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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a leader in technologies that help food packaging companies keep foods 
fresher, better tasting and more accessible to people around the globe.

사업부FOOD CARE

각 식품 분야별 제품의 특징에 최적화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포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사의 사업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식품 패키징 솔루션 시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Market We Serve

실드에어 Food Care  사업부는 식품 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면서, 

최적의 포장재 사용을 통하여 식품의 저장성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이를 통해,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자원의 낭비를 줄여주며,

포장재 및 포장설비에 대한 풍부한 노하우 등 전문성과 혁신성으로 식품의 안전에 기여합니다.  

Global Packaging Expertise

•신선육 (Fresh Meat) •가공육 (Processed Meat) •계육 (Poultry)

•생선 및 해산물 (Fish & Seafood) •즉석 조리 제품 (Ready Meal) •치즈 및 유제품 (Cheese & Dairy) •야채 및 과일 (Produce) 

미국 아트랜타 / 프랑스 파리 / 중국 상하이 

PACKFORUM   
FACILITY

Ⓡ

전세계 1,500명 이상의 연구원, 엔지니어, 기기 및 설비 전문가들과 56개의 

해외 연구소 및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드에어의 모든 포장 솔루션과 

포장 설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상설 전시관 팩포럼(PACKFORUM) 혁신 

및 교육 센터를 미국, 중국, 유럽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Knowledge / Accountability / Alignment / Collaboration

 

ㆍ비용 개선 및 마진 증대 ㆍ 매출 증대 ㆍ 식품 안전 강화

ㆍ제품 세분화 ㆍ 혁신적인 제품 개발 가능

ㆍ머쳔다이징 효과 ㆍ 매장 내 위생 관리

To Retailer 리테일러 

ㆍ일관성 있는 제품 품질 ㆍ 식품 안전성

ㆍ요리 시간 단축 ㆍ 유통 기한 연장 ㆍ 신선함 및 위생 ㆍ 편리함

ㆍ제품 정보 : 레시피 ㆍ 영양 성분 ㆍ 원산지

To Consumer  소비자

4 5

Food Care Focus  푸드 케어 사업부의 핵심 가치Total Packaging Solution Provider

 Packaing Solutions offer many advantages  

패키징 솔루션 사용을 통한 부가 가치 창출

식품 포장에 특화된 전문 영업, 마케팅, R&D, 설비 엔지니어팀이 협업하여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고객 맞춤 포장재, 포장 설비 및 

포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토탈 푸드 패키징 사업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Sustainable)하며 혁신적인 솔루션 제공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안전과 질을 보장하여 

건강한 커뮤니티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식품 포장의 선두주자로써 실드에어 푸드 사업부는 유통 기한 연장, 식품 안전성 제고, 생산 효율성 증대 및 브랜드의 차별화 등 

4가지 핵심 가치를 고객사에 전달하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Key Value Drivers

식품 안전
실드에어는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운영 효율성
귀사의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품, 시스템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통 기한 연장 
혁신적인 패키징 시스템을 통해 유통 기한을 연장하여 음식물 쓰레기 낭비를 방지합니다.

브랜드 구축 
제품의 가치를 증대시켜주는 다양한 패키징 솔루션을 통하여 브랜드 구축 및

경쟁사 제품 대비 차별화에 기여합니다.

전문성 및 컨설팅 제공
제품 공동 개발

글로벌 지원

정보 제공

SA

LES      
                                        R&D                                    MARKETING                   TECHNICAL S

ER
VI

CE
 

포장 설비

포장재

포장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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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ovacⓇ Barrier 
Bone in Meat Bags
진공 수축 포장지

