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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 증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환경보전의 중요성 증가

▣ 에코디자인 (eco-design)

에코디자인(Eco design)은 제품개발과 마케팅의 차원을 넘어 기업들의 지속가

능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

Bio 오가닉 코튼

워터리스 소변기PLA 소재의 커피컵

친환경디자인 (Eco-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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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녹색 상품과 녹색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환경마크와 탄소성적표지 제도 운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확립

산업체 및 연구기관

청정생산체제와 전과정 평가 활용
친환경 제품설계 모색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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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에코디자인

에코디자인관련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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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에코디자인 사례집

- 디자인/건축 분야 관련 에코디자인 사례 다수

- 재료 및 원료, 디자인적 가치 소개

- 천연소재 사용 제품 디자인 사례

- 건축분야 에너지 절약, 공간 시공 사례 소개

▣ 여러 분야의 에코디자인 사례 모음집 필요

- 에코디자인 제품 특징 및 기술적 가치 분석

- 기술적 가치에 중점을 둔 사례집 발간

에코디자인사례집관련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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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에코디자인사례집발간을통한

친환경제품에대한인식및에코디자인의중요성제고

사례집 발간 목적

▣ 에코 관련 교과의 부교재로 활용

▣ 친환경 제품 설계를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

▣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친환경 제품 이해 및 에코디자인의 중요성 인식

증보판 사례집 발간 목적

▣ 1차 사례집 보안 : 제품과 기술사례, 경영, 서비스 및 신사업 사례 추가

6



방법: 에코디자인 사례집 개발 프로세스

S2. 업체 수록 사례 선정

S3. 사례 관련 자료 조사 및 정보 획득

S4. 사례 정보 체계화 및 분류 기준 수립

S5. 편집 및 디자인

S6. 사례집 발간 및 교수용 PPT(진행중)

S1. 에코디자인 사례 및 업체 조사
• 2011년, 2012년 녹색성장 박람회 참가업체
• 조달청 인증 등록 업체
• 환경표지 인증(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등록)

• 국가 인증 마크, 공인 성적서 첨부
• 제품 정보 확인, 출판 동의

• 9개 분류 기준: 생활용품, 전자제품, 물, 건축자재, 
경영, 자동차, 공공시설, 환경, 에너지

• 200개 업체 사례 조사, 100개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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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및내용

1차 2차(증보판)

사례

수록업체
(참여업체) 40개 100개(60개 추가)

교재 내용
 제품 및 개발 회사 소개, 제품 특징 및 핵심기술, 관련 특허

 제품 가치(환경적, 경제적, 사용성 효과), 제품관련 퀴즈

 구성 및 내용

경영

서비스금융
제품 및 기술

신사업
제품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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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류기준

구 분 제 품 분 류

생활용품

사무용품, 식품용기, 세제, 섬유탈취제, 

형광램프/반사캡, 구두, 멀티컨센트,

잡화(화장품원료)

전자제품 세탁기, PC, 토너공급기, 프로젝터

물
수도꼭지, 샤워기, 양변기, 소변기, 절수기, 

세면수 재활용장치, 절수 페달밸브

건축자재
벽지, 페인트, 천장재, 바닥재, 강관, 보일러, 

블라인드, 컨테이너부스, 자연채광장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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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류기준

구 분 제 품 분 류

경영
유통/물류, 서비스, 전자, 철강/건축, 제지, 

자동차/항공, 신사업

공공시설

손건조기, 운동기구, 맨홀뚜껑, 다공성

환경블록, 옥상녹화시스템, 인조잔디, 

빗물저장시설, 소화기, 분진없는 분필

환경

음식물처리기, 친환경비료, 수질정화시스템, 

캔트병자동회수기, 재활용버섯키트, 

수질오염진단키트, 지하수중금속 처리기술, 

수질정화/악취제거제, 액상제설제, 

에너지
지열히트펌프, 태양열박막전지, 수소발생기, 

풍력발전

자동차
용품

부동액 첨가제, 배기가스절감기, 

공회전 제한 시스템, 타이어, 전기 스쿠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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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례집: Design for Eco Life  

