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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 환경환경 관련관련 협약협약

•• 19791979년년 G. G. 우델과우델과 G. G. 맥도날드맥도날드 등의등의 과학자들이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지구온난화를 경고한경고한 뒤뒤 논의논의
•• 19921992년년 55월월 정식으로정식으로 UNFCCCUNFCCC를를 브라질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체결체결
•• 19941994년년 33월월 2121일일 발효발효 ???? 현재현재 192192 개국개국 참여참여19941994년년 33월월 2121일일 발효발효 ?? . ?? . 현재현재 192 192 개국개국 참여참여
•• 이산화탄소를이산화탄소를 비롯한비롯한 온실가스의온실가스의 방출을방출을 제한하여제한하여 지구온난화를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방지하고자 하는하는 데에데에 있다있다..
•• 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협약 체결국은체결국은 염화플루오린화탄소염화플루오린화탄소(CFC)(CFC)를를 제외한제외한 모든모든 온실가스의온실가스의 배출량과배출량과 배기량을배기량을
조사하여조사하여 이를이를 협상위원회에협상위원회에 보고해야보고해야 하며하며 기후변화기후변화 방지를방지를 위한위한 국가계획도국가계획도 작성해야작성해야 한다한다..

•• 19971997년년 1212월월 일본일본 교토에서교토에서 개최된개최된 기후변화협약기후변화협약 제제33차차 당사국총회에서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채택되었다
•• 20052005년년 22월월 1616일일 공식공식 발효되었다발효되었다..
•• UNFCCCUNFCCC의의 구체적구체적 이행이행 방안으로방안으로, , 선진국의선진국의 온실가스온실가스 (CO(CO₂₂CHCH₄₄NN₂₂O O CFC  HFC  SF6)CFC  HFC  SF6)감축감축
목표치목표치를를 규정규정목표치목표치를를 규정규정..

•• 의무이행의무이행 대상국은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오스트레일리아, , 캐나다캐나다, , 미국미국, , 일본일본, , 유럽연합유럽연합(EU)  (EU)  회원국회원국 등등 총총 3838개국개국

•• 19811981년년 UNEP UNEP 집행위는집행위는 오존층오존층 보호를보호를 위한위한 협정에협정에 필요한필요한 글로벌글로벌 체제를체제를 준비하기준비하기 위한위한 실무팀을실무팀을 조직조직
UNEPUNEP의의 후원후원 하에하에 각국의각국의 정부들은정부들은 19851985년년 오존층오존층 보호를보호를 위한위한 비엔나비엔나 회의회의 개최개최
-- 참가국들은참가국들은 오존층을오존층을 보호하기보호하기 위한위한 적절한적절한 조치를조치를 취할취할 것을것을 동의동의
-- 구체적인구체적인 조치들은조치들은 강구되지강구되지 못했다못했다. . 

빈협약빈협약

•• 19891989년년 11월부터월부터 발효되었으며발효되었으며, , 정식정식 명칭은명칭은 ‘오존층을‘오존층을 파괴시키는파괴시키는 물질에물질에 대한대한 몬트리올몬트리올 의정서의정서’’
19741974년년 F.S.F.S.로우랜드로우랜드 교수가교수가 제기한제기한 오존층오존층 파괴문제가파괴문제가 지구적지구적 문제가문제가 됨됨
19851985년년 오존층오존층 보호에보호에 관한관한 빈빈 협약이협약이 체결되었고체결되었고 19871987년년 몬트리올에서몬트리올에서 정식으로정식으로 체결체결19851985년년 오존층오존층 보호에보호에 관한관한 빈빈 협약이협약이 체결되었고체결되었고, 1987, 1987년년 몬트리올에서몬트리올에서 정식으로정식으로 체결체결..
-- 목적은목적은 오존층오존층 파괴물질의파괴물질의 생산생산 및및 사용의사용의 규제에규제에 있다있다..
한국은한국은 19921992년에년에 가입가입.. 가입국가입국 196196개국개국



국제국제 환경환경 규제규제 동향동향

•• 전기전자전기전자 제품제품 내내 납납, , 수은수은, , 카드뮴카드뮴, 6, 6가가 크롬크롬, , 
브롬계브롬계 난연제난연제(PBB PBDE)(PBB PBDE) 사용제한사용제한브롬계브롬계 난연제난연제(PBB, PBDE) (PBB, PBDE) 사용제한사용제한

