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제품개발방법및전략조사
A Survey of Eco Product Development Methods and Strategies

김성호1, 이지형1, 이승훈1, 연영희2, 
Tsolmonbaatar Batbileg3, 유희천1

1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2포항공과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과정

3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공학과

2013. 11. 22



Contents

 Introduction

 Background

 Objectives of study

 Literature Survey Method

 Eco Product Development Methods and Strategies 

 Discussion



 환경 보존, 국제 환경 규제 강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관심 증대

 제품, 서비스, 시스템의 친환경성, 품질, 사용성, 가치 등에 대한 고객 요구사항
증대

친환경제품개발의필요성

제품경쟁력유지

비용절감
국제환경규제대응

기업
환경 보존,

자원에너지 절약

환경 규제,
사회적 책임

친환경성,
건강, 안전

품질, 사용성,
가치, 적정가격

국제 환경 규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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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제품개발프로세스

 환경산업기술원(2010): 기존 제품에 대해 환경성 및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환경친화적 제품 설계 및 개선 과정

 ISO 14062(2002): 제품 개발 과정에서 환경 측면을 비용, 품질 등의 요소와
함께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경제적으로 우수한 제품 개발 과정

⇒ 각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eco design 방법과 전략에 대한 조사 필요

ISO 14062(2002)

S2.제품환경성분석

S3.이해관계자 요구분석

S4.개선대상부품도출

S5.전략및과업도출

S6.개념설계

S1.제품모델링

환경산업기술원(2010)

Planning

Conceptual 
design

Detailed 
design

Testing/
prototype

Product review

Production
Market launch

Strategy 1

Strategy 2

Method 3

Method 1

Strategy 3

Metho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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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

친환경제품개발에적용가능한
방법및전략분석과단계별 Mapping

체계적 literature review를 통한

친환경 제품 개발 방법 및 전략 탐색

친환경 제품 개발 단계별

mapping 및 활용방안 제시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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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조사절차

S1. 친환경 제품 개발 프로세스 관련
keyword 선정

S2. 유관 논문 검색(600건) 및 선별

S3.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mapping

S2-1. Title screening

S2-2. Abstract screening

S2-3. 관련도에 따른 분류

198 건

74 건

20 건

• 문헌 조사 site: http://www.hub.sciverse.com/

• 검색 조건

 Title, abstract, and keyword search
 Conference proceedings 제외

• 유관 논문 선별: 연구자 4인의 cross-filtering

• 연구 관련도 및 중요도에 따라 선정된 문헌 분류

• Keyword: eco product design process, innovation, 
sustainability, life cycle assessment, strategy,    
new product development 

• ISO 14062의 제품 개발 단계에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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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논문선별

Method (6건)

Strategy (12건)

Method & Strategy (2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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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20건의 논문을 ISO TR 14062의 친환경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
mapping 하고 통합

친환경제품개발프로세스 Mapping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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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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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la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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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type

Product

Ev
al

ua
te

 re
su

lts
 a

ga
in

st
 e

nv
iro

nm
en

ta
l t

ar
ge

ts
, s

pe
ci

fic
at

io
ns

 a
nd

 re
fe

re
nc

e 
pr

od
uc

ts Bocken et al. (2012)

Yeh et al. (2011)

Chu et al. (2012)

Gehin et al. (2009)

Kuo et al. (2006)

Driessen et al. (2013)

Piekarski et al. (2013)

Ramirez et al. (2013)

Epstein et al. (2012)

Lee & Lam (2012)

Kobayashi (2005)

Liu et al. (2012)

Masoudi et al. (2012)

Umeda et al. (2012)

Hockerts & Wustenhagen (2010)

Holt & Barnes (2010)

Coley & Lemon (2009)

Kuo (2006)

Pujari (2006)

Kobayashi (2005)

Yeh et al. (2011)

Dufulou et al. (2008)

Kobayashi (2005)

Parlikad & McFarlnae (2004)

14 건 3 건

7 건

적용 domain 
specific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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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Holt and Barnes (2010) 

 Title: Towards an integrated approach to Design for X: An agenda for 
decision-based DFX research

 주요내용: 친환경 제품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virtue와 lifecycle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 설계 전략 수립 방법 개발

Virtues must be assessed across all product life phases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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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Exploring the design and perceived benefit of sustainable solutions:
a review

 주요내용: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다양한 design approach 
비교 분석

Planning: Coley and Lemon (2008)

Table. A comparison of design approaches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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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Kuo (2006) (1/2)

