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5복식문화연구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제 11 권 제 1 호, (2003. 2), pp.165~176

패션기업의 환경친화적 제품설계(DfE) 기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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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도 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concepts behind Design for Environment(DfE)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EMS). This study highlights the success of domestics and foreign 
corporations that have utilized DfE and EMS as well as explored how DfE based EMS is being used in domestic 
corporations. Although corporations acknowledge that using environmentally conscious designs provide them with 
a competitive edge, only 53.6% of fashion corporations have established the environmental policies and use such 
tools. Furthermore,。이y 41% use DfE strategies for operating their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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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환경의 세기인 21세기에는 한 나라의 환경보전 

수준은 곧바로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환경이 곧 국제경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은 더 

이상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의 경 

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 이런 

환경문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소비활동 

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업에서 환경친화적 제 

픔은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것이 환경문제를 근본적

디자인）. EMS（환경친화적 경영관리 시스템）, LCA

으로 해결하는 길이라고 하겠다. 이런 이유로 환경 

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제품의 원 

재료, 생산, 유통, 재활용, 폐기를 포함한 전체 과정 

에서의 환경친화적 움직임인「그린디자인」의 관심 

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이 제품개발을 함에 있어 설계단계부터 환경 

친화적 요소를 고려한 그린디자인 기법이「환경을 

위한 디자인 （DfE, Design for Environment）」이다. 

DfE는 제품의 설계단계로부터 생산,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 성을 평가해 설계하는 선진의「환 

경을 위한 디자인」기법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

본 연구는 2000학년도 서울여가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된 것임.

' 교신 저 자 E-mail: mskim@SWU.ac.kr
D 김문숙, “녹색규범과 미래 복식디자인의 방향에 관한 면구”, 복식문화연구 제5권 제1호（1977）, pp.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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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가에서는 개별 기업차원에서 이미 활발히 개발 

적용되고 있다. DfE는 전 과정환경영향평가 (LCA, 

Life Cycle Assessment), 총비용분석 (TCA, Total Cost 

Analysis) 방법에 기초하여, 분해를 고려한 디자인 

(DfD, Design for Disassem비y), 재 활용을 고려한 디자 

인(DfR, Design for Recycling), 회수 및 재사용을 고 

려 한 디자인(DfR, Design for Recovery and Reuse)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DfE에 관한 개념의 정립 

은 1970년대 이후이지만기, 기업들이 라이프사이클틀 

과 DfE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개 발하기 시작한 것 

은 불과 10여 년 전인 1989경 이후의 일이다'. ISO의 

표준에도 명백하게 D压만 취급하고 있지 않고 있으 

며, EMS (환경친화적 경영관리 시스템, Environmen

tal Management System) 표준인 ISO 14001의 주요 표 

준에도 DfE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록 A에서는 DfE가 EMS의 요소로 언급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DfE의 개념과 특성 및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 • 내외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으며, 성공적 실행 기업을 벤치마킹함으 

로서 우리 기업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과제를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방법은 국내외 문헌적 고찰을 통하여 

현재를 파악하고 분석을 시도하는 현실접근 방법과 

주요 선진국 기업의 DfE 적용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그리고 실증적 조사 분석을 위해서는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DEE에 관한 설문지 조사 방법 

을 병행하였다.

n. 환경을 위한 디자인(g)과 

환경친화적 경영관리시스템 (EMS)

1. DfE 개념

복식문화연구

DfE는 녹색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환경요소를 否극적으로 채택 활용함으로서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차별화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한 제품 

설계 기법이다•. 광의로 본다면, DfE는 제품의 설계 

및 기업 경영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이슈에 

관한 조직적, 법률적, 그리고 방법론적인 측면 모두 

라고 하겠다. 사실, 제품의 경우 라이프사이클 원가 

의 경우 약 70% 내지는 80%가 제품설계 과정에서 

결정된다'). 대부분의 DIE에 관한 문헌에 의하면, 설 

계의 변경은 유효한 원가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s/을 창출함으로서 상류부문과 하류부분을 막 

론하고 모두 환경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 

다.

설계과정에서의 변경은 일반으로, 제품이 생산된 

후에 수정하는 것보다는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 이슈에 관한 쟁점 해결을 모 

색하기 위해, 설계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투자해 

야 하는 고급 엔지니어링에 관한 투자에 대해 비교 

적 낮은 위험성을 견지시키며 또한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가 있다. 세계적 기업인 휴 

렛패커드, 볼보 등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은, 제품의 

설계과정을 통제함으로서 만족스런 수준의 환경적 

업적수행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최적의 원가효율화 

기술에 기초하여 투자도 하고 또 이를 인지하고 있 

다. 물론 이런 기업들은 설계부서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의 기대와 만족의 증대를 위해 항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러한 DAE기법은 제품 및 공정의 전 과정에 걸 

쳐 환경, 안전, 보건측면에서 디자인 성과를 체계적 

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는 

작업환경과 안전, 소비자의 보건과 안전, 자원소비, 

오염예방, 폐기물 최소화, 분리, 해체, 재활용, 재사 

용 등을 고려하여 제품개발을 하는 것이다.