•• 20062006년년 77월월 시행시행

•• 제품내제품내 포함된포함된 화학물질화학물질 의무적의무적 등록등록, , 평가평가, , 승인승인
•• 안전성데이터가안전성데이터가 없는없는 화학물질은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원칙적으로 시장판매시장판매 금지금지

20052005년년 11월월 시행시행

•• 환경친화적으로환경친화적으로 설계되지설계되지 않은않은 제품에제품에 대한대한 시장시장 판매판매 제한제한

•• 20052005년년 11월월 시행시행

•• 환경친화적으로환경친화적으로 설계되지설계되지 않은않은 제품에제품에 대한대한 시장시장 판매판매 제한제한
•• 제품제품 전과정의전과정의 환경성을환경성을 제품제품 설계설계 시시 반영반영 및및 보고보고 의무화의무화
•• 20062006년년 77월월 시행시행

국제국제 환경환경 규제규제 동향동향•• 제조기업체의제조기업체의 무료수거무료수거 의무화의무화
•• 각각 제품군별제품군별 재생재생 및및 재활용비율재활용비율 의무화의무화각각 제품군별제품군별 재생재생 및및 재활용비율재활용비율 의무화의무화
•• 수거시스템수거시스템 자금부담자금부담, , 특정특정 물질물질 분리의무분리의무
•• 20072007년년 11월월 시행시행



국제국제 환경환경 표준표준: : ISO 14000 seriesISO 14000 series

환경경영시스템(EMS) • 조직이 환경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요건
을 규정ISO 14001 ~ 14009

환경심사(EA)
ISO 14010 ~ 14019

을 규정

• 조직이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심사원칙, 심사절차와 방
법 심사원 자격을 규정ISO 14010  14019

환경라벨링(EL)
ISO 14020 ~ 14029

법, 심사원 자격을 규정

• 제품의 환경성 인증과 용어표시내용의 확인 방법??, 
환경심볼에 대한 지침을 규정

환경성과평가(EPE)
ISO 14030 ~ 14039

• 환경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별 세부관리항목별 환경
성과평가 방법 규정

전과정평가(LCA)
ISO 14040 ~ 14049

용어 및 정의(T&D)

• 제품의 설계,생산,유통,소비,재활용,폐기 등의 전과정
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규격

환경용어의 정의 및 수식기호에 대한 기본규격용어 및 정의(T&D)
ISO 14050 ~ 14059

친환경 설계

• 환경용어의 정의 및 수식기호에 대한 기본규격

• 제품설계 및 개발에 있어서의 환경측면고려, 환경커뮤
ISO 14060 ~ 14069 니케이션 등에 대한 규격



국제국제 환경환경 단체단체 : : 세계세계 33대대 환경보호환경보호 단체단체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제안,
해외지원,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지구온난화 방지 삼림보존 오존층의 보호 생물 다양성의 보존지구온난화 방지, 삼림보존, 오존층의 보호, 생물 다양성의 보존,
기타 현실적 문제로 떠오른 여러 분야의 환경문제에 대처

World wide fund for natureWorld wide fund for natureWorld wide fund for natureWorld wide fund for nature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국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기부금을 모아
세계 130개국 이상에서 자연보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생물의 다양성 보전, 자원의 지속적 이용추진, 환경 오염과 자원
및 에너지의 낭비 장지를 3대 사명으로 함및 에너지의 낭비 장지를 3대 사명으로 함

Greenpeace internationalGreenpeace international
주로 기후 유독성 물질 핵 해양 유전공학 해양투기 산림주로 기후, 유독성 물질, 핵, 해양, 유전공학, 해양투기, 산림

등의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세계 39개국에
43개 지부가 있으며, 160여 개국 300만명의 회원이 내는 기부금
으로 활동



국제국제 환경환경 단체단체((그린피스의그린피스의 “Guide to Greener Electronics” )“Guide to Greener Electronics” )

0606년년 88월월 처음으로처음으로 “Guide to Greener Electronics” “Guide to Greener Electronics” 발표발표
– PC,휴대폰, TV및게임기관련 18개제조업체를독성화학재료, 

재활용, 기후변화등의지침에따라순위매김재활용, 기후변화등의지침에따라순위매김
– 2010년 14번째발표에서 NOKIA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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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해외 기업들의기업들의 친환경친환경 경영활동경영활동

ISO14001인증 획득, 제
품종말 프로그램 Self-

‘A Tree For Me’프로그램 eProductivity, 
(

품종말 프로그램, Self
Assessment 프로그램, 

EPD(Environmental 
Performance Database)

