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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 개발에 대한 요구 증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 각종 환경 규제 강화

 친환경 제품 개발에 대한 요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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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친환경 제품 개발 방법: ISO-TR-14062 (2002), Schischke (2005)

 6단계 친환경 제품 개발 절차

S1. Planning

S2. Conceptual design

S3. Detailed design

S4. Testing/Prototype

S5. Market launch

S6. Product review

• 제품 속성 선정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
• 환경 제품 개발 전략 선정
• 사업 환경 전망 (고객 요구, 법률/환경 규제, 시장 현황 등)

• 친환경 디자인 요소를 고려한 제품 스펙 결정
• Feasibility 검토 (환경기술, 경제적 측면)
• 제품 개발을 위한 supply chain 검토 (친환경 SCM)

• 친환경 설계 제원 결정
• Life cycle 시나리오 개발
• 조립/분해를 고려한 제품 설계

• 기존 환경 제품 benchmarking
• 시제품 개발
• Life cycle을 고려한 시제품 평가

• 고객에게 제품 및 제품 사용에 따른 가치 소개
• 품질, life cycle cost 등에 대해 고객과 communication 

(예: storytelling)

• 친환경 측면에서의 제품 impact 요인 평가
• 차기 제품 개선 요구사항 파악
• 차기 제품 혁신 전략 수립

design ideas

design concept

design solution

prototyp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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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친환경 제품 개발 방법: 환경산업기술원 (2010)

 6단계 친환경 제품 디자인 절차

S1. 제품 선정 및 모델링

S2. 제품 환경성 분석

S3.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S4. 개선 대상 부품 도출

S5. 전략 및 과업 도출

S6. 개념 설계

• 제품 성능 측정 및 분석
• 환경성 파라미터 분석
• 제품 모델링 – BOM 분석

• Life cycle thinking (LCT)

• Environmental quality function deployment (EQFD)
• Environmental benchmarking (EBM)
• 개선 대상 환경성 파라미터 선정

• EQFD 2단계
• 개선 대상 부품 도출

• 에코디자인 전략 선정
• 해결방안 도출

• 설계 대안 선정
• 설계 대안 평가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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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친화형 제품 개발의 필요성

 기존 친환경 제품 개발 시 환경 친화적(ecology-friendly) 특성을 주로 고려

 사용하기 편하고(ergonomics-friendly) 적절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economy-

friendly) E3 친화형 제품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요구됨

Ecology-friendly

Ergonomics-friendly Economy-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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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표

E3(환경, 사용자, 경제) 친화형 제품 개발 적용을 위해
E3 제품 설계 요소에 기반한 아이디어 생성 방법 개발

1. 기존 친환경 제품 benchmarking 
⇒ E3 제품 설계 요소 파악

2. E3 제품 설계 요소 기반의 E3 제품 아이디어 생성 방법 개발

3. 개발된 방법을 물 관련 문제(물 절약, 물 재활용, 식수)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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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 친화형 제품 아이디어 개발 절차

S1. 환경 제품 조사

S2. E3 제품 설계 요소 추출

S4. E3 친화형 제품 Concept & Idea 개발

S3. E3 친화형 제품 개발을 위한 문제 정의

범주 제품 설계 요소 생산
단계

사용
단계

폐기
단계

환경 친화적
요소

에너지 절약
(에너지 낭비
요소 최소화)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O O O
에너지 효율 증대 O O
폐에너지(폐열) 재사용 O O
폐열 발생 최소화 O O
보온/보냉 기능 향상 O
생산 방식 변경을 통한 에너지 사용 최소화 O

︙

자원 절약
(자원 낭비 요소

최소화)

원료 사용량 최소화 O O
친환경 대체 원료 사용 O O
잔여 자원 및 폐물질 재사용 O O
재료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생산공정 설계 O
설치 공간 절약 O

︙ O

환경 보호
(환경 파괴 영향

최소화)

