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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IDS

원료의 효율적 사용은 환경을 보호하고, 경
제적인 효율성도 증가시킵니다.

플라스틱은 21세기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원자재 또는 생산 공정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플라스틱 포장의 32퍼센트가 회수(매립, 소각 또는 재활용

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플라스틱 이슈는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입

니다. 플라스틱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몇 백년이 걸리는 문제와 더불어, 작은

입자의 형태(미세플라스틱)로 분해되어 인체로 흡수됩니다.

이런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최선의 전략은 플라스틱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재생 가능한 원료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IDS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

다.

포장 기계는 종이로 유연하고 환경친화적인 충전재를 생산합니다.

우리는 배송시 플라스틱 대신 종이만 사용합니다. 우선 박스에 넣는 충전재를 비

닐 버블랩에서 종이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구비한 포장 기계는 충전에 필

요한 길이만큼 종이를 만들어 냅니다. 선적 서류는 종이로만 제공됩니다. 또한 배

송 상자에 사용되는 접착 테이프도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재료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IDS의 물류 관리자 Kai Schrödter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이미 물류, 배송에서 플라스틱 재료를 95퍼센트 친환경 재료로 대체할 수 있었습

니다.”라고 설명합니다.

IDS는 배송뿐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도 플라스틱 줄이기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

다. 재활용이라는 주제는 모든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에게 받

은 충전재는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된 판지는 압축하여

새로운 재활용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라고 Schrödter는 설명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IDS는 지속 가능성에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운

송에 사용되는 모든 종이 재료는 이미 재활용 제품인 것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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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2019년 플라스틱 폐기물을 상당량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이 수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라고 IDS 품질보증팀 팀장 Sebastian Liepe는 말합니다.

동시에 원자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포장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IDS는 이산화탄소 저감 배송 등 자원 절약을 위한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운송 서비스 제공 업체로 전환한다면 이산화

탄소 배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롭게 생기는 녹지 지구는 환경에 분

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일회용 포장 없이 배송할 수 있

는 셔틀 포장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IDS는 이런 방식을 물건을 공급받거나 고객

에게 배송할 때 활용할 것입니다. 교환 가능한 적재 캐리어는 빈 컨테이너의 반환

을 방지하고 운송 자원을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IDS는 환경을 위한 이런 조치들이 올바른 방식이라 확신하고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자원 절약 솔루션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환경에 큰 차

이를 만들 것입니다.

IDS는 선적시 재활용 포장재만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