실시, 구형PC 재활용, 정
부와 공동으로 친환경 프

로그램 연구 및 개발

EHS(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EMS, LCM

재활용성 고려한 디자인, 
재활용 에너지 절약 유해

재활용성(해체 디자인 포
함)을 고려한 디자인,

G l 를 통해 소비
CO2배출 상쇄 장려, 충전
완료 시 알람 제품 휴대폰재활용, 에너지 절약, 유해

물질 비사용 및 개발
Green logo를 통해 소비

자의 관심 유도, Eco 
Vision 프로그램

완료 시 알람 제품, 휴대폰
수거를 통한 재활용



국내국내 기업들의기업들의 친환경친환경 경영활동경영활동

LCA, 협력사 친환경 인증

제도, 친환경 에너지 사용, 

LCA, DfX, 에코파트너 인

증 친환경공급망, 공정개

자체 에코디자인 기준 설

정, SCEM그린파트너 인

증 E NET(유해물질관
제 , 친환경 에너지 사용,

온실가스저감, 생산자 책

임 재활용 시스템

증 친환경공급망, 공정개

선활동 및 운송 시 에너지

관리, 사업장 녹색화 및 자

재 사용량 관리

증,  Eco-NET(유해물질관

리시스템), WEEE분리배

출 마크 표시

재활용에 초점, 프로세스

간 물질 균형 관리 국제규 재활용에 초점 GM 자

LCA, 재활용, 프로세스 간

물-가스-열 고려 물-간 물질 균형 관리, 국제규

제 기반 온실가스 저감활

동, 폐차처리업계 기술제

휴

재활용에 초점, GM 자
체 환경 생산 규정

물-가스-열 고려, 물-

CO2-REACH고려, 자체

자동차 재활용화 센터



국내외국내외 기업들의기업들의 친환경친환경 제품제품 개발개발 전략전략

-2005년부터 시행

-신제품 개발규정 및 품질승
-‘저연비, 저소음, 저마모’의

대 친환경 제 개발 방침을
-이산화탄소 저감화신제품 개발규정 및 품질승

인 규정 등 제품관련 규정들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관

리

3대 친환경 제품개발 방침을

적용, 지속적인 연구

-원·부재료뿐 아니라 제품의

사용품질 및 자원의 재활용성

이 화 저 화

에도 가시적인 성과

-사내 AP(아모레퍼시픽) 에코

디자인 개발 프로세스가 있어

에코디자인 체크리스트를 작-평가항목으로는 크게 자원

효율성, 환경 유해성, 에너지

효율성의 3개 범주

-정량적인 평가

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

품의 설계에 반영

에코디자인 체크리스트를 작

성

-소니코리아는 판매와 마케팅

회사로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

지는 않지만, 고객과의 에코

-ISO 14001와 ISO 9001에

의해 정의된 관리시스템 보유

-IEC 62430 : 기존 관리 시스지는 않지만, 고객과의 에

커뮤니케이션을 시도

-청정 생산

-폐자원의 재활용

에너지효율

IEC 62430  기존 관리 시스

템에 통합될 수 있는 에코디자

인 프로세스의 최소요건을 기

술하기 위한 것

-에너지효율



국내국내 친환경친환경 관련관련 기관기관

국내국내 주요주요 환경환경 정책정책 및및 역할역할

개발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제도 시행(1월)

벤젠(1월) 및 극미세먼지(PM2.5, 10월) 대기환경기준 신설

국가우선관리대상 발암물질 지정 및 발표(10월)

개발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1월)개발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1월)

공해차량제한지역 제도 시행(5월)

온실가스를 대기오염물질에 포함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9월)

가정부문 탄소포인트제 확대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총괄주관기관 역할

지속가능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기업의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도입 확산 지원기업의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도입, 확산 지원

청정생산 기반조성

국제협력

• 글로벌 환경규제에 국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의 국제환경규제 대응 거점 자원역할 수행