2) R. J. Kainz, W. C. Moeser and M. S. Simpson, "Life Cycle Management: A Solution for Decision Making Auto
motive Engineering", Vol. 103, No. 2, (February 1995), p.107

3) Michael S. Sullivan and John R. Ehrenfeld, Reducing Life-Cycle Environmental Impacts: An Industry Survey 
of Emerging Tools and Programs, (New York: Mcgraw-Hill, 199감), pp.283-303.

4) Office of Technical Assessment, Green Products by Design: Choices for a Cleaner Environment, Washington, 
D.C., 1992.

5) 적은 비용으로 큰 이익을 얻는 효과를 가리킴.

6) Korpalski, Tom, Hewlett-Packard Company, "Pragmatic Use of Priority Life-Cycle Assessment Elements", IEEE 
Conference Proceeding (1994), pp.207-210.

-166 -



제 11 권제 1 호 김문 숙 167

2. DfE 범주

DIE 프로그램은 DIE개념에 기초를 두면서 EMS 

-7■축을 촉진시키는 도구를 개발하는 작업이다. DIE 
에 관한 동기는 모두가 유사하겠지만 실제 실행기법 

은 다르다. 이런 기법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한 

수 있다.

1) 환경배려형 제품설계기법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제품이 지구환경에 주 

는 부화 총량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전재로 설계 

하는 DIE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다 소형화 경량 

화로 소재 사용량의 억제, 사용단계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의 절감, 환경자재로의 소재 변환 등과 같은 

디자인으로 자원 고갈과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처 

한 수 있도록 하는 설계를 의미한다. 또한 구조와 영 

태륜 변경함으로서 부품의 재사용, 소재의 재 자원 

화 등도 포함된다. 이런 것들을 초기 디자인 단계부 

터 대응하는 설계가 곧 이 범주의 주요 과제이다.

2) 환경조화형 사회계획 설계기법

생태학적인 가치관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으로 자 

원 에너지 등의 대량 소비형 생활방식의 변경이 이 

신계의 주요 범주이다. 예를 든다면, 후손에게 떳떳 

하게 물려줄 수 있는 사회 건설을 우］해. 자원 순화 

영 산업 및 경제구조의 고려, 탈 물질화 도모를 위한 

제조산업의 소프트화 등의 DflE가 있는 사회디자인 

응 의미한다. 풍부함에 따른 물질적 층족 도를 탈피 

하고, 보다 단순하고 기분 좋은 라이프스타일을 제 

안하는 것이 최대한 디자인의 이익을 도모하겠지만, 

신제로 이것을 기업활동화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모순을 풀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도 있다.

3) DfE 전략

네덜란드의 데르후트(Delft) 공과대학의 브레이지 

드(J.C. Brezet) 교수가 제창한 DfE 전략은 단계별로 

이노베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 

으로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 최초단계 : 개량의 단계

이 단계에서는 제품의 개량을 철저하게 이행함으 

로서 환경성 효율을 가능한 제고한다. 이런 제고는 

환경자재의 선택, 그리고 자원 및 에너지 절약적 설 

계를 통해 제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 부하 총량을 감 

소시킬 수가 있다.

(2) 둘째단계 : 기능혁신의 단계

이 단계에서는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형태는 물론 

그 기 능까지 도 변화시 킴으로써 사회 와 사람의 욕구 

를 충족시킨다. 예를 들면, 동력의 사용으로 우마차 

를 대신한 자동차의 등장 같은 드라마틱한 변혁이 

바로 이 단계라고 하겠다.

(3) 최종단계 : 시스템 혁신의 단계

이 단계에서는 사회, 경제 시스템을 포함한 문명 

인프라 구조를 혁신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교통시스템, 에너지시스템. 유통시스템의 혁신, 그리 

고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소비패턴 바꾸기 같은 

것을 통해 환경 부하를 삭감시키는 모든 수단이 강 

구되어야 한다.

한편, 국제 연합환경프로：!램 (United Nations Envi

ronmental Program's) 인 PROMISE 매뉴얼에 직접적 

인 기초를 두면서，캐나다국립조사위원회(The Natio

nal Research Council of Canada) 의 스켈 로스(Skerlos) 

가 ME450 강의에 사용한 수정모델인 DIE에 관한 전 

략도는〈그림 2-1〉에서와 같다7).

