 점착제가 도포된 매트 백색 불투명 필름 제품으로 까다로운 
표면에 적합합니다.

Tabletops MPI 2923 Easy Apply DOL 2100 Matt Matt Blockout Easy Apply 점착제가 도포되어있어 매트 백색 불투명 필름 
제품입니다. 

Windows & Transparent surfaces

Clear graphics MPI 2041 Clear DOL 2000 Gloss Gloss 유광 투명 필름 제품으로 리무버블 점착제는 선택 시 가능합니다.

Optically Clear DS Print SR — Gloss 리무버블 점착제가 도포된 광학적으로 투명한 필름 제품입니다.

Opaque graphics MPI 2921 Easy Apply DOL 2000 Gloss Gloss 무광 백색 불투명 필름에 리무버블 점착제가 도포 되어있어 간편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Self-install / Temporary JT 8300 CG-RT Dot — Gloss 투명 유광 필름에 리무버블 점착제가 도트 패턴으로 도포 되어있어 
셀프시공에 유용합니다.



Cleaning Recommendations
PVC 라미네이트 청소 방법

에이버리데니슨 필름은 시공 후 48시간 이후에 닦거나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바닥 그래픽 청소 시, 고압 장비가 1200 psi(80 bars 또는  
84 kg/cm2)를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데칼 모서리 들뜸 
현상 방지를 위해 최소한 30cm의 거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작업 시 개인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청소세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용 세제와 같은 세제 또는 용액 ✓

살균용 세제 / (염소 성분의) 소독제  / 향균 물티슈 - 스프레이 ✓

표백제 (제공된 사용방법에 따라 희석해서 사용) ✓

이런 청소세제 및 도구는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솔벤트 ✕

파우더형 또는 액체형 연마용 세척제 ✕

수세미 ✕

유독한 화학물질의 세제 (산용액, 알칼리성 용액) ✕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루틴

문 손잡이, 베드레일, 테이블 윗면, 전등 스위치 바닥, 천장, 벽면, 블라인드
자주 기계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부분들 입니다.
(제조업체의 설명에 따라) 세제 용액 또는 세제/살균 
물티슈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환자나 아픈사람이 없는 일반 장소에서는 세제를 이용하여 
제시된 사용방법에 따라 닦는 것이 적합합니다.
마른 걸레보다는 약간 물기가 있는 걸레로 닦는것이 
좋습니다.
벽면 및 블라인드는 먼지가 눈에 보이거나 더러워진 경우 
닦아서 청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싱크대 및 세면대는 정기적으로 청소하세요.

손이 자주 닿지 않는 표면손이 자주 닿는 표면



About Avery Dennison

에이버리데니슨은 글로벌 소재과학 및 제조 업체로써 다양한 라벨 및 기능성 제품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이버리데니슨 제품은 모든 주요 업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라벨 및 그래픽 분야에 적용되는 점착 솔루션을 비롯하여 산업, 
의학, 소비재 분야에 적용되는 테이프 및 각종 본딩 솔루션, 의류 제품에 적용되는 
택, 라벨 및 장식, 그리고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RFID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본사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 위치해 있으며 전 세계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약 30,000
명의 임직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71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averydennison.com 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 60 (14807)

Tel.    02-3406-6200 
Fax.  02-3406-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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