CryovacⓇ Optidure Bags
기능성 진공 수축 포장지

CryovacⓇ Optidure Bags

뼈 있는 신선육에 특화된 수축 포장지

적용 분야 소고기, 돼지 고기, 양고기

특   징

① 높은 제품 보호 기능 

② 드립 감소 

③ 높은 투명도와 선명함으로 

    제품 브랜드력 강화

적용 분야 

신선육, 가공육, 블럭 치즈

적용 분야 

닭고기, 오리고기

Bone Guard Bag

뼈 있는 신선육 제품의 

최적화된 포장지로 유통 중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제품 보호

최신 기술의 다층필름으로 

뛰어난 필름 강도, 높은 투명성 및 

오버랩 실링성이 우수한 포장지

BX Guard

신선육의 돌출된 뼈 부위를

튼튼한 재질의 필름을 

추가하여 강화된 보호 

기능으로 안심하고

유통 가능

E Bag
계육(닭고기, 오리) 전용 프리미엄백으로 

최적의 산소 투과성을 갖는 견고한 

재질의 필름으로, 제품 외관을 향상시키고, 

이취 발생을 억제하여 줌

그립 앤 티어(Grip & Tear) 적용 가능

VACUUM
SHRINK BAG
PACKAGING

Food Packaging Solution

 저온 또는 일반 수축 포장지 : 

수축성과 산소 차단성이 뛰어나 

제품의 신선도(유통 기한) 연장에 

기여하며 특히 뼈 없는 육류에 

최적화된 진공 수축 포장지

CryovacⓇ Barrier Bags for Boneless
진공 수축 포장지

CryovacⓇ Grip & Tear and Quick Rip Bags

Grip & Tear

Quick Rip

CryovacⓇ Barrier Bag은 뛰어난 산소 차단성과 수축성으로 육즙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존성을 증대시키며, 제품 외관을 향상시켜줌

이지 오픈 디자인으로 간편하고 편리한 개봉 

특   징  ① 뛰어난 수축성 ② 개선된 밀봉성 ③ 높은 산소 차단성

적용 분야 소고기, 돼지고기

적용 분야 소고기, 돼지 고기, 육가공품, 즉석 조리 제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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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ovacⓇ SealappealⓇ OSF
(Ovenable Shrink Film)                             
오버랩 MAP 패키징으로 전자레인지 및 

오븐 전용 필름. 최고 200℃에서 2시간까지 

사용 가능. 포장된 제품을 별도의 개봉 없이 

소비자가 편리하게 오븐 및 전자레인지에 

조리 가능

우수한 차단성 및 방담 기능을 가진 

MAP 가능한 수축 필름으로 

트레이 없이도 적용 가능

계육 포장에 최적화되고 내구성이

좋은 수축 필름

특   징  ① 식품 안전 

 ② 요리의 편리성 

 ③ 맛의 품질 유지

적용 분야 통닭, 부분육, 절단육, 간편 조리 제품

특   징  ① 다양한 포장 형태에 적용 가능

 ② 리테일용 포장 형태 

 ③ 샘 방지 

 ④ 우수한 투명성

 ⑤ 인쇄 가능

 ⑥ 살균 및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특   징  ① 높은 투명도로 신선함  부각  

 ② 샘 방지

 ③ 방담 기능 가능

적용 분야 모든 식품 적용 가능

 (신선육, 가공육, 치즈, 

 간편 조리 제품, 피자)

 LID Film : 트레이 탑 필름으로 

차단성, 투명성, 방담성이 뛰어난 

필름으로 다양한 수축성 필름 보유

CryovacⓇ MirabellaⓇ

트레이의 높이를 최소화화면서 육색을 살리고 유통 및 포장 비용을 최소화한  

신개념 MAP 포장

적용 분야 소고기, 돼지고기 등 신선육

CryovacⓇ SealappealⓇ PSF
(Presentation Shrink Film)                                   
기존의 MAP 포장에 비하여 탁월한 투명성을 갖는 필름

단일재질의 필름과 트레이를 사용한 친환경적인 제품

특   징  ① MAP 신선육 Case Ready에 최적화 ② 제품의 신선도 부각 ③ 우수한 씰링성

적용 분야 소고기, 돼지고기 등 신선육의 Case Ready, 과일, 채소

CryovacⓇ BDF

CryovacⓇ SES

Food Packaging Solution

FOOD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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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월한 성형성과 내구성 및 산소 