또한〈二림 2-1〉에서 보여주고 있는 DfE 전략에 

부합하는 실행을 위한 구체적 활동 계획을〈표 2-1> 
에서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 사실 제품의 퍼포먼스 

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요소, 경제적인 

요소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의 균형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환경 요소를 조명한다면,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1부터 7까지의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을 전체 틀로 하여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재정립도 하고, 적용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함 

으로서, 최우선적으로는 디자인 과정이 창의적이 되 

도록 촉진시킬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현재의 환 

경 지향적 퍼포먼스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7)  및  : ME 450 Worksheet and Information based upon Canadian 
NRC-IRAP Design fbr Environment Guide, Fall 2001, p.3.
http://www.unep.org http://wvw.nrc.ca/c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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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개념의 %발

라이프시스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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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击적 차용「了 广 최대화

/ 3/ 자재 사용의 

,' /‘ 효과적 警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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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용 중 '

임팩트의 감소

5 .
분배의 宣과적 생산号会과적

화용 차용

〈그림 2-1〉Dffi 전략과 신개념 개발

함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환경친 

화적으로 개선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조명할 수 

있게 할 것이다.

3. EMS

1） EMS 개념

기업 경영은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으로 이익만을 

중요시한 나머지 인간에게 위험을 제공하거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제품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품의 제조 판매를 지속함으로서 기업 이익의 

원천이 되는 소비자를 위한 복지는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 등을 소홀하게 취급 아직까지도 사 

회적인 반작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 

상을 인식하기 시작한 정부, 공공단체, 그리고 민간 

업체 들의 노력으로 반사회적 경제활동 행위를 자제 

하게 되었고, 특히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범세계적 

으로 환경저해 제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 

에 힘입어 기업의 목적인 이윤 추구 달성방법도 수 

정이 불가피해졌고 수정된 방법을 적극 수용하고 실 

행하려는 사례도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콜 제도가 뭔지 이산화탄소 

나 프레온가스 배출량은 어느 정도 줄여야 하는지도 

모른 체 이윤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현실은, 글로벌 

시대의 치열한 국제 경쟁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약 

화시킴은 물론 심지어는 경쟁력 약화로 도산하는 기 

업이 될 수 있게도 하고 있다.

EMS 란 위험관리, 대응평가, 총합원가관리 등을 

포함한 검증된 환경친화적 방법론을 평가하는 경영 

도구와 원칙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 경영 시스템 

이다" EMS 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은 일상의 의사결 

정의 한 부분으로 건전한 환경친화적 의사결정을 함 

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예를 든

〈표 2-1〉Dffi 전략과 활동계획

전 략 실행을 위한 활동

I. 신개넘의 개발 비 물질화 / 나눔 사용의 증대 / 서비스의 제공

2. 물리적 활용의 최대화
총합된 기능 / 기능활용의 극대화 / 신뢰성과 내구성의 증대 / 용이한 보수 및 유지

/ 모들방시의 설계 /제품과 사용자와의 관계 촉진

3. 자재의 선택
기대하고 있는 자재 / 재생 가능한 자재 / 저 에너지 소요 자재 /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 / 재활용된 자재 / 자재 사용의 총량적 감소

4. 생산의 효과적 활용
대체생산 과정의 선택 / 생산단계의 최소화 / 생산에너지 소비의 절감 및 처리 / 생산 

낭비는 적게 / 생산용 소모품 사용의 최소화 및 처리

5. 분배의 효과적 활용
운송 모드 / 효율성 있는 에너지 논리학

포장재의 재활용성 제고 및 처리 / 효율성 있는 에너지

6. 제품 사용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 에너지원의 관리 / 소모성 제품의 감축 / 소모성 낭비의 축소

7. 라이프 종료
제품의 재사용 / 제품의 재상 및 갱생 / 자재의 리사이클링 / 소각의 안전성 제고 / 해 

체를 위한 디자인

8) DfE EMS Bulletin 1: Using DfE Concepts in your EMS (Washington, DC.: EPA, July 1998),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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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먼저 회사 조직 내에 가칭, 안전 건강 환경위원 

회 또는 안전 건강 환경 팀을 설치하고, 이 기구로 

하여금 환경 정책을 수립시키고, 목표를 세우고, 동 

시에 환경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검증하게 한다. 또 

이런 시스템의 적용은, 첫째, 교차되는 임팩트의 감 

축, 둘째, 에너지와 여타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원 

가의 절감, 셋째, 유해한 원자재(법적으로 규제대상 

이건 또는 비 규제대상이건) 사용에 따른 위험관리 

의 제고, 넷째, 고객들의 환경친화적 제품 요구의 충 

족으로 비즈니스 기회의 증대, 다섯째, 통합된 환경 

및 종업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필수요구의 충족, 

여섯째, 생산 과정에 관한 종업원의 책임의식 증대, 

일곱째, 종업원 과 기업이 속해 있는 내 고장에 환경 

임팩트 최소화 공약으로 PR의 개선 등 경영 효과를 

얻게 할 수 있다.

