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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8C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환경문제가 인류의 번영과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

르게 되어 환경문제의 해결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

다. 다양한 환경문제 중에서도 제품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크게 한정

된 자원을 지나치게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원고갈과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로 구분할 수 있다.

제품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독

일, 일본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과정에 기인한 환경부하를 최소

화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품 생산의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

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한번 투입된 자원이 사용 후 폐기되어 곧바

로 물질시스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순환자원으로 활용되

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 법률 및 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1년도에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의 5대 추진전략 중 하나

인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 전환’의 중점과제에 ‘제품 전과정 자원순

환성 확산’을 포함시켜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줄

이고 자원순환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명시하였다. 생산단계부터

제품에 의한 환경부하 및 저감 방안, 폐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여 이를 설계 및 생산에 반영하는 것은 사전예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 방법으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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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스스로 제품의 자원순환성을 평가․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자원순환성평가 연구가 시작

되어 각 제품에 적합한 자원순환성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

된 모형을 통해 기본적으로 제조사는 생산하려는 제품의 자원순환

성을 확인해 기존 모델 또는 타 제조사의 제품과 비교함으로써 자

원순환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자

원순환성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어 구매결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평가결과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자

원순환성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모형 개발이 적게

이루어진 에너지 비사용제품을 대상제품으로 선정하여 자원순환성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가구류제품(소파, 침

대, 식탁, 교자상), 기타제품(볼펜, 유모차, 이어폰, 헤드폰)의 자원순

환성을 산정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모형은 6개의 공통항목

과 1개의 개별항목 및 각 항목별 평가지침으로 구성된다.

또한 자원순환성평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

출하였는데,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소비자의 환경성 우수제품에 대

한 선호가 자원순환성평가의 활성화에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원순환성평가 단독 활용방안, 관련 제도와의 연계 활용방

안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법과 제조사 및 소비자의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보다 많은 제품에 대한 모형 개발이 완료되어 표준 모형이

확립된다면 자원순환성평가는 제품에 기인한 환경부하 및 자원소비

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수단으로써 제품중심의 환경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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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자원순환성평가, 제품중심 환경관리, 제품의 환경성, 친환

경성 평가, 자원순환형 사회

학 번 : 2012-2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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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사람의 생활 영위와 산업 활동에서 폐기물은 불가피하게 발생하

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라 그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관리를 시작하게 시기는 국가별

로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폐기물 처리

가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이후 시작된 급속한 경제개발

로 인해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등 상당한 양의 폐기물이 발생되

고, 이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

서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폐기물을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

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오물청소법』의 제정으로 볼 수 있다. 이

법률에서 정의한 ‘오물’은 주로 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분뇨

등을 포함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현재의 폐기물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쓰레기 처리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현재와 유사한 폐기물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1986년

으로 볼 수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폐기물’의 용

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폐기물 관리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

었기 때문이다. 이후 폐기물 관리는 고도의 경제 성장, 국민의 환경

의식 제고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폐기물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정부의 폐기물 관리정책은 당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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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상황 등에 따라 발전해왔는데 정책기조 및 중점과제에 따라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관계부처합동, 2011)

먼저 1단계는 1980년대로 발생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

에 중점을 두었던 단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6년에 『폐

기물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된

시기이다.

2단계는 1990년대 초반 ~ 2000년대 초반에 진행되었는데 폐기물

을 단순히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폐기물에서 자원으로서

의 가능성을 발견함에 따라 재활용에 중점을 둔 단계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99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2003) 등이 제정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

물 예치금 제도, 폐기물 부담금 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의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1단계와 달리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함

으로써 재활용 위주의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폐기물 발생 이후의 과

정에만 중점을 둔 한계가 있다.

마지막 단계인 3단계는 200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

는 과정으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중점을 두던 사후처리에서

벗어나 폐기물 발생이전부터 발생을 최소화하고, 폐기된 자원이 다

시 경제시스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 자원순환 중심의

관리이다. 자원순환이 활성화되면 경제성장이 자원소비로 연결되지

않거나 상관관계가 약해지는 ‘디커플링(Decoupling)’ 현상이 나타나

게 된다(OECD, 2009). 3단계의 주요 법률 및 정책으로는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2007), 「폐기물 에너

지화 종합대책」(2008) 등이 있다.

3단계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2011년「제1차 자원순환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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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

였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은 『자원의 순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에 의해 5년마다 작성되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1차 계획에서

는 기존의 재활용 정책을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이희선, 김광임, 공성용,

2010) 이 계획의 5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

전환’의 중점과제에 ‘제품 전과정 자원순환성 확산’을 포함시켜 제품

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줄이고 자원순환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명시하였다. 생산단계부터 제품에 의한 환경부하 및 저

감 방안, 폐자원의 재사용/재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여 이를 설계 및

생산에 반영하는 것은 사전예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 방법으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정부에서 제조사가 스스로 제품의 자원

순환성을 평가․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는 것을 규정하

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자원순환성평가 연구가

시작되어 각 제품에 적합한 자원순환성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된 모형을 통해 기본적으로 제조사는 생산하려는 제품의 자원

순환성을 확인해 기존 모델 또는 타 제조사의 제품과 비교함으로써

자원순환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제품의 자원순환성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어

소비자의 구매결정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평가결과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원순환성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모형의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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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자원순환성평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되는 제품의 재

사용, 재생이용 등을 통해 폐자원이 적정하게 처리되고 순환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행하는 도구로 이미

EU,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설계

및 생산과정에서 제품 사용종료 후 분리가 필요한 부품 및 재질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분리된 부품 및 재질에 대해서는 환경영향

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자원이 다시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제

품 폐기단계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수입업자가 재

질․구조개선 활동을 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원순환성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제품 내 유해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부하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폐기단계 이후의 규제 강화보다는 설계․제조단

계에서 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설계단계에서 제품의

전 과정에 걸쳐 발생되는 환경영향의 대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1990년대 초부터 제품에 대한 환

경성평가가 수행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많은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원순환성평가는 제품의 전 과정에 걸친 자원순환성 향상을 도

모하여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에서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

물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하를

줄여 결과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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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6년에 수행된「제품 등의 자원순환성 향상

방안 연구」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많고, 환경영향이 커서 자원순환

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류한 제품을 대상으로 제조자 등이 스

스로 자원순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평가지침으로 구

성된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자원순환성평가는 제조사의 자

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평가가 실질적인 자원순

환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촉진 방안을 고안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1.3.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크게 에너지 비사용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

환성평가 모형 개발과 제도 활용촉진 방안 제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원순환성평가 모형 개발은 크게 대상제품 선정 및 대상제품

별 평가항목 및 평가지침 개발의 2단계로 진행하였다. 우선 생산액,

생산업체 등 제품의 생산정보 및 자원순환성 개선 필요성 분석 등

을 바탕으로 대상제품을 선정하였다. 그 후 우선 선행연구의 평가항

목과 국․내외 유사제도의 평가방법을 분석하고, 대상제품 제조사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항목 및 평가지침 초안을 개발하였다. 이 초안의

적용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해 해당 제품의 제조사와 전문가의 의견

을 수렴하여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해 최종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지

침을 마련하였다. 그 후 공통항목/개별항목 구분, 평가항목별 상대

적 가중치 부여 등의 구성을 통해 최종적으로 모형 개발을 완료하

였다. 모형 구성과정에서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 6 -

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과 적절한 처리’, ‘중량과 부피’, ‘유

해물질’, ‘내구성’의 4가지 자원순환성평가 요소가 모두 평가항목에

반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각 평가항목별로 평가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개발한 모형이 제품의 자원순

환성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모형의 개발과 함께 자원순환성평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

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크게 제품의 환경성 개선을 위한

자원순환성평가의 구체적 활용방안 개발과 제조사,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고안의 세부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향후 자원순환성평가의 단독운영 또는 관련 제도와의

연계운영을 하는 경우의 최적 운영방식을 제안하고 자원순환성평가

의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조사 및 소

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시하였는데,

향후 현행 제도와의 연계를 고려해 환경표지, 탄소성적표지 등 우리

나라 환경라벨링 프로그램의 인센티브를 주로 검토하였다. 제시된

각 활용촉진 방안에 대해서도 국․내외 유사제도의 사례 분석, 제조

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과정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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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2.1. 국․내외 유사제도 연구

1990년대 초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폐기물 관리정책이 발생이

후의 효율적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설계 및

생산단계에서부터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부하를 저감하는 사

전예방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폐기물 관리정책의 기

본원칙으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환경적인 책임을 묻는 제품책임

원칙을 선정해 설계 및 생산단계에서부터 환경부하를 줄이고 자원

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장기복, 이상엽 외, 2009)

사전예방 중심의 환경관리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제품의 환경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자원순환성평가 역시 제품의 환경성을 자원의 효율

적 이용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계량화하는 도구이기 때문

에 본 장에서는 자원순환성평가 유사제도의 평가방법, 제도의 활용

방안 등의 특징을 살펴보고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2.1.1. EPEAT(Electronic Product Environmental Assessment Tool)

전자제품 환경성평가도구는 미국 환경청이 일부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기구인 친환경가전협회(Green Electronics Council)에서 운영

하는 친환경 인증제도로서 주요 대상제품은 데스크톱 PC,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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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s Bronze Silver Gold

Fulfill ∙Required criteria
∙Required criteria
∙At least 50% of the
  optional  criteria

∙Required criteria
∙At least 75% of the 
  optional  criteria

Table 2.1. Requirements for each grade of EPEAT

모니터 등의 전자제품으로 미국 전기전자기술협회 「IEEE 1680 표

준」에 따라 환경친화성을 분석하여 인증을 부여한다.(Wayne R. et

al., 2007)

EPEAT 평가항목은 대상제품별로 다른 수의 항목으로 구성되며,

기본적으로 인증 획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시켜야하는 필수항목(R,

Required)과 선택적으로 충족시켜도 되는 선택항목(O, optional)으로

구분된다. 인증은 Table 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조사에서 스스로

제품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택항목의 충족률에 따라 bronze, silver, gold의 3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받게 된다.