폐수, 악취, 독성 물질, 환경호르몬, 이산화탄소 발생 최소화 O O
화학 성분 사용 최소화 O O O
손상(예: 부식, 마모, 누수, 누전) 발생 최소화 O
자연 분해성 극대화 O
환경 사랑 인식 고취 O O

︙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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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환경 제품 조사

 E3 친화형 제품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설계 요소(design aspect) benchmarking을

위해 다양한 환경 친화형 제품 조사

 제품 종류, 적용 기술, 특허 여부 등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제품 선정

 적용 예: 2011년 녹색성장 박람회 참가 또는 조달청 등록 친환경 인증 국내 제품을

선정하고 E3 측면에서의 제품 특성 분석 사례를 수록한 Design for Eco Life 

(유희천 외, 2012) 참조

열 효율을 증대시킨
손 건조기

세탁력 및 헹굼력을
향상시킨 절수 세탁기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식기

생활용수 재활용을 위한
저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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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 사례집: Design for Eco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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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 사례집: Design for Eco Life

제품 소개, 제품 특징 및 핵심 기술 정보 설명, 
E3 측면의 제품 가치,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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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E3 제품 설계 요소 추출

 선정된 제품의 제품 설계 요소(design aspect)들을 환경 친화적(ecology-friendly), 

사용자 친화적(ergonomic-friendly), 경제 친화적(economy-friendly) 측면에서 추출

범주 제품 설계 요소 생산
단계

사용
단계

폐기
단계

환경 친화적
요소

에너지 절약
(에너지 낭비
요소 최소화)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O O O
에너지 효율 증대 O O
폐에너지(폐열) 재사용 O O
폐열 발생 최소화 O O
보온/보냉 기능 향상 O
생산 방식 변경을 통한 에너지 사용 최소화 O

︙

자원 절약
(자원 낭비 요소

최소화)

원료 사용량 최소화 O O
친환경 대체 원료 사용 O O
잔여 자원 및 폐물질 재사용 O O
재료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생산공정 설계 O
설치 공간 절약 O

︙ O

환경 보호
(환경 파괴 영향

최소화)

폐수, 악취, 독성 물질, 환경호르몬, 이산화탄소 발생 최소화 O O
화학 성분 사용 최소화 O O O
손상(예: 부식, 마모, 누수, 누전) 발생 최소화 O
자연 분해성 극대화 O
환경 사랑 인식 고취 O O

︙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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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E3 제품 설계 요소 추출 (계속)

범주 제품 설계 요소 생산
단계

사용
단계

폐기
단계

사용자 친화적 요소
(사용성, 안전성 등)

설치 용이성 증대 O
사용 용이성 증대 O
관리 용이성 증대 O
폐기 용이성 증대 O
소음 발생 최소화 O
휴대성 향상 O
무게 적절성 증대 O
신속 정확한 사용 O
디자인 심미성 향상 O

︙ O

경제 친화적 요소
(비용 절감 등)

원가 절감 O
에너지 발생 비용(예: 전기료) 절감 O O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체제/제조공정 변경 O
설치 비용 절감 O
유지 보수 비용 절감 O
폐기 비용 절감 O
부품 교체 주기 향상 O
제품 내구성 향상 O
도난 방지 기능 향상 O

︙ O

⇒ 제품 아이디어 개발 및 제품 설계 시 guideline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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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E3 친화형 제품 개발을 위한 문제 정의

 기존 문헌 review 또는 사회적 issue 검토를 통해 환경 문제 정의

 적용 예: 다양한 세계적 문제들이 언급된 Drivers of Change를 활용하여 물 관련

문제에 대한 keyword 파악

Drivers of Change (Luebkeman, 2009) 

Drivers of Change에서 다루는 소재
• Poverty
• Urbanization
• Demographics
• Water
• Climate change
• Waste
• Energy