• 규제별 대응 자원사업 추진

리치지원센터

• 국제환경규제 Tracking DB 구축 및 고급정보 제공

• 국제환경규범 선도 및 사전 대응



III. III. 친환경친환경 제품제품 개발개발 이슈이슈

1.1. 규제규제 준수준수

2.2. LCA LCA 수행수행

3.3. 탄소탄소 모니터링모니터링

4.4. 친환경친환경 설계설계



규제규제 준수준수

규제규제 준수준수규제규제 준수준수
InterfaceInterface

환경환경 규제규제 DBDB 대체물질정보대체물질정보DBDB



탄소탄소 배출배출 관리관리

•• 탄소탄소 라벨링라벨링(carbon Labeling)(carbon Labeling) 또는또는 탄소탄소 발자국발자국(carbon footprint)(carbon footprint)

전과정(Lif C l )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측정전과정(Lif C l )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측정전과정(Life Cyle)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측정

많은 솔루션 기업들이 ‘탄소배출량관리’ 솔루션 출시 또는 출시 준비 중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08년부터 탄소 라벨에 대한 세계 표준 개발에 들어가

전과정(Life Cyle)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측정

많은 솔루션 기업들이 ‘탄소배출량관리’ 솔루션 출시 또는 출시 준비 중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08년부터 탄소 라벨에 대한 세계 표준 개발에 들어가

2011년 3월에 완료할 계획

해외기업 솔루션 - SAS의 CVM (Carbon Value Management)

- SAP의 EHS (Environment, Health& Safety) 

2011년 3월에 완료할 계획

해외기업 솔루션 - SAS의 CVM (Carbon Value Management)

- SAP의 EHS (Environment, Health& Safety) 

N O SF6

의 ( , & y)

국내기업 솔루션 – 회사마다 자체개발

의 ( , & y)

국내기업 솔루션 – 회사마다 자체개발

CO2

N2O SF6

PFCsHFCs

탄소 발자국이란?

2006년 영국 의회 과학기술처(POST)에서 만든 이 용어

는 소비되는 제품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며 무게 단위인 ㎏이나 심어야 하는 나무그루 수로
유통유통 CH4사용사용

폐기폐기 제조제조

원료채취원료채취

보여주며 무게 단위인 ㎏이나, 심어야 하는 나무그루 수로

수치를 나타낸다. 사람의 활동이나 하나의 상품을 생산,

소비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뜻하는 단어로 땅에서 걸을 때 발자국을 남기듯 우리 눈에
폐기폐기 제조제조보이지는 않지만 지구 환경에 또 하나의 발자국을 남긴다

는 뜻



전과정전과정 평가평가(LCA)(LCA)

33 영향평가영향평가

4. 4. 결과해석결과해석

Environment Environment 
Impact ResultImpact Result

2. 2. 목록분석목록분석

3. 3. 영향평가영향평가

Methane
SO2

GW
AD

CharacterizationCharacterization

NormalizationNormalization1. 1. 목적목적 및및 범위설정범위설정

Product Product 

Inventory Inventory 
CalculationCalculation

Life cycle Life cycle 
DataData

LCA(Life Cycle Assessment)LCA(Life Cycle Assessment)

전체 제품 설계에 걸쳐 가장 환경 친화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부적인 분석 방법전체 제품 설계에 걸쳐 가장 환경 친화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중 한 정 를 제공하는 세부적인 분석 방법
광물 추출에서부터 자재 생산, 제조, 제품 사용, 폐기 및 각 단계마다 발생하는 모든 제품의 전체 과정을 검토



IV. IV. 외국외국 연구연구 사례사례

1.1. NISTNIST

2.2. GITGIT

3.3. Purdue 1Purdue 1

4.4. Purdue 2Purdue 2

5.5. NASA NASA 



Sustainable Manufacturing Research at 
Multiple LevelsMultiple Levels

Bert Bras
Sustainable Design & Manufacturing

George W. Woodruff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Atlanta, GA 30332-0405
www.sdm.gatech.edug



Sustainable And LifeCycle Information-
based Manufacturing: Programbased Manufacturing: Program 

Overview

Ram D. Sriram

Leader, Design and Process Group

Manufacturing Systems Integration DivisionManufacturing Systems Integration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 Technology

URL: http://www nist gov/msidURL: http://www.nist.gov/msid

E-mail: sriram@nist.gov

2009-10-13



Sustainability: Challenges 
f th M f t ifor the Manufacturing 

EnterpriseEnterprise

J h W S th l d Ph DJohn W. Sutherland, Ph.D.
Professor and Head,

Div. of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Engineering,

Purdue University



Integration of SustainabilityIntegration of Sustainability 
into Early Designy g

Karthik Ramani
S h l f M h i l E i i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School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by 
Courtesy)