PC와 모니터에 대한 평가항목은 Table 2.2.와 같으며 <환경적으

로 민감한 물질의 저감/제거>, <물질 선택> 등의 8개 범주, 총 5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8개의 범주 중에서 유해물질관련, 친환경 재질

사용, 폐기단계 고려 설계, 제품 장수명화, 에너지 보존, 포장과 관

련된 6개 범주는 제품과 관련된 것이며, 폐제품 관리, 기업 활동 등

은 제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제조사가 환경부하를 저감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 지를 일반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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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riteria

1. 
Reduction
/elimin
-ation of 
environ
-mentally 
sensitive 
materials

1.1.1 Compliance with provisions of European RoHS Directive 
      upon its effective date (R)

1.2.1 Elimination of intentionally added cadmium (O)

1.3.1 Reporting on amount of mercury used in light sources (R)

1.3.2 Low threshold for amount of mercury used in light 
      sources (O)

1.3.3 Elimination of intentionally added mercury used in light 
      sources (O)

1.4.1 Elimination of intentionally added lead in certain 
      applications (O)

1.5.1 Elimination of intentionally added hexavalent chromium (O)

1.6.1 Elimination of intentionally added SCCP flame retardants 
      and plasticizers in certain applications (R)

1.6.2 Large plastic parts free of certain flame retardants classified 
      under European Council Directive 67/548/EEC (O)

1.7.1 Batteries free of lead, cadmium and mercury (O)

1.8.1 Large plastic parts free of PVC (O)

2. 
Materials 
selection

2.1.1 Declaration of post-consumer recycled plastic content (R)

2.1.2 Minimum content of post-consumer recycled plastic (O)

2.1.3 Higher content of post-consumer recycled plastic (O)

2.2.1 Declaration of renewable/bio-based plastic materials content (R)

2.2.2 Minimum content of renewable/bio-based plastic material

2.3.1 Declaration of product weight (lbs) (R)

Table 2.2. Criteria for computer/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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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riteria

3. 
Design 
for end 
of life

3.1.1 Identification of materials with special handling needs (R)

3.1.2 Elimination of paints or coatings that are not compatible 
      with recycling or reuse (R)

3.1.3 Easy disassembly of external enclosure (R)

3.1.4 Marking of plastic components (R)

3.1.5 Identification and removal of components containing 
      hazardous materials (R)

3.1.6 Reduced number of plastic material types (O)

3.1.7 Molded/glued in metal eliminated or removable (O)

3.1.8 Minimum 65 percent reusable/recyclable (R)

3.1.9 Minimum 90 percent reusable/recyclable (O)

3.2.1 Manual separation of plastics (O)

3.2.2 Marking of plastics (O)

4. 
Product 
longevity

/life 
cycle 

extension

4.1.1 Availability of additional three year warranty or service 
      agreement (R)

4.2.1 Upgradable with common tools (R)

4.2.2 Modular design (O)

4.3.1 Availability of replacement parts (O)

5. 
Energy 
conserv
-ation

5.1.1 ENERGY STAR® (R)

5.1.2 Early adoption of new ENERGY STAR® specification (O)

5.2.1 Renewable energy accessory available (O)

5.2.2 Renewable energy accessory standard (O)

Table 2.2. Criteria for computer/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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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Criteria

6. 
End of 

life 
manage
-ment

6.1.1 Provision of product take-back service (R)

6.1.2 Auditing of recycling vendors (O)

6.2.1 Provision of rechargeable battery take-back service (R)

7. 
Corporate 
perfor

-mance

7.1.1 Demonstration of corporate environmental policy consistent 
     with ISO 14001 (R)

7.2.1 Self-certifi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for design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s (R)

7.2.2 Third-party certifi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for design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s

7.3.1 Corporate report consistent with Performance Track or GRI (R)

7.3.2 Corporate report based on GRI (O)

8. 
Packaging

8.1.1 Reduction/elimination of intentionally added toxics in packaging (R)

8.2.1 Separable packing materials (R)

8.2.2 Packaging 90% recyclable and plastics labeled (O)

8.3.1 Declaration of recycled content in packaging (R)

8.3.2 Minimum post-consumer content guidelines (O)

8.4.1 Provision of take-back program for packaging (O)

8.5.1 Documentation of reusable packaging (O)

Table 2.2. Criteria for computer/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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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Blue Angel

2.1.2.1. 개요

1979년 독일 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 Federal Environmental

Agency)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한 환경라벨링으로 인증기준이 과학

적이고 엄격하여 각국 환경라벨링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연방환경청, 에코라벨 심의위원회(Environmental Label

Jury), 품질인증협회(RAL, German Institutes for Quality

Assurances and Certification)의 3개 기관이 연대하여 운영하고 있

다. 인증심의를 생산자, 소비자,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Jury Umweltzeichen)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품질인증협회에서 인증

기준 제․개정 및 제품 인증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최초의 기본 인증기준이 1978년 연방환경청 에코라벨심의위원회

(Environmental Label Jury)에 의해 채택되었다. Blue Angel에 대한

인증 절차는 인증기준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며 기준이

있는 제품은 품질인증협회(RAL)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기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 연방환경청에 신청하면 에코라벨심사단(Jury)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제품기준안을 작성하고, 품질인증협회(RAL)와

전문가에 의한 청문회를 거쳐 결정된 제품분류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2.1.2.2. 대상제품

2007년을 기준으로 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등 사무기기, TV, 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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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세탁기, 휴대폰 등 가전제품, 가솔린 및 디젤자동차, 타이어 등

자동차관련, 건축자재류, 생활용품 등 총 100 여 개 품목에 대한 인

증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580개 기업, 3.600개 제품이 Blue Angel 인

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6%는 외국업체(제품수로는 약

8%)이다.

2.1.2.3. 운영기관 및 기능

Blue Angel 제도는 에코라벨심의위원회(Environmental Label

Jury), 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 품질인증협회(RAL)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에코라벨심의위원회(Environmental Label Jury)

환경소비자단체, 무역협회, 산업계, 연방 지자체 등 소속의 13인 전

문가로 구성되며, 신규 인증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제․개정 등 환

경마크 인증관련 의결을 담당한다.

나. 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

신규 인증제품 제안을 접수 및 검토한 후 에코라벨 심의위원회에

전달하여 의견을 받아 신규 인증제품에 대한 기준안을 작성한다.

다. 품질인증협회(RAL)

인증제반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회를 구성 및 개최하고 인증기준

제․개정 및 제품 인증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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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 Blue Angel 인증기준

Blue Angel의 대상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인증기준 또한 제품별

로 각기 다르다. 여러 대상제품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제품인 가구

제품이 포함된 RAL-UZ 38(저배출 목제품 및 목재이용 제품)의 인증

기준은 <제조>, <사용>, <재활용 및 처리>의 3개 범주로 구분된다.

먼저 <제조>에는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요구조건,

제품 코팅에 사용되는 물질의 기준 등의 요구조건이 포함되어 있으

며, <사용>은 소비자가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한 TVOC, Formaldehyde 등의 방출에 대한 기준

및 악취, 포장, 마모성 부품에 대한 요구조건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재활용 및 처리>는 제품 폐기 후 재활용이 저해되지 않도록 할로겐

물질, 난연제 등에 대한 기준, 올바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

해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등에 관한 요구조건으로 구성

된다. 각 범주별 인증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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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Requirements
1. Manufacture

1.1
Require
-ments 
for the 
Wood

It shall be ensured that all processed wood comes from legal 
sources. Moreover, at least 50 percent of the wood or 50 
percent of the primary raw materials for wood-based 
materials shall be sourced from sustainable forests which are 
managed in a verifiably economically viable, environmentally 
sound and socially responsible way

Products may be manufactured using wood-based materials 
marked with the RAL-UZ 76 Blue Angel eco-label. If the 
wood-based materials used are not RAL-UZ 76-ecolabelled 
they shall not exceed in their raw state, i.e. prior to 
machining or coating, a formaldehyde steady state 
concentration of 0.1 ppm in the test chamber

1.2 
General 
Substance 
Require
-ments 

for 
Coating 
Systems

The coating systems shall not contain as constituent 
elements any substances classified as:
a) carcinogenic in categories 1 or 2 according to Table 3.2 
or categories 1A and 1B according to Table 3.1 of Annex VI 
to Regulation (EC) No1272/2008
b) mutagenic in categories 1 or 2 according to Table 3.2 or 
categories 1A and 1B according to Table 3.1 of Annex VI to 
Regulation (EC) No1272/2008
c) reprotoxic in categories 1 or 2 according to Table 3.2 or 
categories 1A and 1B according to Table 3.1 of Annex VI to 
Regulation (EC) No1272/2008
d) being of very high concern for other reasons and which 
have been included in the list set up in accordance with 
REACH, Article 59, paragraph 1

1.3
Emissions 
from the 
Coating 
Systems

Operators of installations for the coating of products shall 
limit the emission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31st 
Bundesimmissionsschutzverordnung (BImSchV) (Solvent or 
VOC Ordinance) or the European VOC Directive by using 
low-emission coating systems or exhaust gas purification 
systems

Table 2.3. Basic criteria for wood and wood-bas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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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Requirements
2. Use

2.1
Indoor Air 

Quality

The products shall not exceed the emission values listed in 
the following table measured in the test chamber in 
accordance with the BAM test method based on the ‘health 
risk assessment process for emission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 and SVOC) from building products

Compound or Substance 3rd Day Final Value(28th day)
Total organic compounds
within the retention 
range of C6 to C16 (TVOC)

≤ 3.0㎎/㎥ ≤ 0.4㎎/㎥

Total organic compounds
within the retention 
range of > C16 to C22 (TSVOC)

- ≤ 0.1㎎/㎥

Carcinogenic substances ≤ 10㎍/㎥ 
total

≤ 1㎍/㎥ 
per single value

Total VOC without LCI - ≤ 0.1㎎/㎥
R value - ≤ 1
Formaldehyde - ≤ 0.5ppm

※ Emission Requirements

2.2
Odor Test 
(optional)

The measurement of the likewise significant odor emissions 
is recommended for the entire term of the Basic Criteria. 
For guidance on evaluating the measurement results, 
reference is made to the research report ‘UBA Texts 
35/2011’

2.3
Packaging

Where practicable, the products under para. 2 shall be 
packed for sale so as to allow post-manufacture out 
gassing of volatile elements

2.4
Wearing 

Parts

The availability of functionally compatible spare parts shall 
be guaranteed for a period of at least five years for those 
parts in the products which are subject to wear, e.g. 
hinges, locks, table leaves. Lights and light fixtures shall 
be exempt from this requirement

Table 2.3. Basic criteria for wood and wood-bas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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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Requirements

3. Recycling and Disposal

3.1
Halogens

With a view to future recycling and disposal, no 
halogenated organic compounds may be used (e.g. as 
binders, flame retardants) in the manufacture of the 
products, including the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wood-based materials, adhesives, coatings etc.). Electrical 
components (e.g. cables, plugs) that may be separated 
during disposal shall be exempt from this requirement

3.2
Flame 

Retardants

The following flame retardants may be used, if any: 
inorganic ammonium phosphates (diammonium phosphate, 
ammonium polyphosphate etc.), other dehydrating minerals 
(aluminium hydroxide or the like), or expandable graphite

3.3
Biocides

The use of biocides shall not be permitted. Biocides 
exclusively used for in-can preservation in aqueous coating 
materials and glues or flame retardants according to 
3.2(Flame Retardants) shall be exempt from this requirement

3.4
Consumer 
Information

The product shall be accompanied by the consumer 
information providing at least the following basic 
information, possibly in conjunction with other information:
• Information about wearing parts and their repair or replacement, 
  and, if applicable, about a repair service, including a note that 
  functionally compatible replacement parts will be available for 
  at least 5 years
• Information about type and origin of the predominantly used wood 
  in accordance with 1.1.1(Origin of the Wood)
• Information about the other materials (> 3 weight percent)
• Instructions for the assembly or laying of the products
• Instructions for disassembly for moving and future material 
  recycling purposes
• Information on the serviceability (fields of application and material 
  test results, if applicable)

Table 2.3. Basic criteria for wood and wood-bas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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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우리나라의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이하 ‘재

질․구조개선지침’)에서도 유사한 평가내용을 다루고 있다. 재질․구

조개선지침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률』을 바탕으로 하며 텔레비전, 냉장고 등 10대 전기․전자제품 제