 Title: Enhancing disassembly and recycling planning using life-cycle analysis
 주요내용: LCA를 활용하여 제품 분해 및 재활용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획 수립

LCA based disassembly and recycling planning

전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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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Kuo (2006) (2/2)

Assembly and disassembly BOM of roller skate

전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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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Design: Bocken et al. (2012) (1/3)

 Title: Development of a tool for rapidly assessing the implementation difficulty 
and emissions benefits of innovations 

 주요내용: 제품 concept 결정 단계에서 CO2 방출 감소도 및 시행 난이도를
평가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 개발 및 case study

Pain measurement modelPain/gain assessment for shampoo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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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Design: Bocken et al. (2012) (2/3)

Pain/gain assessment for shampoo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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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Design: Bocken et al. (2012) (3/3)

Pain measurement model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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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Design: Yeh et al. (2011) (1/5)

 Title: Integration of four-phase QFD and TRIZ in product R&D: a notebook 
case study

 주요내용: QFD와 TRIZ를 통합하여 고객 needs 파악, 제품 특성 결정, 그리고
부품 제작 방식 및 방법까지 solution을 도출

Module/component 
specifications

Customer
needs Production

processes

Shop floor control

TRIZ TRIZ TRIZ TRIZ

QFD I QFD IVQFD IIIQFD II

Quality 
characteristics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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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Design: Yeh et al. (2011) (2/5)방법

Module/component 
specifications

Customer
needs Production

processes

Quality control

TRIZ TRIZ TRIZ TRIZ

QFD I QFD IVQFD IIIQFD II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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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needs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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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Design: Yeh et al. (2011) (3/5)방법

Module/component 
specifications

Customer
needs Production

processes

Quality control

TRIZ TRIZ TRIZ TRIZ

QFD I QFD IVQFD IIIQFD II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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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Design: Yeh et al. (2011) (4/5)방법

Module/component 
specifications

Customer
needs Production

processes

Quality control

TRIZ TRIZ TRIZ TRIZ

QFD I QFD IVQFD IIIQFD II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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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component
specifications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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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ual Design: Yeh et al. (2011) (5/5)방법

Module/component 
specifications

Customer
needs Production

processes

Quality control

TRIZ TRIZ TRIZ TRIZ

QFD I QFD IVQFD IIIQFD II

Quality 
characteristics

Shop floor control

Productio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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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Design: Gehin et al. (2009) (1/3)

 Title: Integrated design of product lifecycles - The fridge case study
 주요내용: 디자인 단계에서 제품의 lifecycle을 고려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lifecycle brick 개발하고 친환경 냉장고 개발에 적용한 사례

Environmental impact of the fridge doorProduct lifecycle construction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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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Design: Gehin et al. (2009) (2/3)

Product lifecycle construction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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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Design: Gehin et al. (2009) (3/3)

Environmental impact of the fridge door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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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Design: Chu et al. (2012) (1/3)

 Title: A concurrent approach to reducing environmental impact of product 
development at the system design stage

 주요내용: 제품 개발 시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product design, manufacturing, 
그리고 supply chain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computational framework 개발

Optimal assembly sequence 
with reduced CO2 emission

Optimal assembly sequence 
with preferred design attributes

방법

Framework of product architecture design 
based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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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Design: Chu et al. (2012) (2/3)

Framework of product architecture design 
based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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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Design: Chu et al. (2012) (3/3)

Optimal assembly sequence 
with reduced CO2 emission

Optimal assembly sequence 
with preferred design attributes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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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ed Design: Parlikad and McFarlnae (2007)

 Title: RFID-based product information in end-of-life decision making
 주요내용: 제품 폐기단계에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RFID 방식의 제품 정보 수집

기술 도입

Retrieving product information using “Networked RFID”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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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1/2)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제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전략들을
특성과 용도에 맞게 planning, conceptual design, 그리고 detailed design 단계에
mapping
⇒ 기업과 개발자들이 친환경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고려사항을 쉽게 파악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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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2/2)

 기존 친환경 제품들은 환경 요구 사항 충족이 중심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고객
요구 사항, 그린 마케팅,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 등이 확장되는
경향을 나타냄

⇒ 친환경성뿐만 아니라 경제성, 기능성 등의 다양한 사항들의 종합적 고려 필요

Environmental requirements

Green marketing

Customer requirements

Environmental requirements

Sustainable supply chain management
고려 사항
확대 필요

Eco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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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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