환경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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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s of Change의 물 관련 내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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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s of Change의 물 관련 내용 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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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제품 개발을 위한 문제 정의 예: 물 낭비 문제

물 절약 예

• 샤워 시간 1분 단축 ⇒ 1인당 월 2,600ℓ 물 절약 가능 (하루 90ℓ)

• 절수형 샤워 꼭지 사용 ⇒ 1인당 월 1,500ℓ 물 절약 가능 (하루 5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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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제품 개발을 위한 문제 정의 예: 수자원 재활용 문제

•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폐수를 재활용은 중요 issue

• 물 재활용의 경제성 고려 필요

(처리, 운송, 보관, 공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 vs. 물 재활용으로 절감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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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E3 친화형 제품 Concept & Idea 개발

 Brainstorming 등의 idea 개발 방법 이용

 파악된 E3 제품 설계 요소를 idea 개발 시 guideline으로 활용

Idea 발상 및 sketch

범주 제품 설계 요소 생산
단계

사용
단계

폐기
단계

환경 친화적
요소

에너지 절약
(에너지 낭비
요소 최소화)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O O O
에너지 효율 증대 O O
폐에너지(폐열) 재사용 O O
폐열 발생 최소화 O O
보온/보냉 기능 향상 O
생산 방식 변경을 통한 에너지 사용 최소화 O

︙

자원 절약
(자원 낭비 요소

최소화)

원료 사용량 최소화 O O
친환경 대체 원료 사용 O O
잔여 자원 및 폐물질 재사용 O O
재료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생산공정 설계 O
설치 공간 절약 O

︙ O

환경 보호
(환경 파괴 영향

최소화)

폐수, 악취, 독성 물질, 환경호르몬, 이산화탄소 발생 최소화 O O
화학 성분 사용 최소화 O O O
손상(예: 부식, 마모, 누수, 누전) 발생 최소화 O
자연 분해성 극대화 O
환경 사랑 인식 고취 O O

︙ O O

E3 제품 설계 guideline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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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E3 친화형 물 절약 제품 Concept 설정

A. 가정(화장실 및 주방)에서 일상 생활 가운데 낭비되는 물을
최소화를 위한 물 절약 장치

B. 가정 및 공공기관에서 버려지는 가급적 깨끗한 물(예: 간단한
세척에 사용된 물, 마지막 세탁 헹굼 물 등)을 수집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및 장치

C. 물 하루 권장 섭취량(예: 성인의 경우 2ℓ)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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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 E3 친화형 물 절약 제품 Concept 예

건강을 위해 물 하루 권장 섭취량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병
• 물 섭취량을 감지하는 sensor

• 하루 물 섭취 정보를 표시해주는 display

• 물 섭취 정보를 smart phone으로 전송해주는 networking 기능

• 누적 물 섭취 통계를 시각화해주는 smart phon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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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친화적 측면
• 기존 제품 대비 제품 개발 시 소요되는 자원 및 에너지 감소 측면
• 제품 개발 단계에서의 폐수, 이산화탄소, 화학 성분 등 발생 여부
• 제품 수명 및 내구성
• 물 절약 효과
• 제품의 자연 분해성 (예: 생분해성 plastic)

 사용자 친화적 측면
• 사용, 관리 용이성
• 안정성, 정확성, 오조작 방지
• 디자인 심미성

 경제 친화적 측면
• 제품 생산을 위한 생산 공정 설계 비용
• 제품 운송, 판매, 설치, 관리 비용
• 건강 증진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 환원

S4. Idea 구체화 시 고려 사항

범주 제품 설계 요소 생산
단계

사용
단계

폐기
단계

환경 친화적
요소

에너지 절약
(에너지 낭비
요소 최소화)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O O O
에너지 효율 증대 O O
폐에너지(폐열) 재사용 O O
폐열 발생 최소화 O O
보온/보냉 기능 향상 O
생산 방식 변경을 통한 에너지 사용 최소화 O