조․수입업자가 각각 제품을 설계, 수입할 때 명시된 평가기준에 따

라 스스로 평가함으로써 유해물질을 적게 사용하고, 재활용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재질 및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지침서이다. 해

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대표모델을 선정하여 지침에 따라 평

가대장을 기록하고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평가결과를 한국전자정보

통신산업진흥회(KEA, Korea Electronics Association)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질․구조개선지침은 크게 <재질개선>, <구조개선>, <기타>의 3

가지 범주로 구성되며 각 범주별 평가항목에는 재질종류 단순화, 재

질기호 표시, 제품의 감량화 등의 15개의 세부 평가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재질․구조개선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의 자원순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평가항목의 내용이 자원순환성평가와 연관성이

높다. 그러나 평가항목이 충족여부로 평가하는 방식이 많고 결과를

점수화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비교에 활용되기 어려운 단점이 있

다. 재질․구조개선지침의 각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Table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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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Items Criteria

1. Improvement of materials

A. Simplifying the sorts of 
   materials

 Level of reducing the number of plastic 
materials for facilitating recycling 

B. Increasing the usage of 
   recyclable plastic materials

 Level of increasing the usage of recyclable 
plastic materials and controlling the usage of PVC for 
producing parts

C. Labeling materials  Whether material symbols are marked for 
parts made of plastic

D. Using recycled materials  Level of increasing usage of recycled materials

2. Improvement of structure

A. Easiness of detachment  Easiness of detachment of goods for recycling
B. Easiness of disassembly  Level of improving structure for disassembly

C. Using single material  Level of switching over to a structure made of 
single material 

D. Reducing the weight 
   of goods

 Level of reducing the usage of raw material
 ※ Except for the weight of package

E. Minimizing the volume 
   of goods 

 Level of minimizing goods
 ※ Volume(㎤) : W(width)×D(depth)×H(height)

F. Reducing the weight 
   of package

 1) Weight ration of package
 2) Level of reducing the weight of package

3. Others

A. Preservation of the record 
   of the record of 
   preliminary assessment

 Whether preliminary assessment is conducted 
and preserved

B. Delivering information 
   on recycling 

 Whether the manufacturer provides information 
 on recycling of goods

C. Implementing actions 
   recommended  Whether implement actions recommended

D. Effort to develop 
    technologies for recycling

 Whether the manufacturer develops technologies 
for recycling

E. Producing goods with
   consideration for
   environmental load

 Whether the manufacturer produces goods with 
consideration for environmental load throughout 
the life cycle

Table 2.4. Guidelines for improvement of materials an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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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검토 결과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원순환성평가의 유사제도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수행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사항들을 파

악할 수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제도의 평가 가이드라인 또는 체크리스트의 지침에서

EU 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

와 같은 관련 제도의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다른 지침 또는 관련 기준의 활용은 기 구축된 제도의 내용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계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자원순환성평가 항목 개발 과정에 있어 해당 항목의

범주와 관련이 있는 현행 법률, 지침 등을 활용하거나 참고하는 것

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각 제도가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관련 협

회 등을 통해 제조사,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다는 점이다. 이는 무수히 많은 제품들과 해당 제품의 세부 모델들

이 생산되고 수시로 변경되는 현대 생산시스템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수시로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제품별

기능 및 특징이 상이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평가기준을 마

련하고 이를 통해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자원순환성평가를 제도화 하는 경우 평가항목 개발 측면에서는 크

게 몇 가지의 제품군으로 구분하여 해당 제품군 내 다양한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항목을 개발하고, 제도의 활용 측면에서는

제조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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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대부분의 제도에서 제품의 정보, 제품의 환경성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웹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원순환성평가 및

유사 제도는 자원의 절약 및 환경부하 등의 측면에서의 제품 정보

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데 궁

극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제품의 자원순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은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하기 쉬운 매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제도의 효

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자원순환성평가의 활용방안

중 하나인 ‘자원순환성 정보 제공’의 구체적 방안에 반영될 필요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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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순환성평가 모형 개발

3.1. 대상제품 선정

자원순환성평가 관련 연구 중 2006년에 최초로 수행된 「제품 등

의 자원순환성 향상 방안 연구」에서는 자원순환성 개선이 시급하

여 자원순환성평가 대상이 되는 제품을 에너지 사용 대형 및 소형

제품, 에너지 비사용 대형 및 소형제품으로 구분하여 총 63종의 제

품을 지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제품은 63종의 제품 중에서 모형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을 선정하되 그 과정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대상제품은 에너지 비사용제품 중에서 선정하였

다. 그 이유는 2009 ~ 2011년에 진행된 연구에서 냉장고, 세탁기, 에

어컨 등 주로 에너지 사용제품을 대상제품으로 연구가 수행되어(대

상제품의 70%) 에너지 사용제품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모형이 개발

된 반면, 상대적으로 에너지 비사용제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

문이다. 또한 에너지 사용제품인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재질 구조 개선에

관한 지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

질 종류 단순화,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의 확대 등 전기 전자제품의

자원순환성을 제고하기 위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에너지 비사용제품을 그 특성상 크게 가구류제품과 기

타(비가구류)제품으로 구분하고 각 제품군별 대상제품을 선정하였다.

2011년도 연구의 대상제품인 장롱, 책상을 포함한 가구류제품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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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평가항목이나 평가지침이 유사하므로 하나의 제품군으로 분

류하여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가구류제품은 평가의 효율성을 위해 목제 가구로 한정하였다.

기타제품 역시 동일한 모형을 이용해 다양한 제품을 평가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주요 재질이 유사한 제품들을 하나의 제품군으로

분류하였다.

이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각 제품군별로 대상제품을 4개씩 선

정하여 총 8개의 제품을 본 연구의 최종 대상제품으로 선정하였으

며 각 제품군별 세부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3.1.1. 가구류제품

에너지 비사용제품 중 가구류제품의 대상제품으로 「제품 등의

자원순환성 향상 방안 연구」에서 자원순환성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가구류제품(장롱, 침대, 소파, 응접세트, 책상, 캐비닛, 서랍장, 식탁,

장식장, 파일캐비닛, 책상, 화장대, 문갑, 싱크대, 교자상, 신발장) 가

운데에서 가구 제조업 통계자료 분석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하

여 자원순환성 개선의 필요성이 높은 제품을 선정하였다.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한 주요 가구류 품목의 생

산현황이 Table 3.1.과 같이 조사되었다. 자원순환성평가의 목적은

동일 목적과 기능을 가지는 제품들 중에서 자원순환성이 큰 제품이

시장에서 구매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액보다 사업체수를 제품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했다. 통

계를 통해 조사된 품목들 중에서 2011년도에 수행된 장롱, 책상을

제외한 후 다음 기준에 따라 대상제품을 선정하였다. 대상제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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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No. of 
establishment (Ea)

Gross 
output

Value of 
shipment

Year-end
inventories

Office desk 86 202,443 200,421 9,868

Wardrobe 74 201,307 195,815 14,624

Wood kitchen 
table 65 321,386 320,432 13,484

Wood bed 53 368,051 369,297 13,938

Sofa 43 178,134 171,810 32,446

Office cabinet 38 85,562 84,875 2,849

cabinet 32 65,601 65,391 3,261

Wood table 24 51,824 51,321 5,523

Shoe shelf 22 43,440 43,662 2,083

Table 3.1. Statistics of manufacture of main furniture in 2009
(unit : million Won)

에서 주로 고려한 점은 1)거실 및 서재용 목재가구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의 품목은 제외하고 단일 품목을 선택 2)일반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선택 3)주로 주문제작에 의해

생산되는 품목은 제외(예, 싱크대) 4)제작에 있어 목재 재질이 주로

사용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의 4가지이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가구류의 대상제품은 최종적으로 목재

침대, 소파(및 가정용 내장의자), 목재 식탁(및 식탁의자), 목제 상(교

자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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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No. of 
establishment (Ea)

Gross 
output

Value of 
shipment

Year-end
inventories

Wood dining 
table & chair 20 53,866 53,456 2,737

Other kitchen 
furniture 15 90,928 90,207 3,968

Wood plate of 
kitchen table 13 55,090 53,947 1,918

Dressing table 11 25,087 25,015 599

Cupboard 4 13,149 13,956 2,827

Wood table for 
sitting down 3 4,319 4,240 725

3.1.2. 기타 제품

기존에 수행된 자원순환성평가 연구에서는 대상제품 선정과정에

서 폐제품의 수거 체계 및 재활용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제품을 우

선으로 하였다. 자원순환성평가는 제품의 재활용률 향상을 촉진하고

자연스럽게 신 자원 투입의 감소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재활용률의 향상 측면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

해서는 폐제품의 수거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반대의 의미에서 생각하면 폐제품의 수거 체계 및

재활용 체계가 구축된 제품은 자원순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이미 구축된 체계에 따라 일정 수준에서 처리되고 재활용되지만 그

렇지 않은 제품은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배출 또는 기타 방법으로

폐기되고 곧바로 최종 처분되므로 자원의 순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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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해당 제품이 재활용 가능한

재질을 사용해 제조되어도 분리배출 표시 미지정과 같은 제품의 특

성에 의해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기타제품 선정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즉 제품이 폐기되었을 때 이를 처리

할 수거 체계 및 재활용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대상제품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자원순환성평가 대상제품 중 실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구체적인 수거 및 재활용 체계가 확립되

지 않은 유모차, 볼펜, 이어폰, 헤드폰의 네가지 제품을 대상제품으

로 결정하였다.

3.2. 평가항목 및 평가지침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가구류제품, 기타제품 모두 6개의 공통

평가항목, 1개의 개별 평가항목으로 구성된 모형을 개발하였는데 평

가항목 명칭, 법률에서 규정하는 요소, 평가 관련기준을 Table 3.2에

나타냈다. 2009 ~ 2011년에 수행된 자원순환성평가 연구와의 주요

차이점은 평가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평가수행의 결과가

항목별 점수뿐만 아니라 총점(1,000점 만점)으로도 산출되어 제품의

비교에 활용할 수 있는 점과 모든 평가항목을 절대평가 방식을 통

해 평가하도록 구성함으로써 비교제품의 선정 없이 제품 고유의 특

성만을 이용해 평가수행이 가능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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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Related 
elements Related Criteria 

Common items

Easiness of repair Durability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Easiness in detaching 
recyclable materials

Recycling/ 
proper 

treatment

Guidelines for the expression of 
discharging recyclable resources 
after separation

Delivering information 
on recycling/Proper 

treatment 

Recycling/ 
proper 

treatment

Whether the manufacturer provides 
relevant information

Hazard of goods Harmful 
substances Standards of harmful substances

Management of 
harmful substances

Harmful 
substances

Whether the manufacturer manage 
harmful substances

Utilization of 
recycled materials

Recycling/ 
proper 

treatment

• Furniture - Certification standards 
  for environmental mark
• Other goods - standards for 
  recycled goods

For furniture

Easiness of disassembly
/assembly 

Weight and 
volume,

Durability

Whether the furniture is 
knock-down type

For other goods

Sharing parts Durability Whether the goods share parts

Table 3.2. Assessment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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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공통 평가항목

3.2.1.1. 수리의 용이성

수리가 용이할 경우 제품의 수명이 연장되고 그에 따라 폐기물

발생이 감소하는 것을 반영한 항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

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제품별 부품보유기간의 2배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 제조사에서 부품을 얼마나 오래 보유하는지

에 따라 점수가 산정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Table 3.3.과 같다.