2) 갭 (Gap) 분석 과 EMS 개발

갭 분석 이 란 DCE 원칙이 EMS 에 얼마나 잘 구체 

화되었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환경청이 

예시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예시 안에 의하면, 기 

업이 갭 분석표에 제시하고 있는 질문에 관한 답을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 경영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는 반듯이 해당 기능에 직접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종업원을 가능한 많이 포함시켜야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환경청은 예시 안에서 갭 분석과 EMS 개 

발에 필요한 기능을〈표 2-2〉에서와 같이 기능별로 

구분 설명하고 있다.

〈표 2-2> 갭 분석에 포함될 기능

기 능 필요한 지식/기교 EMS에의 잠재 기여

생 산 생산공정에 관한 지식 생산공정상 환경요소의 관리

보수 - 유지 보수 • 유지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지식 설비 및 건물보수 • 유지에 있어서의 환경요소 관리

시설 엔지니어링
구조물 및 장비의 새로운 설치 또는 수 

정 절차에 관한 지식

신 구조물 및 장비의 설치, 수정에 있어서의 환경요 

소 관리

보관 및 재고 보관 및 재고관리 절차에 관한 지식
원자재, 제품보관, 공장 내 운반 등에 있어서의 환경 

요소 관리

선적•수납•운송 선적 • 수납 • 운송 절차에 관한 지식 선적 • 수납 • 운송에 있어서의 환경요소 관리

제품 디자인 제품 디자인 과정에 관한 지식 환경 관심사를 디자인에 구체화

품질
품질관리 및 관련문서 통제절차에 관한 

지식

품질통제 시스템과 관련문서 절차를 포함한 환경관 

리의 통합화

인적자원
훈련 및 성과의 평가절차 및 정책에 관 

한 지식

환경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성과 평가에 있어서 

의 환경기준의 통합화

환경, 보건 및 안전
현상의 환경, 보건 및 안전 절차에 관한 

지식

EMS 개발에 현재 관행의 통합화 즉 EMS에 기술적 

도움의 준비

구매
조달절차 (공급선의 검증, 부품의 구성, 

특수 명세의 개발 등을 포함)에 관한 지시
조달절차에 EMS 고려사항의 통합화

세일/마케팅
세일 및 마케팅 절차와 목표에 관한 지 

식

회사의 EMS 관행과 고객과의

의사소통 : 고객의 피드백 (Feed-back) 자료의 수집

P.R PR원과 정책에 관한 지식 환경이슈에 관한 이의 제기자들과의 의사소통

새 무/회계 재무흐름 시스템에 관한 지식
EMS 프로젝트를 성취할 수 있는 운영 및 절약에 있 

어서의 환경원가의 추적

(줄처: Gap Analysis Tool)

9)  Design for Environment Program, Gap Analysis Tool, April 1999http://www.epa.gOv/d花：E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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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갭 분석 자료를 비교함으로서 개발에 필 

요한 EMS 요소를 검증할 수 있으며 또한 이 런 목표 

를 달성함에 필요한 단계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수지구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쟁전 

략이 곧 환경친화적 경영관리 시스템이다. 물론 장 

기적으로 볼 때 기업에 경쟁적 장점을 마련할 수 있 

고 또 사업을 영속시키며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사업 

의 건전성 이 곧 환경적으로 정당하다고 하기에는 이 

론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환경친화적 경영관리 

시스템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는 소비자들이 재정 

립하고 있는 주제를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하고 또 재 

조명해야 한다.

제 품소비 자로서 의 고객 에 만 초점 을 두기 보다는 

오히려 환경친화적 경영관리시스템은 사업 원가에 

잠재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적인 입장을 강조 

해야 한다.

4. DfE와 EMS의 상관관계

혁신적인 환경친화적 경영관리와 같이 DfE는 비 

교적 새로운 개념이다. DfE 또는 환경을 의식한 디 

자인(Environmentally conscious design)이란 제품의 

실현과정에서 형성되는 환경적 이슈라는 과정의 완 

수인 것이다. 그리고 EMS란 기업으로 하여금 이제 

까지는 달성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비능률을 제거하 

고 원가를 절감시키게 하는 경영이다. 이런 상관 관 

계로 볼 때, DfE는 EMS에 기초를 두고 있다.

