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모음집에서 소개하는 친환경 패키지용지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재생 펄프 함유율 등은 원료 수급 상황 및 생산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패키지용지 
리스트 

친환경적 요소 외에도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중성지，식품 용기 적합성，
어린이 완구 안전 준수 여부도 함께 표기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상품명
FSC® 
인증

재생 펄프
함유율

비목재 펄프 
함유율

무염소 
표백 펄프

탄소 중립 그린 에너지 중성지
식품 용기
적합 인증

어린이 완구 
안전 (유럽연합)

네이처팩 FSC® 대나무 펄프(베이지) 100%
대나무 펄프(화이트) 65%~ ◯

팹틱트링가 FSC®

LP매트 FSC® ECF

라이덜 FSC® 100% ECF 열병합발전 ◯ ◯

커피 FSC® 40% ECF 열병합발전

뱅가드 FSC® 30% ECF 열병합발전

코코아 FSC® ECF 열병합발전

리시코 FSC® 100% ECF ◯ ◯

시로에코 FSC® 100% ECF ◯ 수력발전 ◯

E-보드 FSC® 70~100%

GA크라프트보드 FSC® 100%

그문드유즈드 FSC® 100% ECF ◯
수력，

태양열발전
◯

크리에이티브보드 FSC® 100% ◯ ◯

아인스블랙 FSC® 100% ◯ ◯

바이오사이클 FSC® 100% 
（재생지만 해당）

천연 추출물 
약 50% ECF

수력，

태양열발전
◯

리핏 FSC® 40% 섬유 부산물 15% ECF 수력발전 ◯ ◯

디프매트 FSC® 40% 이상
바가스 펄프
10% 이상 ECF

플로라 FSC® 30% 코튼 펄프10% ECF ◯ ◯

크러쉬 FSC® 40%
유기농 농업
부산물15% ECF ◯ 수력발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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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의 인증 마크로，지속 가능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로 만들어진 종이임을 뜻합니다．산림인증제도는 적절하게 관리된 숲과 그곳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식별케 해 
숲의 올바른 이용과 보전을 추구하며，FSC®  인증 마크는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 사용 가능합니다．

PEFC™ 
국제산림인증협약프로그램(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에 가입된 산림인증제도 아래 
관리된 목재를 사용했으며，숲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EMAS
유럽연합에서 인증하는 환경경영 및 감사 시스템(The EU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기업이 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ISO 14001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에서 제정한 환경경영 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 인증．
기업이 환경경영의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목표를 정한 뒤，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고，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ISO 900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시행하고 있는 품질경영 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생산과 제조 공정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에 부여됩니다．

GR 마크 
한국 국립기술품질원의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터에서 우수 재활용 제품에 부여하는 인증 규격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재활용 제품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 품질이 뛰어난 제품에만 부여됩니다．

블루 엔젤 
독일에서 시작된 가장 오래된 친환경 인증．제품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는 제품에만 
부여됩니다．

그린 실 
미국의 환경 인증 기관 그린 실(Green Seal™ )에서 성능，건강，지속 가능성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별된 
자원 절약 제품 및 서비스에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친환경 인증 마크 국제 산림/ 환경경영 인증，국가 또는 비영리 기관의 친환경 인증，다양한 환경친화적 소재，그린 에너지 활용 여부，안전 관련 인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산림 /
환경경영 
인증 

친환경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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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마크

재생지 엄선된 재생 펄프로 만든 재생지임을 뜻합니다．  

비목재지 
식재료나 섬유 가공 시 발생한 부산물 등을 원료로 일부 활용하여 목재 펄프 사용을 줄인 종이입니다．
초콜릿을 만들 때 배출되는 코코아 껍질，대나무처럼 생장 주기가 빠르고 온실가스 흡수율이 높은 식물，
울이나 코튼 같은 섬유 부산물 등을 활용해 숲의 훼손을 줄이고，환경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무염소 표백 펄프 
ECF

펄프 표백 시 염소를 사용하지 않아 염소화합물이 생성되지 않고，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는 무염소 표백 펄프(Elementary Chlorine Free)를 사용했음을 뜻합니다．

재활용 가능 재활용되는 제품임을 뜻합니다．

생분해  생분해되어 환경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코튼 펄프 함유 코튼 펄프를 함유한 제품임을 뜻합니다．

탄소 중립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상쇄할 만한 활동(재생 에너지 인증서，탄소배출권 등 구매，
그린 에너지 활용，숲 조성 등)을 전개했음을 뜻합니다．

풍력발전 에너지 화석 에너지 대신 풍력발전 에너지를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음을 뜻합니다．

친환경 
소재 

친환경 
에너지

국제 산림/ 환경경영 인증，국가 또는 비영리 기관의 친환경 인증，다양한 환경친화적 소재，그린 에너지 활용 여부，안전 관련 인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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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에너지 화석 에너지 대신 태양열，열병합 등 그린 에너지를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음을 뜻합니다．

중성지 보존성이 뛰어난 중성지임을 뜻합니다．장기 보존이 필요한 문서나 도서 등에 널리 쓰입니다．

ISO 9706 
Long Life

영구 보관용 종이의 국제 기준인 ISO 9706에 부합함을 뜻합니다．종이의 pH값이 7.5~10 사이이며 
알칼리성 보존제(alkaline reserve) 2%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럽연합 어린이 완구 
안전기준 

유럽연합의 유아，어린이용 완구 품질 안전기준(EN71 Safety of Toys)에 부합하며，
독성 및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함을 뜻합니다．

유럽연합 화학 물질 
관리 규정 

REACH EC 1907/2006에 의거하여 화학 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평가，신고，허가를 제한하여 관리했음을 뜻합니다．

중금속 불포함 
유럽연합의 포장재와 포장재 폐기물 관련 지침(94/62/CE，Heavy-Metal Absence)에 부합하며，
중금속이 함유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함을 뜻합니다．

식품 용기 인증 식품 용기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뜻합니다．

친환경 인증 마크

친환경 
에너지

보존성

안전

국제 산림/ 환경경영 인증，국가 또는 비영리 기관의 친환경 인증，다양한 환경친화적 소재，그린 에너지 활용 여부，안전 관련 인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문켄퓨어 _150g/m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