Assessment criteria Warranty over standard period on parts 

Score = Warranty × 100 × weightStandard period

 1. Standard period 
  : Two times of warranty by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2. Warranty period is defined as a certain period of time which producer 
    specifies on goods or web sites

Table 3.3. Easiness of repair

3.2.1.2. 재활용 재질 분리 용이성

폐기된 제품의 부품에서 물질을 회수하여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나 부품 생산에 활용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점

을 반영한 항목이다. 재활용 재질이 제품에서 올바르게 분리되고 활

용되기 위해서는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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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39호)에서 규정하는 분리배출 표시 지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

라 제품에 분리배출 표시 지정이 가능한 부품이 존재하고 규정에

맞춰 1개 이상의 부품에 대해 지정을 받는 경우 점수가 산정되도록

구성하였다.

Assessment 
criteria 

No 
authentication

Obtaining authentication on separation 
discharge (For 1 part at least)

score 0 100 × weight

※ The Authentication Organization - Korea Environment Cooperation  

Table 3.4. Easiness in detaching recyclable materials

3.2.1.3. 재활용/적정 폐기 정보 제공

사용이 종료된 제품이 어떻게 폐기되고 재활용되는 지에 따라 환

경부하와 자원의 재생이용이 달라지는 점을 반영한 항목이다. 『전

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도 전기·전자

제품, 자동차의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사업자 등이 제품의 구성 재

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 범위 안

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조, 재질 등

의 제품 특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가 제품의 적정 폐기 및 재활

용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제품의 재활용 및 적정 폐기 방법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통해 올바른 제품 폐기 및 재활용을 유도함으로써 환경부하

가 저감되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한 항목이다. 정보의 내용 및 전달



- 30 -

방법은 Table 3.5.와 같고 Table 3.6.과 같이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정

보의 수에 따라 점수가 산정된다.

Category & Contents Remarks

1. Information on recycling/proper treatment

Procedure of proper disposal Description on how to dispose goods including 
separate collection

Procedure of disassembly Description of general procedure of disassembly

Synthetic high polymer Parts made of polymer and its specific sort

Harmful substances Parts containing harmful substances and 
methods for removing those parts

How to contact organizations 
for recycling Contact information on recycling centers

2. Methods of delivering information

Provided with goods Describe information in user manuals or in 
warranties

Through relevant web sites
Upload information on the producer’s 
homepage or ‘Resources recycling 
information system’

Table 3.5. Contents and methods of delivering information on  
           recycling/proper treatment

Assessment criteria No information 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

score 0 The number of information 
× 20 × weight

Table 3.6. Delivering information on recycling/prop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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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제품의 유해성

함유된 유해물질로 인해 재활용 및 재생이용이 저해되어 폐기된

제품이 물질시스템에서 순환되지 못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고안한

항목이다. 가구류제품은 「가구 안전 품질표시기준」(기술표준원 고

시 제2010-234호)의 유해물질 기준과 비교해 유해물질 농도가 낮을

수록 높은 점수가 산정되도록 구성하였다. 기타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규정의 유해물질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한국산업표준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여 점수를

산정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유모차는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을, 볼펜은 한국산업표준

(KS G 2622)을 각각 준용하고, 이어폰과 헤드폰의 경우 유해물질 기

준을 명시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본 평가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점수 산정은 Table 3.7.에 따르며, 가구, 유모차 및 볼펜의

유해물질 기준은 각각 Table 3.8., Table 3.9.와 같다.

Assessment criteria Reduction of harmful substances

score = 
  

×  


×

※ If the concentrations of harmful substances of a sofa measured by small 
chamber method are followings - Formaldehyde 0.06, Toluene 0.04, TVOC 1㎎/㎡‧h

   score = 








×

  × weight

Table 3.7. Hazard of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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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items Emission standards Remarks

Formaldehyde 
emission(mg/L)

1.5 or below 
on average desiccator method

or
Formaldehyde 

emission(㎎/㎡‧h) 0.12 or below 
Small chamber method
(Air sample captured 

on 7th day after 
beginning the test)

Toluene emission(㎎/㎡‧h) 0.080 or below 

TVOC emission(㎎/㎡‧h) 4 or below 

Table 3.8. Safety requirements for furniture

Elements Standards Elements Standards

Pb 90 mg/kg or below Sb 60 mg/kg or below 

As 25 mg/kg or below Ba 1,000 mg/kg or below 

Cd 75 mg/kg or below Cr 60 mg/kg or below 

Hg 60 mg/kg or below Se 500 mg/kg or below 

Table 3.9. Safety requirements for baby carriages and ball-point pens

3.2.1.5. 유해성 관리

<제품의 유해성>과 마찬가지로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인해

제품의 재활용이 제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한 항목

이다.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반드시 유해물

질 검사를 받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후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의무는 없다. 그러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변동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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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무검사와

별도로 연 1회 이상 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

하고 실시하는 것을 유해성 관리로 간주하고 점수화하였다.

Assessment 
criteria 

No 
examination

 Conducting periodic examination for 
harmful substances (at least 1 time per year)

score 0 100 × weight

Table 3.10. Management of harmful substances

3.2.1.6. 재생자원 이용

재생자원을 이용할 경우 사용된 자원을 물질시스템내로 도입시키

고 원자원의 투입을 감소시켜 자원순환성을 높이는 점을 반영한 항

목으로 가구류제품은 환경표지인증의 「목제 가구(EL.172) 인증기

준」을, 기타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재활용제품’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각 기준에 중량기준으로 명시된 재생자원 사용률 대비 제품의 재생

자원 사용률을 활용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가구류제품을 예시로 한

평가기준 및 점수산정 과정은 각각 Table 3.11., 3.12.과 같다.

Wood-based goods Particle board Fiber board Other material

Contents of waste wood 
[wt.%] 70 or over 30 or over 70 or over

Table 3.11. Standard contents of recycled waste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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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criteria  Contents of waste wood in goods

 

score =   for 
  

 ×


×  × 

※ If 35% and 15% waste wood is contained in particle board and in fiber 
   board each  for manufacturing a table,  

   score = 





× 


× × 

Table 3.12. Utilization of recycled materials

3.2.2. 개별 평가항목

3.3.2.1. 분해/조립의 용이성 – 가구류제품

‘중량과 부피’, ‘내구성’의 요소와 관련된 항목으로, 가구의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할수록 부품의 분리 및 수리가 쉬워져 제품의 수명

이 연장되고 그에 따라 자원을 적게 소비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평

가는 Knock-down 제품 여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Knock-down 제

품은 완제품과 달리 각 부품이 분해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된

후 판매자, 소비자 등이 현장에서 부품을 체결하여 완성하는 조립식

가구를 지칭하는데 부품의 분리 및 수리가 완제품보다 용이하여 자

원순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점수를 부여한다.

Assessment criteria Non knock-down furniture  Knock-down furniture

score 0 100 × weight

Table 3.13 Easiness of Disassembly/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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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부품의 공용화 – 기타제품

대상제품의 부품이 다른 제품에도 사용되는 지를 이용해 평가하

는 항목으로 공용부품이 많이 사용될수록 제품의 수리나 부품 교환

이 수월해져 사용기간이 연장되므로 폐기되는 자원이 감소한다. 또

한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을 고려하였다. 대상제품에 공용부품이 사용되는 경우 점수를 부여

하는 방식을 활용했으며 세부 내용은 Table 3.14.와 같다.

Assessment criteria No Using more than one compatible part

score 0 100 × weight

※ A compatible part is defined as a part which is used for producing other goods 
   except for typical components like bolts, nuts etc.  

Table 3.14. Sharing parts

3.3.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

3.3.1. 가중치 산정 방법

3.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이용해 총괄

적인 자원순환성을 점수로 계량화하여 제품의 자원순환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별 상대적인 중요도를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하

였다. 즉, 각 평가항목이 자원순환성평가의 평가목적과 얼마나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지를 가중치로 산정하여 이를 모형의 구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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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가중치 산정을 위해 대상제품 제조사 관계자, 자원순환분야

전문가, 관련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해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사결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계층화분석법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의사결정기법의 하나인 계층화분석법은 1970년대 초반 미국의

Thomas Saaty에 의해 개발된 기법으로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쌍대비교(pair-comparison)를 통하여 평가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자 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변성호, 2008 재인용)

어떤 사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계층구조로 구분한 후 동일 계층을

구성하는 요소별 쌍대비교를 통해 비율척도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

으로 각 요소의 중요도, 가중치 등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계층화분

석법은 다양한 속성을 지닌 사안의 의사결정에 있어 활용도가 높으

며 정성적인 속성을 수치로 계량화함에 있어 유용한 수단이다.

3.3.2. 설문대상 및 설문내용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정을 위한 설문의 대상으로는 자원순환분야

전문가, 대상제품 제조사 관계자, 관련 분야 전공자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였다. 각 설문대상자는 자원순환성평가의 목적과 방법, 제품

군별 평가항목에 대한 설명 및 Table 3.15.에 제시된 설문표가 포함

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제품군별 각 평가항목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대해 응답했다. 설문대상자는 평가항목별 쌍대비교를 통해 각 항목

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나타했는데, 예를 들어 <재생자원 이용>이

<재활용 재질 분리 용이성>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9에

표시함으로써 해당 항목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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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설문결과 분석

설문대상자가 제출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항목별 가중치 산

정을 위한 분석을 하였는데 우선 Table 3.16.과 같은 분석표를 이용

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설문결과를 입력하였다. 표의 가장 왼쪽에

각 평가항목을 배열한 후 상단 평가항목 대비 해당 항목의 중요도

를 입력하였고, 두 항목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1을 입력하였다. 예를

들어 Table 3.16.의 경우 가구류제품 평가에 있어 <재생자원 이용>

이 <재활용 재질의 분리 용이성>대비 4의 중요도를 나타내고, <재

활용/적정 폐기 정보 제공>과는 동등한 중요도를 갖는다고 응답한

결과를 입력한 것이다. 이 후 각 평가항목별로 다른 항목과의 쌍대

비교를 통해 도출된 중요도의 기하평균을 구하여 입력하고 기하평

균의 총합 대비 각 평가항목 기하평균의 비를 10점 만점으로 환산

한 수치를 해당 항목의 가중치로 확정하였다. 각 평가항목에는 100

점의 기본 점수가 부여되므로 100점에 가중치를 곱해 해당 평가항

목의 최종적인 배점을 산출하게 된다. 예를 들어 Table 3.16.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재생자원 이용>의 가중치를 산정한 결과는 1.9가되

어 가구류제품의 평가에 있어 해당 항목의 배점은 190점이 된다. 이

와 같은 방법으로 가구류제품과 기타제품 평가항목별로 산정된 가

중치는 Table 3.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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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items ← more important eq
-ual more important → Assessment items

Utilization of recycled materials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asiness in detaching recyclable materials
Utilization of recycled materials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elivering information on recycling/Proper treatment
Utilization of recycled materials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Hazard of goods
Utilization of recycled materials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Management of harmful substances
Utilization of recycled materials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asiness of repair
Utilization of recycled materials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asiness of disassembly/assembly 