물론 EMS와 DfE는 서로가 종속되는 관계라기보 

다는 서로가 반드시 함께 해야 그 효율성을 제고할 

수 가있다. D庄를 통해 EMS 를 구축할 수 있으며 또 

EMS 구축의 요소로서 DfE가 함께 해 야 하는 호완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DfE는 경영관리 과정과는 관계가 전혀 없는 

독자적 또는 별개의 과정이 아니며, 어떤 프로그램 

이던 DfE 프로그램의 성공은 경영관리 과정 그리고 

그 효과와의 연계성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EMS에 기저를 두고 있는 DfE 기법의 

적용은, 패션 기업들에게 환경에 관한 법률 의무사 

항의 준법 효과 이외에 손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며, DfE에의 접근은 곧 패션기업에게 또한 

EMS의 목적을 달성시켜줄 수가 있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비즈니스를 한다. 그렇다면 DfE와 EMS는 

기업을 위해 좋은 비즈니스 센스를 만든다고 정의할 

수 있다.

DI. 국 • 내외 DfE와 EMS 사례 연구

고객 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제품의 연구에 

더하여, 1990년대부터 시작된 환경문제에 관한 전세 

계적인 공감대 형성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포항제철, LG 전자, 옥시 등 간판 기업들이 EMS의 

일환으로 DfE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06년부터 시 

행할 폐 자동차의 생산자 수거 의무에 더하여 휴대 

폰, 컴퓨터, 냉장고 등 모든 가전제품에 대한 폐기물 

처리 지침 안을 통과 시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2001년 4월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에 

어컨 등 4대 품목에 대한 가전 리사이클법의 시행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해당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 

를 위해서 산업자원부는 2000년 8월부터 제품설계단 

계부터 환경을 고려한 DfE의 본격 도입에 정부지원 

을 하고 있다".

DfE 기법은 현재로서는 대기업 위주로 도입 시행 

하고 있으나 수출의존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제환경 

에서는 의류산업은 물론 전 산업에 그리고 중소기업 

을 포함 전체 기업이 공유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야 함이 당면한 큰 과제이다.

1. 우리나라의 선행연구

1) 삼성전자

1992년 6월 1■환경방침」을 선언한 후, 1996년 5월 

「녹색경영」이란 캐취프레이즈로 녹색경영체계를 도 

입 시행 하였으며, 1996년 9월 환경 ISO 14001 인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환경친화적 경영을 하고 있다.

녹색경영을 우한 전 과정평가(ICA: Life Cycle 

Assessment)를 추진을 함에 있어, 1996년을 도입단계 

로 하여 LCA 방법론을 검토하고, 1997년을 확대적 

용 단계로 하여 LCA 방법론을 구축하고, 1999년부

10) . 2000. 8丄보도자료.www.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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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01년까지를 시스템 구축단계로 하여 LCA의 시 

행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영방침은 ① 환경안전 경영시스템 운영, 

② 지속적인 환경안전 개선, ③ 오염물질 배출 및 환 

경안전사고 최소화, ④ 법규준수, ⑤ 제품으로 인한 

환경안전영향 개선 그리고 ⑥ 공개적 환경안전경영 

등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DfE 기법개발을 위해 제품개발 

등 전 과정(Life Cycle)에 걸쳐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1999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0년, 2001 
년까지 매년 녹색경영성과를 녹색보고서로 발간 소 

비고객에 발표하고 있다").

2) POSCO

2001년 12월 27일부터 전사적인 통합 환경경영시 

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환경 오염 

물진 배출/방지시설등록，대 기/수질 자가측정실적 등 

룩-/조회, 환경오염 관리 등 환경 실적 모니터링 시스 

템으로 시스템 개발 완료와 동시에 전사적으로 가동 

하게 되었다.

환경 성과 평가를 위해 환경지수(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지수는 운 

영성과지수 60점, 경영성과지수 30점，환경여건지수 

10점 합계 100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있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은 오염방지 폐기물처 

리，환경경영, 법규준수, 지역사회의 대기지표 등 대 

부분 사후적인 환경요소의 관리일 뿐이며 DfE 기법 

의 적용은 제품특성상 엿볼 수 가 없다. 그렇지만 환 

경보고서의 발간으로 환경경영이라는 새로운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의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3) LG 전자

1994년 환경선언문 발표를 기점으로, 1996년부터 

환경적 인풋과 아웃풋을 분석 평가하는 전 과정 환 

경영향평가인 LCA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1996년은 

I.CA 도입단계, 1997년은 LCA 적용단계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LCA 확대단계, 그리고 2001년부터는 

LCA 검증단계로 하여 년차적으로 LCA 적용을 확대 

하고 있다.