P rd e Uni ersitPurdue University



NASA Manufacturing Supply Chain Sustainability 
Issues

Presented to

NIST Workshop on Sustainable Manufacturing: Metrics, 
Standards, and Infrastructure

October 13, 2009,

J. Kevin Watson, Ph.D., P.E.

NASA Headquarters

Logistics Management Division

202‐358‐5123

j.k.watson@nasa.gov



V.  V.  솔루션솔루션 사례사례

1. Green PLM

2. Regulation Compliance

3. LCA 















Green Product Development Strategies

Restricted Substances Energy and Carbon Use

Recyclability and Reuse Material EfficiencyRecyclability and Reuse Material Efficiency

© 2010 PTC31



Available Now
InSight – Environmental Compliance

Executive Dashboard of Complianc

Available Now

e
Automates the c
ollection and ma
nagement of prog p
duct compliance 
data

Manages regulaManages regula
tions and specifi
cations

Provides a dashProvides a dash
board view of co
mpliance status

© 2010 PTCDrill-down Reports



Products are the Single Largest Impact

EnterpriseEnterprise Products & Supply ChainProducts & Supply Chainpp

1. GHG inventory transportation 
& facilities 

F l & l t i it bill

pp ypp y

1. Where we make it? 
– Transportation mode & distance

CO2 i t it b t f i i– Fuels & electricity bills
2. Invest in “owned” equipment; reduce wher

e possible

3. Carbon offsets when needed 

– CO2 intensity by country of origin
2. Who makes it? 

– Efficiency of our factory
– Sourcing consolidation / substitution

I ti & ll b ti t ti l
4. Communicate to stakeholders; Reporting

– Innovation & collaboration potential
3. How we make it? 

– Material composition / substitution
– Efficiency & innovation
– Right sizing
– Packaging substitution

© 2010 PTC33

Carnegie Mellon University, 2008



Rapid Carbon Modeling
New York Times (4/2009)
“How Green Is My Bottle?”

planetmetrics Customer Data
Wall Street Journal (3/2009)
“Six Products, Six Carbon Footprints”

LCA Data
Govt Dat

a

p

ERP SCM
Transport

Components

Suppliers

Materials
a

Web Data
GRCPLMLifecycle ModelsLifecycle Models

Processes

Packaging
Weight

LCA DataLCA Data

GRC

Stakeholders

GRC 

Supply
Chain

EH&S 

Scenarios & Decision Support

CSR

Dev 

© 2010 PTC34

Ops Sustainability 



VI.  VI.  친환경친환경 가능가능 모델모델 (Eco(Eco--PLM) PLM) 

1. Eco Enabling Models

2. Compliance Model

3. Process Model

4. Information Model

5. Maturity Modely

6. Eco PLM 



Eco Enabling ModelsEco Enabling Models

환경환경 규제규제 DBDB환경환경 규제규제 DBDB

ECO MANAGEMENTECO MANAGEMENT

친환경 경영의 성숙도

PROACTIVE DESIGNPROACTIVE DESIGN

LCA AND CO2  LCA AND CO2  
MANAGEMENTMANAGEMENT

REGULATION REGULATION 
COMPLIANCE COMPLIANCE 

시스템의 성숙도



COMPLIANCE MODEL COMPLIANCE MODEL 

환경환경 규제규제 DBDB



Process Model: Process Model: 친환경친환경 제품개발제품개발 프로세스프로세스

Design g
Phase

Eco-
Conflict

Resolve

Eco-
Design
Result

Eco
Evaluation 
Phase

Feedback



EcoEco--PLM PLM 

ECO ECO ––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ECO ECO ––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Design for EnvironmentDesign for Environment 환경평가환경평가 시스템시스템Product Modeling  CADProduct Modeling  CAD

Function

규제준수규제준수 시스템시스템탄소배출관리탄소배출관리 시스템시스템

ERPAAD

Product Data
Modeling

Modeling

Selective LCA

ERPA

Regulation
Inspection

Tool

AD
QFD
TRIZ

Integration
CAD

Carbon
Footprint

Monitoring
Simulation

Product 
Semantic Modeling Full LCA

PLM
SLCA

EcoEco--BOMBOM

Database
Lifecycle Assessment 

System (LAS)

Knowledge Base for
AD, QFD, TRIZ, DfX

Eco-Guidelines

Product  Knowledge 
Base (PKB)

Database
RoHS, REACH

WEEE,…

PLM PLM 기본기능기본기능



LOGO

Thank You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