Easiness in detaching recyclable materials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elivering information on recycling/Proper treatment
Easiness in detaching recyclable materials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Hazard of goods
Easiness in detaching recyclable materials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Management of harmful substances
Easiness in detaching recyclable materials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asiness of repair
Easiness in detaching recyclable materials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asiness of disassembly/assembly 

Delivering information on recycling/Proper treatment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Hazard of goods
Delivering information on recycling/Proper treatment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Management of harmful substances
Delivering information on recycling/Proper treatment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asiness of repair
Delivering information on recycling/Proper treatment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asiness of disassembly/assembly 

Hazard of goods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Management of harmful substances
Hazard of goods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asiness of repair
Hazard of goods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asiness of disassembly/assembly 

Management of harmful substances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asiness of repair
Management of harmful substances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asiness of disassembly/assembly 

Easiness of repair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Easiness of disassembly/assembly 

Table 3.15 Questionnaire for establishment of weight

※ 기타제품의 설문지에는 <분해/조립의 용이성> 대신 <부품의 공용화>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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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Utilization 

of recycled 
materials

Easiness 
in 

detaching 
recyclable 
materials

Delivering 
information 

on recycling
/Proper 

treatment

Hazard 
of 

goods

Management 
of harmful 
substances

Easiness 
of repair

Easiness 
of 

disassembl
y/assembly 

Geometric
mean weight

Utilization of 
recycled 
materials

1 4 1 1/2 1/2 4 4 1.49 1.90 

Easiness in 
detaching 
recyclable 
materials

1/4 1 1/2 1/3 1/3 1 1 0.54 0.69 

Delivering 
information on 
recycling/Proper 

treatment 
1 2 1 1/2 1/2 2 2 1.10 1.41 

Hazard of 
goods 2 3 2 1 1 2 2 1.74 2.22 

Management 
of harmful 
substances

2 3 2 1 1 2 2 1.74 2.22 

Easiness of 
repair 1/4 1 1/2 1/2 1/2 1 2 0.67 0.86 

Easiness of 
disassembly
/assembly 

1/4 1 1/2 1/2 1/2 1/2 1 0.55 0.70 

Table 3.16. Example of analyzing questionnaire



- 40 -

Furniture Other goods

Assessment items Weight Assessment items Weight

Easiness of repair 1.44 Easiness of repair 1.07 
Easiness in detaching 
recyclable materials 1.36 

Easiness in detaching 
recyclable materials 1.15 

Delivering information on 
recycling/Proper treatment 1.15 

Delivering information on 
recycling/Proper treatment 0.90 

Hazard of goods 2.15 Hazard of goods 2.19 
Management of 

harmful substances 1.62 
Management of 

harmful substances 1.79 

Utilization of 
recycled materials 1.50

Utilization of 
recycled materials 1.45 

Easiness of disassembly
/assembly 0.79 Sharing parts 1.46 

Total 10 Total 10

Table 3.17. Weight for each assessment item

3.4. 자원순환성평가 프로그램

각 제품군별 평가항목 개발과 항목별 가중치 산정이 완료된 후

제조사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형을 자원순환성평가 프로그

램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평가 목적, 유의사항, 절차 등이 설

명되어 있고 평가하려는 제품의 명칭, 제조사 등 기본 정보를 입력

할 수 있는 ‘개요’, 평가항목별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여 점수가

산정되는 ‘평가항목’, 그리고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결과

종합’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Fig. 3.1.은 평가 수행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 기타제품의 <제품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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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Example of the assess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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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 항목의 자료입력란에 대상제품의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그림

과 같이 입력하면 프로그램에 의해 해당 항목의 가중치가 반영된

점수가 산정된다. 모든 평가항목별 자료 입력이 완료되면 ‘결과 종

합’에서 총괄적인 점수를 얻게 된다.

3.5. 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을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모형과 비교․

분석하여 특성을 파악하고, 대상제품의 제조사에 시범 평가를 요청

해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우선 개발된 모형을 2011년도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과 비교․분석하였는데 기존 모형은 에너지

비사용제품(장롱, 책상, 자전거)을 대상으로 하였고 평가항목은

Table 3.18.과 같다.

Assessment items Criteria Remark
1. Easiness of repair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Absolute
evaluation2. Easiness in detaching 

   recyclable materials Rate of marking plastic materials

3. Hazard of goods Level of managing hazard substances
4. Weight lightening 
   of goods Level of weight lightening of goods

Relative
evaluation

5. Utilization of 
  recycled materials 

Level of enhancing utilization of 
recycled materials in producing goods

6. Resource productivity Level of reducing process loss

7. Sharing parts Level of increasing the rate of sharing 
parts calculated by weight of shared parts

Table 3.18. Assessment items of previous research(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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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모형은 총 7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고 이 중 4개의 항목

은 상대평가, 3개의 항목은 절대평가를 통해 점수가 산정된다. <수

리의 용이성>의 평가방법만 본 연구와 유사하고 나머지 6개 항목은

평가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이 다르다.

4개의 평가항목에 비교제품을 이용한 상대평가를 적용하였는데,

비교제품 선정이 어렵고 해당 제조사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기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총괄점수가 산정되지 않는 모

형이기 때문에 제품의 자원순환성 비교는 항목별로만 가능한 단점

이 있다. 기존 모형 대비 본 연구의 모형이 가지는 주요 특징은 다

음과 같다.

○ 절대평가 적용

- 기존 모형의 경우 대상제품 바로 이전(시간적)에 개발된 제품을

비교제품으로 선정하고 대상제품의 상대적인 자원순환성을 점수

로 계량화하는 상대평가 방식의 평가항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비교제품의 선정과정이 쉽지 않고 일반적으로 제품의 구

조적, 물질적 특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평가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최소화하였고 모든 평

가항목이 절대평가를 통해 점수로 산정되도록 하였다.

○ 총괄적인 자원순환성 산정

- 기존 모형의 경우 각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계량화하여 해당 항

목에 대해서는 어떤 제품의 자원순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평가항목을 고려한 총괄적인 자원순환성

을 비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총괄적인 자원순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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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되어야 제품간 비교를 통해 제조사에서 설계, 생산 등의 과

정에서 자원순환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고, 전문적

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자원순환성이 우수한 제품을 쉽게 구

분하여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총점으로 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결과를 총점으로 산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였는데 최종적으로 각 평가항목에 가

중치를 부여해 총괄 점수가 산정되는 방법을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제품의 총괄적인 자원순환성 비교가 가능하도록 모형을 구

성하였다.

○ 제품 고유 특성을 이용한 평가

- 기존 모형의 <자원생산성> 항목의 경우 평가 대상제품의 공정

loss율을 비교제품의 공정 loss율과 비교하여 Table 3.19과 같이

점수를 산정한다.

Reduction rate 
of process loss Under 0% 0% Over 0%

Point 0 100 200

Reduction rate 
of material loss 

= (1-
Process loss of target goods

) ×100
Process loss of comparison target

 *process loss =1 - Weight of goods × 100
Material input

Table 3.19. Resource productivity

생산과정 전체에 걸쳐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된 모든 인자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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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원순환성평가는 제품의 특성에 중

점을 두는 평가이다. 해당 항목은 제품 고유의 특성보다 생산효

율이라는 제조사와 관련된 요소를 바탕으로 제품을 평가하는 것

으로 평가의 수행이 복잡해지고 향후 평가결과의 검증과 같은

사후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모형의

<재생자원 이용성> 역시 제조사가 대상제품 생산과정에 재생자

원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제조사의 자원

사용, 생산효율 등과 관계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제품을 구성하

는 재질이 결정되므로 제품 고유의 특성에 의한 평가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품 고

유의 특성만을 이용해 평가할 수 있도록 각 평가항목을 고안하

였다.

○ 정량평가 항목의 낮은 비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평가항목은 제품 고유의 특성

을 바탕으로 절대평가에 의해 점수가 산정되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평가항목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수리의

용이성> 항목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품의 유해성>

항목에는 환경표지인증, 한국산업표준(KS) 등에서 규정하고 있

는 대상제품의 유해물질 기준을 준용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을

이용해 평가결과를 정량화하였다. 그러나 관련 기준의 준용이

어려운 <재활용 재질 분리 용이성>, <재활용/적정폐기 정보 제

공> 등의 경우 평가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정

성평가를 적용하였다. 기존 모형의 경우 비교제품 대비 상대적

인 특성을 고려해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정량평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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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절대평가를 적용한 평

가항목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정성평가 항목의 비율

이 높은 한계가 있다.

기존 모형과의 비교․분석과 함께 대상제품 제조사에 개발된 모

형을 이용한 시범 평가를 요청하여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검증하였

다. 평가에 참여한 제조사는 볼펜, 연필 등의 문구 전문제조사로 자

사의 A 모델에 대해 본 연구의 모형을 이용해 자원순환성평가를 실

시하였다. 평가 수행과정에서 <수리의 용이성>, <제품의 유해성> 등

6개 항목은 제조사의 실질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평가를 하였으나

<유해성 관리>는 향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를 가정한

제조사의 계획을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A 제품은 정성적

으로 평가되는 항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전체적으로 우수한 자

원순환성을 보였다. 또한 <제품의 유해성>에서도 제품에 함유된 Pb,

As, Cd, Hg, Sb, Ba, Cr, Se의 농도가 평가기준에 비해 낮게 나타나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다만 <재활용/적정 폐기 정보 제공>에서

5가지 정보 중 합성고분자화합물의 구성 재질만을 제공하여 낮은

점수가 산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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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Result of conducting th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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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순환성평가 활용촉진 방안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서는 제품 고안에서부터 전 과정에 걸친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계획이 이행되어야 한다.(M.

Gaussin et al., 2011) 본 연구에서 개발된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

모형 역시 제조자가 제품의 설계 및 생산단계에서부터 스스로 자원

순환성을 확인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순환성평가

는 기본적으로 제조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유사

제도의 사례연구, 제조사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자원순환성평

가 활용촉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자원순환성평가 단독 활용방안

소비자들의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인식 확대를 바탕으로 자원순

환성과 같은 환경적 우수성이 제품 구매의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

됨으로써 제조사에서 제품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자원순환성을 고려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활용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순환성평가를 단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방안은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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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 정보 공개

4.1.1.1. 제품에 명시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 정보를 소비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이다. 평가 활용방

법에 따라 자원순환성평가 인증여부, 등급 또는 점수 등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데 제품에 직접 표시하게 되면 소비자가 제품을 구

매하는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1.1.2. 매체 활용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 정보를 웹 사이트, QR 코드, 스마트폰 애

플리케이션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가 쉽게 제품의 정보

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정보

시스템에 자원순환성평가 인증제품, 제품의 제조사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원순환정보시스

템은 폐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자원순환정보를 생산·보급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담당자 및 관련 업체 등

1849개의 기관 및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매체 활용을 통해 제품의 환경성을 소비자에게 제공한 좋은 예를

미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인 Amazon(www.amazon.com)에서 찾을

수 있다. Amazon에서는 해당제품의 ENERGY STAR와 EPEAT의

정보를 표시함으로써 제품의 환경성이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John K. et al., 2005)



- 50 -

4.1.2. 자원순환성평가 인증

평가의 인증은 자원순환성평가 정보 제공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

는 과제로 제조사가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

과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자

원순환성평가의 수행여부에 따른 단순인증과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

이나 점수로 세분화하여 인증하는 세부인증의 두가지 구체적인 방

법이 있다.