▲1차제품사례집표지

▼2차증보판제품사례집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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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편집사례 p.1~2: 제품 소개, 제품 특징 및 핵심기술

 제품명
 기업 소개
 제품 개요
 제품 이미지

 제품 특징 및 핵심기술
 기존 제품 및 동종 친환경 제품과의

차별성
 기술을 설명해 주는 그림과 사진
 제품 관련 특허번호
 알짜상식: 전문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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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편집사례 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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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사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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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례집강의용 PPT 편집사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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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추가사례 : 친환경경영

친환경 경영: 포스코 트리톤 바다숲 조성, 현대자동차 해체용이설계
LG전자 포장재, 삼성물산 친환경 건축물 외 6편

경영 분류 특징

: 기업별 환경경영 전략 또는 경영 사례 1가지 소개

 포스코: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철강 부산물 활용

 현대자동차: 재활용을 위한 해체 용이 설계

 LG전자: 포장 간소화를 위한 친환경 포장설계

 삼성물산: 친환경 제품 및 기술을 적용한 건축

 한솔제지, 무림페이퍼: 폐지발생 감소를 위한 재생펄프 사용

및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위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사용

 캐논비즈니스솔루션: 폐기물 감소를 위한 카트리지 회수 및

재사용

 유한킴벌리, 웅진식품: 폐기물 감소 및 생산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제품 및 포장용기 경량화, 폐열 회수 에너지 사용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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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추가사례 : 서비스
서비스: 신세계 전자지갑, 아모레 퍼시픽 공병재활용, 

리바트 에코트리
 경영서비스명, 기업 소개
 서비스 개요, 제품 이미지
 경영 특징 및 핵심기술
 경영 전략을 설명해 주는

그림과 사진
 알짜상식: 전문용어해설
 친환경 효과, 사용성 효과

 서비스 분류의 특징: 소비자 참여 유도 또는 사용자 편의를 통한 시스템 경영 사례

 신세계: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결제 및 영수증 간소화

 아모레퍼시픽: 폐기물 감소를 위한 공병 수거 및 활용

 리바트: 조림사업을 통한 환경경영

(2/5)

17



개정판추가사례 : 물류및운송
물류: Cj대한통운, 초록마을, 아시아나 항공

물류 분류의 특징: 유통, 물류 운송 부문의 경영사례

 CJ대한통운: 물류 운송경로 최적화를 통한 에너지 사용량 감소

 초록마을: 1일 배송 시스템을 통한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 유통

 아시아나 항공: 운항경로 최소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

(3/5)

18



개정판추가사례 : 신사업

 사업명, 기업 소개 및 사업 개요
 사업 특징
 사업 전략을 설명해 주는 그림과 사진
 알짜상식: 전문용어해설
 사업의 환경적, 경제적, 사용성 효과

신사업: 에코아이 CDM사업

 신사업 분류의 특징: CDM 사업 컨설팅 사례

 에코아이: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 건설과 탄소배출권 거래 컨설팅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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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추가사례 : 금융

 금융 분류의 특징: 카드결제 시스템 연계를 통한 기업이나 개인의 에너지 절감 유도 사례

 환경부 그린카드: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감소를 통한 온실가스 절감

 업무용 택시 전용카드: 교통혼잡 감소, 대중교통 활성화 및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카드제도

금융: 환경부 그린카드, 국민은행

(5/5)



토의

▣기대효과

- 국내에코디자인제품개발성과소개

- 국내에코디자인제품개발의현주소점검

▣ 활용 방안

- 대학및교육기관의부교재로활용

- 환경친화적제품개발에아이디어제공

- 일반인들: 친환경제품에대한지식기반확대

- 제품생산방향설정시실용적활용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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