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very Dennison Greenprint™:

Global MDO™ vs. PE85
더 적게 사용하고, 더 많이 기대하세요

Avery Dennison Greenprint™ 
평가 툴

Avery Dennison Greenprint™란?

Avery Dennison Greenprint™ 방법론이란, 수명 주기 기반의 환경 성능 평

가 툴입니다. 이 방법론에 제시된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재료의 생산부터 출

하 및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비교 평가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는 기

존 사용되는 제품의 개선 방향을 알려주는 정보로, 풋프린트 데이터로 해석

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에서 몇 가지 중요한 수치를 볼 수 있지만, 수치의 정

확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툴에 사용된 참조 데이터는 기존의 주요 데

이터(해당 경우)와 업계 평균 정보를 조합한 것입니다.

본 사례 연구의 목표:

1,000,000m2의 Global MDO 라벨과 PE85 라벨을 합지 및 재단하여 수

명 주기를 평가하고 이들 제품의 생산과 폐기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한 것입니다. 두 가지 제품 모두 표면지, 점착제, 실리콘, 이형지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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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구성 요소:

이 연구에 사용된 두 라벨은 다르지만 비교 가능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

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표면지:
Global MDO는 기계 방향으로 일축연신 된 표면지를 사용하며, PE85는 

폴리에틸렌 표면지를 사용합니다.

점착제:
Global MDO에는 ClearCut™ S7000, PE85에는 S692N 등 두 라벨 모

두 서로 다른 에멀젼 점착제를 적용하였습니다.

이형지:
Global MDO는 실리콘 처리된 필름 이형지(PET23)를 사용하며, PE85

는 실리콘 처리된 백색 글라신 종이 이형지(BG40WH)를 사용합니다.

표면지: PE85          85 μm

이형지: BG40WH         55 μm

표면지: Global MDO         50 μm

이형지: PET23            23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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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주기 범위

Avery Dennison Greenprint™ 비교 결과:
1,000,000m2의 Global MDO – S7000 – PET23 vs. PE85 – S692N – BG40WH

Avery Dennison Greenprint™의 효과:
1,000,000m2의 PE85 라벨을 Global MDO로 교체하면 다음과 같은 환경적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수명 주기를 기반으로 한 에이버리데니슨의 Avery Dennison Greenprint™는 PE85 대신 Global MDO를 사용하면 환경 풋프
린트를 줄일 수 있으며 컨버터와 엔드유저에게 지속 가능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용유통 폐기제조원자재

차이점 19% 절감 43% 절감 20% 절감 25% 절감61% 절감사용하지 않음

화석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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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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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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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톤-
고형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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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효과 환경적 혜택(연간)

화석 연료

나무

물

에너지

온실가스

고형 폐기물

배럴의 석유 절약

그루의 나무 절약

리터의 물 절약. 1,943명의 식수량과 동일

메가줄(MJ)의 전기 절약. 69.3가구의 전기 사용량과 동일

톤의 CO2 감소. 자동차 14.2대의 도로 배출량과 동일

톤의 폐기물 감소. 48.8가구에서 생성되는 폐기물 양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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