차단성을 자랑하는 열성형 포장의 표준 

Rigid Film 

Easy Open Film

Reclosable Film

고투명성과 고차단성을 가진 다양한 두께와 재질의 포장재로써 열성형 포장기에 

최적화된 Sheet

소비자가 간편하게 개봉 할 수 있는 필름

개봉 후 재접착이 가능하여 포장 그대로 보관이 용이하게 설계된 필름

적용 분야 양념육, 수제 소시지, 슬라이스 햄

적용 분야 일반 가공품(핫바, 게 맛살, 햄, 베이컨, 소시지)

적용 분야 슬라이스 치즈, 슬라이스 햄

Food Packaging Solution

특   징  ① 우수한 산소 차단성 및 성형성 

               ② 유통 기한 연장

 ③ 높은 투명도

적용 분야 소시지, 햄, 베이컨, 치즈

DarfreshⓇ Skin
혁신적인 DarfreshⓇ Skin은 제품의 신선도 유지와 유통 기한 연장을 가능하게 하며 

제품 외관을 완벽하게 밀봉하여 상품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포장

특   징  ① 주름 없는 진공 형태로 유통 기한 연장 

 ② 완벽한 씰링으로 우수한 산소 차단성 

 ③ 실 제품처럼 완벽한 프렌젠테이션

 ④ 입상 진열용으로 브랜드 가치 증대 

 ⑤ 최소의 패키징 크기

적용 분야 냉장 및 냉동 제품, 간편 조리 제품, 신선육, 가공육, 해산물

특   징  ① 이지 오픈 기능 ② 샘 방지 ③ 필름 사용량 절감

적용 분야 냉장 및 냉동 제품, 간편 조리 제품, 신선육, 가공육, 해산물

CryovacⓇ DarfreshⓇ on Tray
다양한 신선육 및 간편 조리 제품을 위한 최적의 진공 포장지로 

유통 기한 연장이 가능하여 맛과 신선도 유지

Bottom Film
우수한 열성형성과 씰링성 및 산소 차단성으로 제품의 유통 기한을 확보하고 

살균 기능

종   류  고차단 필름, 레토르트 필름, 냉동용 필름, 이지필 필름, 합지용 베리어 실런트

Printed Top Film                              
제품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지원 및 이지 오픈/휨 방지 기능

Food Packaging Solution

CRYOVAC
THEMOFORM
MATERIALS

DARFRESH
VACUUM
SKIN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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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ovacⓇ

액상 포장 솔루션

외식, 급식 등 B2B용 대용량 액상 

제품에 특화된 포장으로 샘 방지를 

위한 특수 실링, 살균 처리 및 

Hot Fill이 가능한 고차단성 필름

특   징  ① 유통 기한 연장 및 강한 내구성

 ② 신선하고 편리한 보관

 ③ 다양한 포장 형태로 공급 가능

적용 분야 소스, 스프, 오일, 드레싱, 토핑, 

 피클 등 푸드 서비스 제품

CryovacⓇ VPP

BIB (Bag In Box)

 최상의 맛과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간편식을 겨냥한 

패키징 솔루션

Simple StepsⓇ

Ovenable Film

소비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다양한 메뉴를 간편하게 조리 할 수 있는

HMR에 최적화된 전자레인지용 전용 포장

포장된 상태 그대로 오븐에 조리가 가능한 오븐 전용 필름

특   징  ① 입상 진열 가능          ② 전자레인지 등 열조리 가능 

 ③ Self Venting 기능    ④ 편리한 이지 오픈 기능 

적용 분야  간편 조리 제품, 도시락

적용 분야 양념된 모든 신선육(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해산물

BIB(200 Liter) 
IBC(1,000~1,500 Liter)

