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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위해 환경 친화적 제품 개발의 요구가 대두됨

▣ 에코디자인 제품(eco-friendly product)

제품의 전과정(product life-cycle)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 피해를 감소시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하고 제품기능과 품질 경쟁력을 제고한 환경 친화 제품

Bio 오가닉 코튼

워터리스 소변기PLA 소재의 커피컵

친환경제품디자인 (Eco-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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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녹색 상품과 녹색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장려
환경마크와 탄소성적표지 제도 운영

산업체

청정생산체제와 전과정 평가 활용

학교∙연구소

녹색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에코디자인 연구 및 관련 교재의 개발

친환경 에코디자인
제품 개발 동향

에코디자인관련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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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에코디자인제품사례집발간을통한

친환경제품에대한인식및에코디자인의중요성제고

사례집 발간 목적

▣ 에코 관련 교과의 부교재로 활용

▣ 에코디자인 제품 설계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이해 및 에코디자인의 중요성

인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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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제품 사례집 개발 프로세스

S2. 업체 수록 제품 선정

S3. 제품 관련 자료 조사 및 정보 획득

S4. 제품 정보 체계화 및 분류 기준 수립

S5. 편집 및 디자인

S6. 사례집 발간 및 교수용 PPT

S1. 에코디자인 제품사례 및 업체 조사
• 2011 녹색성장 박람회 참가업체
• 조달청 인증 등록 업체

• 국가 인증 마크 공인 성적서 첨부
• 제품 정보 확인 출판 동의

• 7개 분류 기준: 생활용품, 전자제품, 
물, 건축자재, 공공시설, 환경,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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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업체명 소개품목 No. 업체명 소개품목

1 ㈜웰바스 인공지능 자동 절전기 21 ㈜리워터코리아 양변기용 세면수 재활용 장치

2 ㈜프레스턴 프레스턴 자펀치 22 ㈜보라산업 위터리스 소변기

3 ㈜홈케어 친환경 PLA 유아용품 23 ㈜삼진산업 도배용 수성 페인트

4 ㈜에코준 오리지널 그린컵 24 ㈜블라인드 팩토리 외부블라인드

5 ㈜창화산업 일회용 식품용기 25 ㈜에스헤이번 컨테이너형 시스템 부스

6 ㈜지씨텍 친환경 일회용기 26 ㈜동양벤드 친환경 복합 강관

7 ㈜애경산업 세탁세제 27 ㈜우림매스틱 공업 에코쿨루프 시스템

8 ㈜에코웍스 친환경 바이오기술 면제품 생산 28 ㈜스페이스링크 손건조기

9 인천대 해양 사업단 화장품 원료 29 ㈜E&HC 자가발전형 운동기구

10 ㈜이담테크 탈취제, 제습제 30 ㈜아시아젠트라 맨홀 뚜껑

11 ㈜오토원 친환경 탈취제 31 ㈜에코탑 다공성 환경 복원 블록

12 ㈜대륙기술 반사캡 32 ㈜Eco & Bio 옥상녹화시스템

13 ㈜자연생각(윌비스) 유기농 면 위생용품 33 ㈜바이오스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14 ㈜LG 전자 세탁기 34 ㈜에코세이브 캔 무인 자동 회수기

15 ㈜모뉴엘 친환경 컴퓨터 (소나무 PC) 35 ㈜즐거운 미래 액상제성제 및 제설 방재 시스템

16 ㈜에코티스 스마트 토너 시스템 36 ㈜아하에너지 상호역회전 풍력발전기

17 ㈜유환아이텍 친환경 프로젝터 37 ㈜오선텍 수소발생기

18 ㈜한국수와로 수도꼭지 38 ㈜ 다산컨설턴트 중금속 처리기술

19 ㈜한국수도관리 샤워기 39 ㈜ 에스아이비 수질정화장치

20 ㈜대림바스 양변기 40 그린파이오니아 환경오염진단키트

업체및친환경제품선정

▣ 2011년 녹색성장 박람회 참가 또는 조달청 등록 친환경 인증 제품

▣ 사례집 수록된 40개 업체 및 제품

SUB구③

SUB구②

SUB구④

SUB구⑤
인체감지 센서

인체감지
센서 연결부

MAIN구①

본체

열 효율을 증대시킨
손 건조기

전기 절약형 멀티탭

세탁력 및 헹굼력을
향상시킨 절수 세탁기

단백질 분해 효소를 이용한
순면 제품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식기

악취 제거 제품

생활용수 재활용을 위한
저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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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분류기준

구 분 제품 분류

생활용품 사무용품 식품용기 섬유/세제 탈취제
잡화

(화장품 원료)

전자제품 세탁기 PC 토너공급기 프로젝터

물 수도꼭지 샤워기 양변기 소변기

건축자재 벽지 블라인드 컨테이너부스 강관 쿨루프 기술

공공시설 손 건조기
자가발전형
운동기구

맨홀뚜껑
다공성
환경블록

옥상녹화
시스템

환경 음식물처리기
캔, 페트병
자동회수기

액상제설제 및
방재시스템

에너지 풍력발전기 수소발생기
지하수중금속
처리기술

수질정화
시스템

수질오염진단
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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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례집: Design for Eco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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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례 Page 1: 제품소개

 제품명

 기업 소개

 제품 개요

 제품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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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례 Page 2: 제품특징및핵심기술

 제품 특징 및 핵심기술

 기존 제품 및 동종 친환경제품과의

차별성

 기술을 설명해 주는 그림과 사진

 제품 관련 특허번호

알짜상식: 전문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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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례집 Page 3: 제품가치분석

 제품 가치 분석

 친환경 효과: 환경에 미치는 효과 정리

 경제적 효과

 사용성 효과: 사용자들이 제품 사용 시

느끼는 편리성 등을 설명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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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례집강의용 PPT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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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례집강의용 PPT 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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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및사례집활용방안

▣기대효과

- 국내에코디자인제품개발성과소개

- 국내에코디자인제품개발의현주소점검

▣ 활용 방안

- 대학및교육기관의부교재로활용

- 환경친화적제품개발에아이디어제공

- 일반인들: 친환경제품에대한지식기반확대

- 제품생산방향설정시실용적활용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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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의

▣본 연구에서 발간된 에코디자인 사례집의 보완점

- 에코디자인사례의범위확대 (예: 경영, 시스템, 서비스, 금융부분)

- 해외에코디자인제품사례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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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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