각 방법들에 대해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제도 시행의

초기단계에서는 제도와 관련된 정부기관, 제조사,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자원순환성평가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

하므로 보다 단순한 형태의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수행여

부에 따른 인증의 방법으로 시작하여 본 제도가 정착된 후에 수행

결과를 세분화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원순환성평가 인증에 있어 인증기관 및 검증의 방법도 고려해

야 할 요소들이다. 인증기관의 경우 크게 자원순환성평가 모형을 바

탕으로 기업 스스로 인증을 하는 방법과 독립된 기관을 통해 인증

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미국 EPEAT의 경우 기업의 활발한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통해 자기선언(Self-declaration)을 하

면 추후 독립된 기관에서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

다.(John K. et al., 2005) 이는 자원순환성평가의 도입 단계에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자원순환성평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조사의 자가평가 후 자기선언을 통해 인증을

부여하되 독립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인증제품을 검증하는 방식이 기

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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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단순인증

본 방안은 자원순환성평가 운영기관에서 자원순환성평가 모형을

이용해 인증을 신청한 제품이 일정 수준을 충족시키는 지 확인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인증제품과 비 인증제품을 뚜렷하게 구

분하는 장점이 있다. 각 기업에서 제품에 대해 자원순환성평가를 적

합하게 수행하여 일정 수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세부 방법은 다

음과 같다.

○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를 수행한 후 기준 이상인 경우 인증

○ 평가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필

수항목 전부와 선택항목 중 일정비율 이상을 수행하여 기준 이상

인 경우 인증

4.1.2.2. 세부인증

본 방안은 제품이 일정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방

식과 달리 평가결과에 따라 제품을 보다 세분화하여 등급을 부여하

거나 점수를 인증하는 것이다. 단순인증보다 보다 세분화된 방법으

로 최소 기준을 충족시킨 제품이라도 각 제품별 자원순환성에는 차

이가 있으므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함이다. 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

이 EPEAT(Electronic Product Environmental Assessment Tool)의

경우 PC와 모니터에 대해서는 23개의 필수조건(required criteria)을

충족시킬 경우 Bronze level, 23개의 필수조건과 선택조건의 50% 충

족 시 Silver level, 23개의 필수조건과 선택조건의 75%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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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level로 각각 제품을 인증하고 있다.(M. Gaussin et al., 2012)

자원순환성평가 결과를 등급제로 인증하기 위해서는 각 평가항목이

재활용과 환경부하 저감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에 따른 가중치를 부

여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4.1.3. 자가평가 및 자기선언

자가평가 및 자기선언의 형식은 미국 EPEAT, 우리나라의 재질·구

조개선지침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정부나 제도 운영기관에서

해당 평가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면 제조사, 수입업체 등의 평가 수

행자가 스스로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다. 자원순환성평가의

경우 대상제품의 범주가 가구, 볼펜, 유모차 등과 같이 매우 넓으며

각 범주 내에서도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하고 제품의 구조 및 모델

변경 등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향후 자원순환성평가 운영기관이 모

든 제품을 직접 평가하고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

움이 예상되므로 자가평가 및 자기선언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각 제조사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수행한 자원순환성평가의

결과가 평가지침에 의거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검증의 방법은 미국 EPEAT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EPEAT

의 경우 지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스스로 등급을 공표한 제품

을 대상으로 PREs(EPEAT’s network of Product Registration

Entities)에서 일정 주기별로 무작위로 제품을 선정해 평가기준에 적

합한 지를 검증한다. 이러한 사후 검증을 통해 제조사의 참여를 용

이하게 하면서 제도의 신뢰성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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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관련제도 연계 활용방안

4.2.1. 녹색제품인증 연계 활용

4.2.1.1. 녹색제품인증 개요

가. 녹색제품의 정의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 5호에 따라 ‘에너

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

품’으로 정의된다. 녹색제품은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

에 비하여 자원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

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마크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

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우수재활용(GR) 인증상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으

로 크게 구분된다.

나. 녹색제품 기준

○ 환경기준은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전과정에서 환경성(유

해물질 저감, 인체 안전, 절전, 절수, 재활용, 저소음 등) 고려하도

록 규정하고,

○ 품질기준은 제품별 한국산업규격(KS) 등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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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녹색제품 의무구매

1) 목적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통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

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근거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되고 있다.

○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

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제6조)

○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년 기관별 녹색제품 구

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해야 하고, 구매 실적을 집계·제출하도록

함(제8~11조)

3)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

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구매하려는 세부품목을 결정한 후 세부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이 대체가능하지 않음에도 무조건 구매하

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체 가능한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

다는 의미이다.

○ 공공기관에서 ⅰ)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ⅱ) 용역(서비스)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ⅲ) 건설공사 시 시공회사가 구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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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급자재의 경우에도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

을시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4.2.1.2. 환경표지인증

가. 개요

환경표지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환경표

지의 인증)에 근거해 국가(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 1992년 4

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 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

질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서비스포함)을 선별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하고 있다.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서비스 가운데

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 정해진 형태의 로고(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토록 하

는 자발적 인증제도이다.

나. 목적

환경표지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 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 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표지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 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다.

다. 대상제품

환경표지제도는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표지 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 서비스에 한하여 환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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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2013년을 기준으로 사무용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산업용 제품 등 8개 분야 총 151개의 대상제품이 존재한

다.

라. 총괄기관 및 운영기관

환경표지제도 관련 법규 제․개정 등 제도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

은 환경부이며,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제품별 인증기준 관리,

인증제품 홍보사업 등의 세부적인 운영은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

산업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4.2.1.3. GR(우수재활용) 인증

가. 개요

GR(Good Recycled Product) 인증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자원을 활용하여 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

환경친화성이 높으며 에너지 자원 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먼저 제조사에서 해당 제품이 GR 인

증 신청이 가능한 제품인지를 확인한 후 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제

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 종합평가심사를 거쳐 우수한 재

활용제품에 인증서가 발급된다.

나. 목적

GR 인증제도는 자원재활용 녹색기술개발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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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제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함으로써 그 동안 소비자가

외면해오던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

고, 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원 순환과 에너지 절감을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 인증

제도이다.

다. 대상제품

GR 인증제도의 대상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

생된 재활용 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실용화된 제품이다. 현

재 재활용 목재 복합체 바닥판, 폐타이어분말, 인쇄용지, 파티클보드

등 총 222개의 GR 표준이 존재한다.

라. 총괄기관 및 운영기관

GR 인증제도의 운영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자원순환산업진

흥협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인증

제도 관련 규정의 제․개정, 인증제품의 구매지원 등 정책적인 업무

를 수행하고 자원순환협회에서는 정책 및 규정에 따라 GR 인증 심

사업무,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등 실무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있

다.

4.2.1.4. 녹색제품인증 연계 활용 검토결과

녹색제품 인증 중에서 자원순환성평가와 연계하여 활용하기에 적

합한 제도는 환경표지 인증으로 판단된다. GR 인증의 경우 대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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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재활용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성평가의 목

적과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표지 인증과 연계하

여 활용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를 환경표지제도와 연계시켜 활용하기 위

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대상제품

의 자원순환성평가 항목 전체 또는 일부를 환경표지제도의 인증기

준에 포함시켜 제품의 제조자가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여 부여받

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원순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

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활용은 제조자가 하나의 인

증 기준을 충족시키게 되면 두 가지의 제품 인증 즉 환경표지 인증

과 자원순환성평가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제조자들의 적극적

인 인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환경표지 인증

과 별도로 자원순환성평가 인증 시의 취득 이점을 제공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각 인증간의 중복되는 평가

항목, 지침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환경표지제도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에 ‘자원순환성평

가 인증’(자원순환성평가 인증제 경우) 또는 ‘자원순환성평가 ○등급

이상’(자원순환성평가 등급제의 경우)과 같은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자원순환성평가를 환경표지 인증의 선행 조건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자원순환성평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2011년

국제통합 환경라벨링 인정서를 획득하는 등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

는 환경표지와 연계함으로써 제조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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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환경성보장제 시스템 연계 활용

4.2.2.1. 환경성보장제

가. 개요

환경성보장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

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을 촉진

하기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체

계적인 관리를 통한 환경부하 최소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

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에

서 관리해오던 전기·전자제품과 그동안 정책적으로 관리가 미비했던

자동차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제·관리하기 시작했다. 환경성보장제는 EU의 유해물

질 사용제한지침(RoHS), 폐전기ㆍ전자제품처리지침(WEEE), 폐차처

리지침(ELV) 등의 규정을 아우르는 제도이다.

나. 도입배경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전기·전자 및 자동차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제품 폐기물 발생량 역시 급증

했다. 따라서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고, 폐제

품 (폐전기·전자제품, 폐자동차)에 대한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 선

진국을 중심으로 과거 매체별 환경관리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에 근거한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으로 전환하고 있다.(조장율, 2010) 특히 EU는 전기·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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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재활용방법 등을 위반할 경우

수입금지 등 강력한 환경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의 환경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해 제품(전기·전자제품, 자동차)의 설계 단계에서 폐기 단계

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 관계법령 및 대상제품

환경성보장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률』에서 그 목적,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제품으로

는 전기․전자제품에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총 10개 제품, 자

동차에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9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경

형 및 소형)가 있다.

라. 환경성보장제 체계

환경성보장제는 그 동안 별개의 분야로 생각되어 왔던 폐기물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동시에 아우르는 제도이다. 사전예방 단계에

서는 제품이 폐기물로 되는 양을 줄이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질, 구조개선 및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등

을 관리한다. 사후예방 단계에서는 환경성보장제의 대상 폐기물이

효과적으로 재활용되어 물질의 순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사항들은

Table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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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Main contents

Advanced
prevention

• Hazardous substances content standard observance and 
  self-declaration
• Fulfillment of yearly recycling goal and self-declaration
• Observance of guidelines for improvement of materials 
  and structure
• Proposal of improvement of materials and structure
• Providing information on recycling

Post-
management

• Fulfillment of recycling rate
• Observance of recycling methods and standards
• Merchandiser’s duty to collect waste goods
• Enrollment of recycling business
• Making and submitting of management charts

Table 4.1. The operation of Eco-Assurance System

4.2.2.2. 환경성보장제 시스템 연계 활용 검토결과

자원순환성평가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환경성보장제와 연계하

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

률과의 관계)에 의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환경성보장제 대

상제품 외의 전기·전자제품만을 별도로 자원순환성평가로 운영하

는 방식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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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보장제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체, 제조수입업체, 운

반/재활용사업자 등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에서부터 폐기 및 사

후처리에 이르는 각각의 과정에 관련이 있는 주체별로 준수사항

이 다르다. 하지만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는 제품의 폐기 후 재

활용 및 처리까지 고려해 제조사가 스스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자

원순환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일부 단계 또는 전 단계

에 걸쳐 환경성보장제와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원순환성평가를 환경성보장제와 직접

연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환경

성보장제 시스템의 주요 운영방식과 체계는 참고하여 향후 자원순

환성평가 제도의 운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성보장제에서

참고가 필요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가평가 및 자기 선언

환경성보장제는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하를 최소

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사전예방규정과 사후관리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전예방규정의 세부 지침 중에서 전기·전자제품 제조·수

입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재질·구조개선의 운영방법을 참고할 필요

가 있다. 재질·구조개선 이행의 근거가 되는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고시」(환경부 고시 제2009-159호)에 의해 전

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평가기준을 이용해 자사 제품에 대

해 재질·구조개선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서를 다음해 1월 말까

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에 제출해야 한다. 즉 평가

기준에 따라 제조사에서 스스로 제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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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가평가 및 자기선언의 형태로 의무를 이행한다. 자원순환

성평가에 있어서도 제도 활용촉진을 위해 이러한 방식의 인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제도 도입단계에

있어 자원순환성평가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자기선언을 통한 인증은 제조사의 평가 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원순환성평가 대상은 에너지 사용제품 뿐

만 아니라 침대, 유모차, 볼펜 등 여러 범주의 매우 많은 제품들

이고 현대 생산시스템에서 대부분 모델의 수명이 짧아 새로운 제

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제조사가 아닌 제도 운영기관

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제품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쉽지 않다. 따라서 향후 자원순환성평가의 인증기준에 따라 제

조사에서 스스로 평가하고 자기선언을 하는 경우 인증을 부여하

고, 추후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이

제도 운영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 웹 기반의 제도 운영

현재 환경성보장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

인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환경성보장제 운영관리정보체계

인 운영시스템(EcoAS, Eco-Assurance System)을 활용하고 있다.