Food Packaging Solution

Bone Guard & 
Absorbents
본 가드 뼈 있는 신선육 제품의  

진공 포장 시 핀홀을 방지하기 

위하여 뼈 부위를 보호하는 제품

흡습 패드 진공 포장용 또는 일반 

트레이용 패드로 흡수성과 보수력이 

뛰어난 다양한 제품 보유

Food Packaging Solution

• 50ml~20 Liter 액상 포장

• 다양한 Dispensor에 적용 

• 2~25 Liter 액상 포장

• Aseptic 포장

• 다양한 종류의 Cap 공급 가능

Flavour MarkTM 
Aseptic Packaging

• Aseptic 전용 포장 시스템

• 0.5~4 Liter 포장

• 200~1,500 Liter 포장

• 산업용 대형 액상 포장

READY MEAL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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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ovacⓇ

액상 포장 솔루션

외식, 급식 등 B2B용 대용량 액상 

제품에 특화된 포장으로 샘 방지를 

위한 특수 실링, 살균 처리 및 

Hot Fill이 가능한 고차단성 필름

특   징  ① 유통 기한 연장 및 강한 내구성

 ② 신선하고 편리한 보관

 ③ 다양한 포장 형태로 공급 가능

적용 분야 소스, 스프, 오일, 드레싱, 토핑, 

 피클 등 푸드 서비스 제품

CryovacⓇ VPP

BIB (Bag In Box)

 

Cryovac  Pro Aseptic Solution
특   징

적용 분야  유음료군(우유, 쉐이크, 크림, 크리머, 요거트),

 음료군(유아 음료, 주스, 에너지 음료, 스포츠 음료, RTD 커피, RTD 차), 흰색 우유 

BIB(200 Liter) 
IBC(1,000~1,500 Liter)

Food Packaging Solution

Absorbents 
& Bone Guard 
본 가드 뼈 있는 신선육 제품의  

진공 포장 시 핀홀을 방지하기 

위하여 뼈 부위를 보호하는 제품

Food Packaging Solution

•50ml~20 Liter 액상 포장

•다양한 Dispensor에 적용 

•2~25 Liter 액상 포장

•Aseptic 포장

•다양한 종류의 Cap 공급 가능

Flavour MarkTM 
Aseptic Packaging

•Aseptic 전용 포장 시스템

•0.5~4 Liter 포장

•200~1,500 Liter 포장

•산업용 대형 액상 포장

PRO ASEPTIC OTHERS① 유통 기한 연장으로 식품의 신선도 및 품질 유지

② 식품 원료 성분 그대로의 보존 : 맛과, 색감 유지 및 영양소 손실 적음

③ 전자 레인지 사용 가능

④ 알카리성 제품 또는 산도가 낮은 제품의 포장 가능

⑤ 다양한 포장 디자인으로 제품 차별화

Cryovac Aseptic Pouch Machine Pro-A2
아셉틱 파우치 포장 설비

    UHT(Ultra High Temperature) 과정을 

거친 전처리된 식음료 제품의 무균 포장 

시스템. 포장 후 별도의 가열이 불필요하여 

제품 자체의 신선도 보존성이 뛰어난 

스탠딩 파우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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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PACKAGING SYSTEMS

당사의 식품 포장 시스템은 고객사의 생산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원스탑 패키징 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ur integrated packaging systems help maximize operational efficiency, 
while delivering you a wide range of packaging solutions for your business.

식품 포장 장비 시스템

Food Care Packaging Solution

실드에어 장비 제공 시스템

기기 설치 및 기기 교육 설비 감사 및 AS 서비스
고객맞춤 설비 컨설팅 및 

레이아웃 드로잉 제공

용도  진공 스킨 포장기

크기  8888 X 1105 X 2050 (단위: mm) 

속도  분당 사이클 5회~10회

용도  MAP 포장기

크기  3010 X 1110 X 2037 (단위: mm) 

속도  분당 사이클 12회

TSA 680

용도  진공 스킨 포장기 

크기  5368 X 1021 X 2050 (단위: mm) 