특히 LG 전자는 2002년 7월 최초로 환경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ATROID (Assessment Tool for Recy
cling Oriented Design)이란 Version을 개발함으로써 

DfE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ATROID는 제품영향 평 

가, 환경취약점 분석 설계 개선 등 세 분야로 구성하 

고 있으며, 추가적인 환경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 재 

활용성, 분해성, 환경영향성을 고려한 DfE 기법을 위 

한 도구라고 하겠다'»

4) 주식회사 옥시

표백제 생산을 핵심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옥시 

는 1991년 1월 회사 설립 후，자사 제품의 환경친화 

성을 국내 및 수출시장에 부각하기 위해 1996년 9월 

미국의 비영리재단인 그린씰(Green Seal, Inc. 1990년 

설립)로부터 1■그린씰」마크를 획득하였다•

미국의 1■그린씰」마크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에만 

부여하는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환경마크로 국내 

제품으로는 전 제품에 걸쳐 주식회사 옥시가 처음 

부여받았으며, 전세계적으로도 1996년 말을 기준하 

여 79개 제품만이 마크를 부여받았을 정도로 그 선 

정기준이나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환경마크이 

다.

주식회사 옥시는 회사 5대 경영목표에 rClean 

Nature」을 표방하고 있어, 행복과 미래가 있는 깨끗 

한 세 대 (Future and Happiness Clean Generation)을 위 

한 환경친화적인 기업신념이 돋보인다").

5) 의류 기업

코오롱직물-, 선경직물, 동양나이론 등 같은 국내 

굴지의 직물제조 및 의류제조 업체도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의 세계적 추세인 환경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만 환경친화적 경영정책 등의 공시를 엿 

볼 수가 없다. 세계화를 지향하고, 국제경쟁력을 제

11) www.sec.co.kr
12) www.posco.co.kr
13) www.lge.co.kr
14) www.ox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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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경영과 DIE을 통한 제 

품개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 

구를 웝사이트에 공시함으로서 성공적인 국제 패션 

기업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아쉽다.

2. 외국의 선행사례

1) IBM

1967년, 19기년, 그리고 1974년에 환경문제를 공 

식화하기 시작한 미국의 IBM은 1991년에 이르러서 

야 환경친화적 제품 프로그램 (Environmentally Cons

cious Products Program)인 ECP 프로그램을 시작하였 

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이 DfE을 실행함에 있어 

개척 행보가 되고 있다.

IBM은 42개나 되는 환경 관련 측정 규정(Environ

mental Program Metrics)과 17개의 EMS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EMS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PEP(Pro- 

duct Environmental Profile)을 모니터하고 또 평가하 

고 있다. 그리고 1988년 초에 수립한 ECP 프로그램 

목표와 주요 타깃에서는 쓰레기의 감축, 자재의 재 

활용, 에너지의 효율적 관리 등과 함께 모든 제품의 

설계고정에서 통합적인 DfE의 개발 및 평가에 기업 

경영의 초점을 두고 있다.

제품에 있어 DfE의 개선은 환경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IBM은 고객에게 추가적인 가치를 돌려줌에 

그 혜택을 더 강조하고 있다. 2001년에는 환경보고 

서인「환경 및 복지 경과 보고서 (Environment and 

Well-Being Progress Report)」을 발간, 환경 보호와 보 

전 그리고 종업원의 복지에 EMS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으며, 모든 환경 프로그램을 호주,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멕시코, 영국, 미국의 법인 

에 적용하고 있다?

2) 미국 의류 소프트웨어 제조산업

1923년에 설립된 미국 최대의 의류직물 재조업체 

인 Burlington Industries, Inc.는 고객, 종업원, 二2리고 

이웃 커뮤니티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환경

15) www.ibm.com
16) . comwww.buringtn
17) www.p이o.com
18)  www.toshiba.co.jp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자사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국가에 에도 환경에 관한 원칙을 동 

일하게 적용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환경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조과정을 설계 

하고 제조하는 책임을 최고경영자 급의 실무위원회 

의 감독 하에 관리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정책의 

일환인 DfE 기법에 관한 구체적 제안은 엿 볼 수가 

없다袂

한편, 유명한 세계적 의류제품 브랜드인 Polo 스 

타일을 제조하고 있는 Polo Ralph Lauren Corp.는 환 

경정책을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믿어지지만 구체적 

인 환경 경영정책이나 DfE에 관한 규정 등의 공시를 

엿 볼 수가 없다").