운영시스템(EcoAS)은 보고 자료의 간소화, 관련업계의 대응 용이

성 제공 및 효율적인 법률 집행을 위해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사

전예방규정(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재활용 가능률, 재활용정보제

공 등) 및 사후관리규정(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인계·인수내

역, 재활용내역 작성·제출 등)의 행정사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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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웹 기반의 운영시스템은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

련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자원순환성평

가 활용을 위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조

사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자가평가 및 자기선언을 통한 인증이 관

리기관에 의한 사전인증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웹 기반

의 운영시스템을 마련하여 각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 결과를 취

합하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제도 활용방안의 하나로

언급된 <제품의 자원순환성평가 정보 공개>의 구체적 방법 중 하

나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 공개이므로 웹 기반의 운영시스템

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자원순환성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수단

으로 활용될 수 있다.

4.2.3. 기타 제도 연계 활용

자원순환성평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많은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논의된 방법을 개

념적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탄소배출권 거래와 연계하여 자원순환성평가를 활용하는 방

안을 들 수 있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제도를 활용하여

자원순환성평가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여 자원순환

성평가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대기업과 같은 민간

영역의 대규모 소비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요구된다. 즉, 대기업 및

그 계열사에서 대량의 제품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원순환성평가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자원

순환성평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민간 기업에서 자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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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성평가 인증제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는 탄소배

출권 거래제의 연계를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발효

당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그 동안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

지 않았으나 2012년 5월 국회에서 탄소배출권거래와 관련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각 기관, 업체들과 협의해 2014

년부터 배출량이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할당량을 부여하게 된다. 또

한 같은 해 거래소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고 2015년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문을 열게 됨에 따라 본격적인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되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 각 부처에서도 이에 대응

하기 위한 법률 등을 제정하고 있는데, 산림청의 ‘산림탄소상쇄 제

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에서 제정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산림탄소상쇄의

종류를 산림조성에서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에너

지 이용 등으로 정함에 따라 따라 기업이은 자발적으로 산림탄소

상쇄에 참여해 산림이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에 상당하는 크레디트를

발급받게 되고, 이를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순환성평가 인증제품에 일정량의 탄소배출권을 부여

하여 기업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탄소배출권

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자원순환성평가 인증제품의 대기업과

같은 대규모 민간영역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원순

환성평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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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원순환성평가 활용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4.3.1. 제조사 인센티브

자원순환성평가는 기본적으로 제조사에서 제품의 환경성을 계량

화된 수치를 통해 검토하고 부족할 경우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

는 도구이다. 그리고 법률적 강제보다 제조사의 환경적 인식을 바탕

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EPEAT(Electronic Product Environmental

Assessment Tool), 일본의 GPN(Green Purchasing Network) 등 자

원순환성평가 유사제도에서도 법제화를 통한 강제 이행 방식을 채

택하기보다 친환경적, 지속가능 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 제조사,

소비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조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

다. 따라서 제조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업

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4.3.1.1. 조달청 입찰 혜택

우선 자원순환성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

행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에서는 입찰심사의 여러 항목 중에서 신인도에 환경관리와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의 평가요

소로 GR 인증,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녹색기

술 인증서 보유자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관리 항목에 자원순환성평가 인증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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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면 제조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원순환성평가 대상제품 중에서 조달청 납품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

4.3.1.2.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제품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정부,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GR 인증

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또한 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이행하도

록 매년 기관별 녹색제품 구매계획과 실적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지정 제품의 의무구매는 해당 제품

제조사의 이익과 직접 연관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 전자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한 EPEAT

또한 대량 구매가 이루어지는 정부 및 기타 기관의 조달에 있어 제

품의 환경영향을 비교 및 평가하고자 개발된 것이다.(John K. et al.,

2005) 그리고 미국에서 2007년과 2009년에는 연방 정부의 물품 구매

시 EPEAT에 등록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executive

order(행정명령)을 Bush 대통령과 Obama 대통령이 각각 통과시켰

다. 이는 정부 및 기타 기관 조달시장의 규모와 영향력이 크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원순환성평가의 수행에 따라 해당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간주하여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제품으로 지정하는

방법은 제조사의 자원순환성평가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유용한 방안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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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공공기관의 인증제품 홍보

제조사 및 제품의 이미지는 시장에서의 제품 판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2011년, 2012년 우리나라의 총 광고비는 각각 9조

5,606억원, 9조 6,524억원을 기록했다.(한국방송광고공사, 2012) 상당

한 액수의 광고비만 보더라도 기업에서 특정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원

순환성평가 인증 제품 또는 기업의 정보를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기

관의 책자 등에 싣거나 주기적으로 자원순환성평가 관련 간행물을

발간하여 그 정보가 대중에게 많이 노출된다면 제조사에 자원순환

성평가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순환성평가 인증제

품 목록, 환경적 우수성 등을 바탕으로 제조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홍보 내용을 구성한다면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4.3.2. 소비자 인센티브

기업의 적극적인 자원순환성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품

의 자원순환성평가 수행 여부가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도 인센티브를 부

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소비

자 인센티브는 그린카드와 연계하는 것으로 그린카드는 국민의 녹

색구매를 촉진하고 친환경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운영하

는 제도로 국민이 녹색생활을 실천할 경우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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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탄소포인트제

- 개요 :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시민참여 프로그램

- 내용 : 6개월간 전기, 수도, 가스 개별 사용량을 참여당시 과거

2년 대비 10% 이상 감축 시 연간 최대 7만원 적립. 감

축률에 따른 항목별 포인트는 Table 4.2.와 같음

- 신청 : 탄소포인트 홈페이지 접속 또는 지자체(시청, 구청, 주민

센터) 방문신청

Category
Annual reduction rate

5 ~ 10% 10% ~ 

Electricity 20,000 points 40,000 points
Water 5,000 points 10,000 points
Gas 10,000 points 20,000 points

Table 4.2. Points awarded according to annual reduction rates

나. 녹색소비

- 대상 : 친환경제품 구매 소비자

- 개요 : 지정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 내용 : 지정 유통매장 및 제조사 친환경 제품을 그린카드로 결

제 시 제품가액의 일정비율(1 ~ 5%)을 포인트로 적립

그린카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친환경제품 구매 소비자에

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녹색소비에 자원순환성평가 인증제품을 포

함시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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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Advantage / Disadvantage

Opening
to the public

• Purchase of goods with high score can be promoted by 
  consumer’s decision based on the assessment results

• The effect of this way totally depends on consumer’s 
  preference for assessment 
• Consumer can have a problem understanding the 
  recyclability of resources by the assessment

Certification

• Consumer can easily distinguish goods which are excellent 
  in saving resources and reducing environmental load 
• Recyclability of resources of goods can be a more effective 
  factor in purchasing goods because of easy identification 
  of environment friendly goods 

• An agreement among stakeholders(government, manufacturers, 
  consumers etc.) is needed for establishing standards for 
  certification. 

Self 
assessment 

&
declaration

• Procedure become simple and easy because manufacturer 
  evaluates its goods and declare the result by itself
• More manufacturers can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e assessment due to the simple procedure

• Strict verification should be required 

Table 4.3. Features of ways for utilization of the assessment

4.4. 자원순환성평가 활용촉진 방안 검토 결과

4.4.1. 방안별 장․단점

4.1. ~ 4.3.에서 제시한 방안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분석한 각각

의 장․단점은 Table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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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Advantage / Disadvantage

Mandatory
registration

• Most efficient way for manufacturer to extend awareness 
  of the assessment

• There is neither penalty nor incentive for the result of 
  the assessment
• Promoting the consumption of superior goods because consumers 
  cannot be given information of the assessment
• The effect of this way totally depends on manufacturer’s efforts

Integration 
with green
 product 

certification  

• Promotion of the assessment can be achieved since certification 
  of environmental remarks and recycled products is well established

• Not all products categories of the certification of green 
  products are identical to thoese of the assessment 

Integration 
with EcoAS

• Efficient operation of the assessment can be achieved through 
  the integration with EcoAS(Eco-Assurance System)

• Two systems are not fully compatible because EcoAS aims at 
  promoting recycling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 only

Incentive for
manufacturer

• Manufacturer can be motivated to implement the 
  assessment voluntarily

• Some goods are difficult to get incentive under current system
• Financial problems can be caused

Incentive for
consumer

• Consumer can be motivated to purchase goods with certification 
  of the assessment
• Consumer gets monetary benefit by using ‘Green card’ 

• Consumer’s lack of understanding for ‘Green card’ 
• Possible only when manufacturer attend the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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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각 방안의 활용

자원순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

조사의 참여와 소비자의 평가제품 구매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

는 효과적 운영 방안 및 제조사,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

센티브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사 의견 수렴, 해외 유사

제도 연구,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활용촉진 방안을 제시하

였는데 각 방안들은 단독적으로 활용되는 방안이기보다 상황에 따

라 몇 개의 방안들이 조합되어 종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선택적

방안이다. 예를 들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자원순환성평가에 대한

제조사 참여 활성화 및 소비자의 인식 확대를 우선적인 목표로 하

여 인증방식에서는 평가 및 인증절차가 용이한 단순인증을 활용하

고 참여유도에 있어서는 관련 제도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4.4.3. 자원순환성평가 정착을 위한 로드맵

자원순환성평가는 볼펜에서부터 세탁기, 장롱 등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분야의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제조사 및 소비자의 자발

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행

에 앞서 충분한 단계별 계획이 필요하다. 본 절에서는 자원순환성평

가 활용촉진 방안 및 유사제도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성평

가 정착을 위한 로드맵을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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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1. 1단계 - 자원순환성평가 표준모형 및 인증기준, 인센티브 확립

자원순환성평가의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에 활용될 표준모형 및

인증기준이 우선적으로 확립될 필요가 있다. 「제품 등의 자원순환

성 향상방안 연구」를 통해 자원순환성평가 연구가 시작되어 2009

년도 연구 대상제품인 냉장고에서부터 본 연구의 대상제품인 소파,

침대, 이어폰, 헤드폰 등의 제품에 이르기까지 총 에너지 사용제품

7개, 에너지 비사용제품 11개에 대해 연구가 수행되고 모형이 마련

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연구에서 도출된 대상제품별 모형 및 각

평가항목의 검토를 통해 1단계에서 자원순환성평가 표준모형의 확

립이 요구된다. 이 과정은 자원순환성평가를 적용할 제품을 주요 특

성에서 따라 에너지 사용제품, 에너지 비사용제품(가구류), 에너지

비사용제품(비가구류) 등과 같이 몇 개의 제품군으로 분류한 후 각

제품군별로 적합한 평가항목을 선정 및 조합하는 방법을 통해 수행

될 수 있다.