속도  분당 사이클 4회~8회

TFS 407 skin Darfresh

TFS 607 skin Darfresh

Food Care Packag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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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복식 챔버 진공포장기

크기  1676 X 1067 X 1194 (단위: mm) 

속도  분당 사이클 2회~2.5회

용도  복식 챔버 진공포장기

크기  2388 X 1156 X 1667 (단위: mm) 

속도  분당 사이클 2회~2.5회

용도  로타리 진공포장기

크기  5640 X 3735 X 2205 (단위: mm) 

속도  분당 포장 30팩

Ⓡ 2100 Double Chamber Vacuum

3000 Double Chamber VacuumⓇ

CryovacⓇ 8600 Rotary Chamber

Food Packaging SolutionFood Packaging Solution

용도  진공 스킨 포장기

크기  8888 X 1105 X 2050 (단위: mm) 

속도  분당 사이클 5회~10회

용도  MAP 포장기

크기  3010 X 1110 X 2037 (단위: mm) 

속도  분당 사이클 12회

TSA 680 Automatic traysealer 

용도  진공 스킨 포장기 

크기  5368 X 1021 X 2050 (단위: mm)  

속도  분당 사이클 4회~8회

TFS 407 Darfresh   Vacuum skin

TSF 607 Darfresh  Vacuum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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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ovac STE98-600

Cryovac WR81-600

용도  스프레이 타입 수축기

크기  1250 X 900 X 1821 (단위: mm)

속도  분당 6m~48m

Food Packaging Solution

용도  물기제거기

크기  2015 X 1100 X 1615 (단위: mm)

속도  분당 5.5m~28m

Cryovac VS9X
용도  벨트타입 진공포장기

크기  3990 X 1350 X 2300 (단위: mm) 

속도  최대 분당 사이클 3회

Cryovac VS95TS
용도  벨트타입 진공포장기

크기  4305 X 1260 X 1890 (단위: mm)

속도  최대 분당 사이클 3.3회

Cryovac VS2X
용도  벨트타입 진공포장기

크기  2452 X 1029 X 1649 (단위: mm)

속도  최대 분당 사이클 2.5회

Food Packaging Solution



실드 에어 코리아(주)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23 그라테아 2층

R&D 센터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안로 41 (우) 12774

부산 사무소 

대표 번호 02 408 5678

FAX 02 3456 6499

http://www.cryovac.com/AP/KR/

식품 패키징 및 패키징 설비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실드에어 코리아㈜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본사  개요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주 샬롯(Charlotte, NC)에 본사가 있으며 

 전 세계 175개국에 영업망과 145개 공장 보유

근무  현황  글로벌 인원 14,000명, 한국 지사 45명 [2017년 기준]

한국  지사  실드에어 미국 본사가 100% 투자한 한국 법인

대표 브랜드  푸드 패키징 솔루션의 CryovacⓇ

GLOBAL FACTS & FIGURE 전 세계 1,500명 이상의 연구원, 엔지니어, 기기 및 설비 전문가들

  전 세계 56개의 연구소 및 실험실 운영

  3,600개 이상의 특허권 보유

  9,300개 이상의 상표권 보유

  미국, 중국, 유럽에 3개의 인터네셔널 팩포럼(Packforum) 혁신 및 교육 센터 운영

AWARDS & RECOGNITION  
  

  

  

  
패키징 부문의 다양한 상 수상

Fortune's Most Admired Company #1 Packaging & Container :      
미국 Fortune지 선정,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4년 연속 수상      
The Dupont Excellence in Continuing Innovation Award 2016년 수상      
The 29th Dupont Awards for Diamond Finalist 2017년 수상      
Flexible Packaging Assn(FPA) Highest Achievement Award 2015년 수상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로21 명륜역 대원칸타빌 1414호 (우)47713 전화 051 552 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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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23 그라테아 2층

R&D 센터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안로 41 (우) 12774

부산 사무소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로21 명륜역 대원칸타빌 1414호 (우)47713 

www.cryovac.com/AP/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