3) Toshiba Corporation

제품평가지침에 따라 1992년부터 모든 제품의 환 

경친화성 평가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 

디자인을 위한 환경 임팩트 평가를 함에 있어 LCA 
평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환경 친화적 디자인을 촉진시키고자 디자인 5R 

원칙을 정책으로 수립하고 있다. 즉 DfE 기법 적용 

의 일환으로, 중대한 환경 임팩트가 있는 감축, 재사 

용, 재활용, 에너지 소비의 감축 및 환경관련 물자의 

감축을 성취할 수 있는 디자인정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Toshiba Corp 는 매년 환경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보고서를 웹사이트(Website)에 공개함으로써 환경에 

관한 회사의 공약을 고객 및 국제사회에 공시, 자사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4) Toray Industries, Inc.

일본 굴지의 직물제조업체로서 1999년 이후 매년 

환경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0Q년에는 환경 3 

개년 계획을 확정 EMS을 정착시키고 있으며, 19개 

해외 법인 영업에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 1월에는 10대 환경기본 원칙'》을 

정하면서 EMS 수준, 기법, 기술의 개선을 도모하고 

-172 —

http://www.ibm.com
http://www.buringtn
o.com
http://www.toshiba.co.jp


제 H 권제 1 호 김 문 숙 173

있다 특히 재활용 활동 행동 강령어］, 제품의 디자인, 

제조 및 마케팅을 함에 있어 환경 부담의 감축을 강 

조하면서, 화이버(Fiber)와 텍스타일(Textiles) 부분에 

서는 자재의 리싸이클링, 화학적 리싸이클링을 포함 

시키고 있어 DIE 기법의 도입을 볼 수가 있다2。).

IV. 환경친화적 제품설계를 위한 실태조사 

분석

1. 연구문제

현재 국내 패션기업의 환경친화적 제품 설계를 

위한 현황 및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실태 조사 분석 

하고자 한다.

환경친화적 제품설계를 위한 현황 측면에서는 각 

기업의 DfE 정책의 수립 여부, 수행 여부, LCA 시행 

여부, DfE를 위한 수행측정기준 여부 등이며, 미래지 

향적 마인드 측면에서는 장래 환경규정에 관한 잠재 

영 향지지 여부, LCA 고려 여부. 환경 마크 취득 준비 

여부 등이다.

2. 조사내용

본 연구는 국제환경관리 협회(GEMLGlobal Envi
ronmental Management Initiative)2'1?)- 2000년「환경 친 

화적 제품설계를 위한 DfE 벤치마크 연구」에 사용되 

었던 설문문항을 토대로 국내 패션기업에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총 문항은 16개로 다음과 같다(표 4-1 
참조).

3. 조사대상과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2002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한달에 걸 

쳐 서울에 소재한 60여개 섬유 • 의류제조업체를 선 

정하여 기업의 기획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 

사방법 은 조사대 상업 체 를 직 접방문 하여 설 문조사 

및 개인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60여개 기업중 설문에 응답한 유효한 56개의 설 

문지를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통

〈표 4-1> 환경친화적 제품설계를 위한 벤치마크 설문문항 및 내용

설문문항 내 용

I "번 - DfE에 관한 정책 수립 여부

3 〜4번 •DfE에 관한 측정기준 존재 여부

5 번 • 제품 상품화 과정에 환경사항 포함 여부

6 〜 8번 • 제품 상품화 과정에서 환경 준법사항 고려 여부

9 번 • 장래 환경규정에 관한 잠재영향 지지 여부

3 번 • LCA 시행 여부

11 번 - 'LCA 사고 시행 여부

12 번 •'LCA를 시행할 계획 또는 생각 여부

13 번 • 제품 상품화 과정에 환경사항을 포항시키기 위한 수행측정기준 수립 여부

14 번 • 환경 차별성에 기초를 둔 제품 마케팅 수행 여부

15 번 - 제품 상품화 진행중 환경 마크 취득 준비 여부

16 번 • 기업의 업태

19) Ten Basic Environmental Rules : (1) 환경보전 최우선 (2) 지구 온난화 예방 (3)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제로화 

(4) 안전한 화학물질의 사용 (5) 재활용 촉신 (6) 환경경영관리 수준의 제고 (7) 환경기술과 제품을 통한 사회 

기여 (8) 해외 영업에 있어서의 경영관리 제고 (이 종업원의 환경인지도 제고 (10) 환경정보의 공유

20) www.toray.co.jp
21)  .htmwww.gemi.org/docs/bench/dfe/df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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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및 고찰

조사한 56개의 업체는 섬유직물분야가 25%（14 

개）, 제조분야가 64.3%（36개）, 기타 10.7%（6개）로 구 

성되어 있다（표 4-2 Q16 참조）.