︙

자원 절약
(자원 낭비 요소

최소화)

원료 사용량 최소화 O O
친환경 대체 원료 사용 O O
잔여 자원 및 폐물질 재사용 O O
재료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생산공정 설계 O
설치 공간 절약 O

︙ O

환경 보호
(환경 파괴 영향

최소화)

폐수, 악취, 독성 물질, 환경호르몬, 이산화탄소 발생 최소화 O O
화학 성분 사용 최소화 O O O
손상(예: 부식, 마모, 누수, 누전) 발생 최소화 O
자연 분해성 극대화 O
환경 사랑 인식 고취 O O

︙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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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1/3)

 E3 측면에서 추출된 제품 설계 요소들을 제품 개발 아이디어에 반영

⇒ 제품 개발 시 환경 친화적 측면뿐 아니라 사용자 및 경제 친화적 측면 함께 고려

 제품의 생산, 사용, 그리고 폐기 단계에 따른 E3 제품 설계 요소들 파악

⇒ 제품 life-cycle 전반에 대해서 제품의 E3 친화적 효과가 체계적으로 고려된 제품

아이디어가 개발될 수 있음

 보다 comprehensive한 E3 친화형 제품 설계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기존 제품 benchmarking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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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2/3)

 제품 기획 및 concept 설계 단계 일부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

S1. Planning

S2. Conceptual design

S3. Detailed design

S4. Testing/Prototype

S5. Market launch

S6. Product review

• 제품 속성 선정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
• 환경 제품 개발 전략 선정
• 사업 환경 전망 (고객 요구, 법률/환경 규제, 시장 현황 등)

• 친환경 디자인 요소를 고려한 제품 스펙 결정
• Feasibility 검토 (환경기술, 경제적 측면)
• 제품 개발을 위한 supply chain 검토 (친환경 SCM)

• 친환경 설계 제원 결정
• Life cycle 시나리오 개발
• 조립/분해를 고려한 제품 설계

• 기존 환경 제품 benchmarking
• 시제품 개발
• Life cycle을 고려한 시제품 평가

• 고객에게 제품 및 제품 사용에 따른 가치 소개
• 품질, life cycle cost 등에 대해 고객과 communication 

(예: storytelling)

• 친환경 측면에서의 제품 impact 요인 평가
• 차기 제품 개선 요구사항 파악
• 차기 제품 혁신 전략 수립

design ideas

design concept

design solution

prototype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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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3/3)

 추후 진행 사항: 아이디어 구체화 및 E3 친화형 제품 설계

 Brainstorming 등을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아이디어 평가: E3 친화적 측면(친환경성, 사용성, 경제성)에서의

아이디어 평가 framework 개발 및 평가 적용

 시제품 제작 및 평가

 제품 상용화 추진

범주 제품 설계 요소 생산
단계

사용
단계

폐기
단계

환경 친화적
요소

에너지 절약
(에너지 낭비
요소 최소화)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O O O
에너지 효율 증대 O O
폐에너지(폐열) 재사용 O O
폐열 발생 최소화 O O
보온/보냉 기능 향상 O
생산 방식 변경을 통한 에너지 사용 최소화 O

︙

자원 절약
(자원 낭비 요소

최소화)

원료 사용량 최소화 O O
친환경 대체 원료 사용 O O
잔여 자원 및 폐물질 재사용 O O
재료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생산공정 설계 O
설치 공간 절약 O

︙ O

환경 보호
(환경 파괴 영향

최소화)

폐수, 악취, 독성 물질, 환경호르몬, 이산화탄소 발생 최소화 O O
화학 성분 사용 최소화 O O O
손상(예: 부식, 마모, 누수, 누전) 발생 최소화 O
자연 분해성 극대화 O
환경 사랑 인식 고취 O O

︙ O O

제품 아이디어 평가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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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POSTECH 에코디자인 특성화 대학원
http://eco.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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