또한 1단계에서 모형의 확립과 동시에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자원순환성평가 인증방식 및 기준을 선정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

이 인증방식에는 기준 충족여부에 따른 단순인증과 평가결과에 따

른 세부인증이 있지만 자원순환성평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과

정이므로 제조사가 평가를 활용하기 쉽고 소비자가 자원순환성이

우수한 제품을 구분하기 용이하도록 단순인증 방식을 적용한다. 인

증기준은 자원순환성평가의 운영과 관계된 정부, 제조사, 소비자 등

의 이해당사자가 기준 설정에 참여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

정될 수 있다.

1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다른 과정은 제조사 및 소비자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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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립하는 것이다. 환경표지인증, 우

수재활용(GR) 인증 등 현행 환경라벨링 제도의 인증혜택 검토 및

제조사 의견 청취 결과 자원순환성평가 인증제품에 조달청 입찰가

산점과 같은 녹색제품 인증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인

센티브도 요구되는데 이는 인증제품 구매 시 에코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4.4.3.2. 2단계 - 자원순환성평가 홍보 및 시범운영

2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확립한 모형을 이용하여 시범적으로

자원순환성평가를 운영함으로써 그 적용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이

다. 2단계는 크게 자원순환성평가 시범운영, 자원순환성평가에 대한

제조사 및 소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결과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원순환성평가의 홍보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제품의 자

원순환성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정

으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및 리플릿

활용, 설명회 개최 등의 방법을 이용해 제도에 대한 제조사 및 소비

자의 인식을 높이고 자원순환성평가의 필요성을 전달한다. 또한 홍

보를 통한 제조사 및 소비자의 자원순환성평가 인식에 대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홍보 시행 전․후의 인식 정도를 설문조사 등을 통

해 확인하는 과정도 추가할 수 있다.

시범운영은 자원순환성평가의 적용가능성과 제품군별 평가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제품군별 시범운영 제품 선정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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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제조사 선정 → 운영 전 제품의 자원순환성 확인 → 시범운영

→ 결과 평가】의 세부절차로 구성된다. 먼저 1단계에서 분류한 제

품군별 대상제품 중에서 제조사 및 모델이 다양하여 비교가 용이한

제품 몇 개를 선정한다. 그리고 선정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와

협의하여 시범운영에 참여할 제조사를 결정한다. 다음으로 자원순환

성평가의 운영이 제품의 자원순환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범운영 전 기존 제품의 자원순환성을 확인하고 새

롭게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자원순환성평가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이 향후 본 운영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도

록 시범운영 기간에도 인증기준 충족 제품에 대한 인증표시, 제조사

및 소비자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시범운영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제품의 자원순환성을 평가하여 자원순환성평가

의 운영으로 인한 제품의 자원순환성 개선정도를 비교하고 운영과

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확인함으로써 2단계를 마치게 된다.

4.4.3.3. 3단계 – 보완 및 시행

자원순환성평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로드맵의 마지막 단계는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한 점을 개선

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으로 제조사 및 소비자의 의견을 수

렴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보완을 마친 후 자원순환성평

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정착과정을 마무리한다.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한 자원순환성평가 정착을 위한 로드맵의 절차 및 세

부내용을 요약하면 Table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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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Purposes & Strategies>

Establishment of standard model 
and certification system

∙ Establishing standard model for energy 

  and non-energy goods

∙ Establishing certification system and 

  its criteria 



• Disseminating information to the 
public

• Selection of goods categories for 
test operation

∙ Publicizing the assessment on web sites 

  and holding a public hearing

∙ Awarding incentives to manufacturers 

  participating in test operation

∙ Conducting surveys to evaluate awareness 

  of the assessment



Selection of manufacturers and 
goods for the assessment

∙ Selecting goods representing each category

∙ Conducting the assessment for existing goods


Test operation ∙ Conducting the assessment for target goods



Table 4.4. Road map for the activation of the assessment 

Review of the results of test 
operation

∙ Comparing scores of the assessment 

  of existing goods and target goods

∙ Evaluating the level of improvement 

  of recyclability of resources 

∙ Collecting opinion of manufacturers and 

  consumers for complementing the 

  assessment 

∙ Evaluating the level of improvement 

  of consumer’s awareness



Complement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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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자원순환성평가는 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신 자원을 최소화하고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과정에서 제품에 기인한 환경부하를 저감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도구로 2006년 수행된 「제품 등의

자원순환성 향상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냉장고, 세탁

기, 장롱 등 에너지 사용제품 7개, 에너지 비사용제품 3개를 대상으

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2009 ~ 2011년 사이에 진행된 연구에서 에어컨, 텔레비전 등 주로

에너지 사용제품을 대상으로 모형 개발이 이루어졌고 에너지 사용제

품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질․구조개선지침에서

자원순환성 제고를 위한 재질 종류 단순화,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의

확대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모형 개발이 덜 이루어진 에너지 비사용제품을 대상제품으로 선정하

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에너지 비사용제품 중에서 생산업체 수, 생산

액 등의 생산현황과 자원순환성 개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2개 제품군 - 가구류제품(소파, 침대, 식탁, 교자상)과 기타 제

품(볼펜, 유모차, 이어폰, 헤드폰)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자원순환성

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형은 기존연구의 모형과 비교했을 때 몇 가

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모든 평가항목의 점수가 절대평가를 통

해 산출되는 점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경우 비교제품 선정을 통

해 대상제품의 점수를 산출하는 상대평가 항목이 다수 포함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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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사용제품의 경우 제품 용도나 규격 등이 매우 다양해 비

교제품 선정이 쉽지 않고 제조사에서 제품의 정보제공을 기피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자칫 자원순환성평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

서는 제품 고유의 특성을 이용해 모든 항목의 점수가 산정될 수 있

도록 평가항목을 고안하였다.

또 다른 특징은 총점 산출을 통한 제품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구

성한 점으로 기존 모형에서는 항목별 평가점수의 총점을 산출하지

않고, 각 항목별로 전년도 대비 해당년도 또는 타 모델 대비 자원순

환성 개선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평가결과가 한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원순환성평가 총점이 산출되어 평가결과를 제품의

자원순환성 비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총점 산출은 자원

순환성평가 활용촉진 방안과 연계해 소비자가 제품의 자원순환성을

쉽게 판단하고 구매결정요소로 이용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판단된다. 총점 산출은 자원순환성평가의 목적인 제품의 자원

순환성 향상과 밀접한 정도에 따라 각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가중치 산정을 위해 대상제품 제조사 관계자,

자원순환분야 전문가, 관련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해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사결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계층화분석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해 분석하

였다.

모형의 개발과 함께 향후 자원순환성평가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

록 하기 위한 활용촉진 방안의 제시도 연구의 중점과제로 수행하였

다. 평가항목 개발과 마찬가지로 우선 국․내외 유사제도의 활용사

례 분석과 제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평가결과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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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활용방법, 제조사 및 소비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방안에 대해 다시 제조

사 및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개발된

활용방안을 시행단계별로 요구되는 특성에 맞게 구성함으로써 자원

순환성평가가 제품의 환경성 개선을 위한 유용한 제도로 정착되도

록 유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현대사회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로 제품에 기인한 자원사용

및 환경부하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에 따라 환경관리 정책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수질, 대기,

토양 등 매체중심의 환경관리에서 벗어나 제품중심, 수용체중심의

환경관리로 전환되고 있다. 자원순환성평가 역시 환경라벨링, 전과

정평가 등과 마찬가지로 제품중심 환경관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

로 제품의 설계 및 생산단계에서부터 실시하는 사전예방적 수단이

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에 대한 표준 모형

이 정립되고 제조사의 참여 및 소비자의 자원순환성 우수제품 구매

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이 마련된다면 자원순환성평가는 우

리사회가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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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which has been caused by fast

development in many nations around the world is now

threatening the prosperity of mankind. Especially product-oriented

environmental load is a big problem due to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Therefore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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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t to be one of the most urgent challenges.

To resolve those problems, some countries including Germany,

U.S.A. has started to move the focus of product-oriented

environmental management from follow-up management to

advanced prevention since early 1990s. In other words, those

countries has established laws and implemented plans for

reducing environmental load through life cycle of goods and

enhancing recyclability of resources.

In an effort to promote recycling of resourc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a master plan in 2011. In this plan,

‘Enhancement of recyclability of goods through the life cycle’ is

included as one of the major challenges of ‘Changing into a

resource circulating society’ which is among the top 5 strategies.

Since it is a very effective and precautionary way to consider

methods for reducing environmental load and reusing/recycling

of waste resource at the design phase of goods. And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resources』prescrib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nd provide a proper tool for

manufacturer to assess recyclability of goods by itself.

Hence, researches on assessment of recyclability of resources of

goods have been conducted since 2006. Using developed

assessment models manufacturers basically evaluate its own goods

and compare the result with that of other goods. And

manufacturers can also make efforts to enhance recyclability of

resources of goods and consumers may buy goods which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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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ior in environmental friendliness. So I developed a model

on assessing the recyclability of resources for non-energy goods

in this study.

Target goods of this study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First category was ‘furniture(sofa, wood bed, wood dining table,

wood table for sitting down)‘ and second category was ‘other

goods(ball-point pen, baby carriage, ear phone, head phone)’.

The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consists of seven

assessment items and instructions of each item with 1,000 points

of score overall. Out of seven items, six items are common items

and one is individual item for each category. Common items are

<Easiness of repair>, <Easiness in detaching recyclable materials>,

<Delivering information on recycling/Proper treatment>, <Hazard

of goods>, <Management of harmful substances>, <Utilization of

recycled materials>. Individual item is <Easiness of

disassembly/assembly> for furniture and <Sharing parts> for

other goods.

Besides developing an assessment model, drawing plans for

utilization of the assessment of recyclability of resources of goods

was the other focus of this study. A variety of plans for

activation of the assessment were drew and those plans were

related to ways of utilization of the assessment, incentives for

both manufacturer and consumer, a road map for the assessment

activation.

Like environmental labelling programs, the assessm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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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yclability of resources of goods is basically based on voluntary

participation of manufacturer to improve environmental

friendliness of its own goods. Also the assessment is very a

precautionary tool to prevent pollution and reduce environmental

load. When standard models for more goods are established later

through researches on the assessment, the assessment of

recyclability of resources of goods w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duct-oriented environmental management.

Keyword : Recyclability of resources, Environment friendly goods,

Assessment of goods, Environmental labelling, Life

cycle assessment

Student Number : 2012-2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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