'DfE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기업은 53.6% 

（30개）로 나타났으며, 이중 DfE에 신제품 또는 신제 

품 디자인에 관한 평가를 언급하고 있는 기업은 

41%（23개）로 나타났다（표 4-2 Q1-2 참조）.

'DfE 수행에 관한 측정기준'을 갖고 있는 기업은 

37.5%（21개）로 나타났으며, 이중 제품의 환경, 건강, 

안전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업은 95.2%（20개） 

로 응답하였다（표 4-2 Q3~4 참조）.

10-5： 비wqa 마커팅 거죄 미 기타

10-4 식力져주 또는 西조吕징의 살멉퐈 

소기슴 a 구 믹 기남

10-Z 품f저조吾징기녀

10-1： 비MU스f마커팅 거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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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에서는 GEMI가 정의한 5개의 제품상품화 

과정에 환경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한 결과 26개의 기업만이 응답하였고, 5개의 제품상 

품화 각 과정에 따른 환경사항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마케팅 계획에는 38.5%（10개）, 신제 

품/제조공정개념 38.5%（10개）, 요소기술 연구 및 개 

발 19.2%（5개）, 실제제품 또는 제조공정의 상업화 

42.3%（11개）, 비즈니스 마케팅 계획 및 기타 38.5% 

（10개）회사만이 제품 상품화 과정에 환경사항을 포 

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Q5 참조）.

제품 상품화 과정에서 환경 준법사항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59.3%（32개）이며, 이들 기업은 현재 적 

용할 수 있는 환경규정을 '대부분' 71.9%（23개） 고려 

하고 있으며, 장래 환경규정에 대해서는 30개 기업 

만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53.3%《16개）만이 '이따금'고 

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Q6〜8 참조）.

장래 환경규정에 관한 잠재영향지지 여부에 대해 

서는 22개 기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72.7%（16개）기 

업은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Q9 참 

조）.

제품상품화 과정의 일부로 LCA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기업은 55개 기업중 92.7%（51개）로 나타났다（표 

4-2 Q10 참조）.

'LCA 사고'끼를 시행하고 있지 않거나 모르는 기 

업은 50개 기업중 84%（44개）로 나타났다（표 4-2 QU 
참조）.

54개 기업중 33개⑹.1%）의 기업은 'LCA를 시행 

할 계획 또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4-2 Q12 참조）.

55개 기업중 45개（81.8%）기업은 제품 상품화 과정 

에 환경사항을 포함시키기 위한 수행측정기준을 수 

립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Q13 참 

조）.

55개 기업중 39개（70.9%）기업은 환경차별성에 기 

초를 둔 제품 마케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4-2 Q14 참조）.

55개 기업중 49개（89.1%）기업은 제품상품화진행 

중 환경 마크 취득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표 4-2 Q15 참조）.

환경친화적 경영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DfE전략 

을 실행하고자 하는 인식은 전산업에 걸쳐 어느 정 

도 인식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패 

션 의류기업들의 소규모 자본 및 설비 투자가 이루 

어지고 있는 현 실정에서는 업계 모두가 한꺼번에 

시행하기에는 매우 힘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V. 결 론

국가별 지역별의 활발한 FTA 체결로 자유무역을 

표방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제품의 수출입에 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의 강력한 경쟁 확보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개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선진국은 DfE 기법으로 제품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 

DfE를 통하여 기업은 조직과 제품의 새로운 이미지 

를 창출해 내고 사회적 인지도 와 국제 경쟁력을 제 

고시킴으로써 전략적인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환경 친화적 디자인이 국가 경쟁력을 높인 

다는 사실을 공감하면서도 환경 친화적 제품설계를 

위한 벤치 마크 조사에 의하면 환경의 장벽은 높아 

지는데 우리의 현실은 걸음마 단계이다. 56개 조사 

대상 기업 중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기업은 

53.6%（30개）이며, DfE 기법을 인지하고 경영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은 41%（23개）에 불과하였다.

제품의 환경적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실제로 제품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부서는 

물론 전사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며, 둘째, 기업정책 

과 법적 영향 및 일반적인 디자인 가이드를 제공하 

는 DfE 개발 정책의 수립, 셋째, 재료 및 디자인 문 

제, 제품개 발 계획, 분석도구, LCA, 시장 출시, 재료 

구매시에 고려되어야 할 가이드 라인의 수립, 넷째, 

재료의 분류는 법적인 제한과 유해성, 재활용 가능 

성 등을 근거로 환경적 체크리스트의 작정, 다섯째, 

EMS 및 환경 평가를 위한 조직의 활성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22） LCA 사고（LCA Thinking）: 제품의 전체 라이프싸이클 이상으로 환경, 건강, 안전 및 에너지문제까지 고려하 

는 질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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