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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fter analyzing the actual acquisition status of carbon labeling by year and by product for the past four years, as well as its 
certification in the construction-related sectors of greenhouse gas emission,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the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upon issuing the carbon labeling certification in the landscape architecture. During the period of this analysis, 
the carbon labelings were acquired by 134 enterprises, 267 workplaces, and 735 products, while the percentage of acquisition 
was highest in the regular non-durable goods(49%), followed by energy-consuming durable goods(26%), regular production 
goods (19%), regular durable goods(3%), and service(3%). Furthermore, the acquisition certifications in construction sectors, 
were highest in the various pipes/panel(8 cases), followed by concrete(6 cases), gypsum board(4 cases), and landscape 
architecture materials(2 cases). The landscape architecture only had two cases in the acquisition certification for the first time 
in 2012, which accounted for 0.27% of the entire certification products, due to the uncertainty in the process, the lack of 
professionalism, and the lack of comprehension. However, the study conducted on the coping strategies for carbon labeling in 
the landscape architecture revealed the following: (1) regular reporting system management through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head office and factories, (2) the building of objective DB through the adoption of data management programs such as SAP, 
(3) continuous promotion and vitalization of the incentive system, (4) the adoption of mandatory or preferential application 
system in landscaping projects, management, and bidding, (5) enhancement of elasticity in deliberation of certification by 
recruiting experts in the landscape architecture sectors, and (6) provision of incentives for the cooperative firms acquiring the 
certification and support for their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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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지구온난화는 자연생태계의 파괴, 자연재해의 증가, 

물부족 등을 야기하며 인류의 생존과 사회 경제활동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제사회는 1997년에 온실가스 감축의 법적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2005년 6월

까지 150개국이 비준하였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개도

국 지위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고 2002년 교토

의정서를 비준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구속적인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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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감축 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실정에서 온

실가스의 총 배출량의 89.5%를 차지하는 것이 이산화탄

소(CO2)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개한 ‘세계 에

너지전망 2009’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한국의 이산화탄

소 배출량은 4억 8870만톤으로 세계 9위,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회원국 중에서는 6위이었다. 우리나라는 

특히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

이 113%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로(SO, 2010), 

향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Annex 

I 국가(온실가스 의무감축국)로 분류되어 감축 의무를 가

질 가능성이 높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탄소배출

권을 거래하는 제도가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규모는 

2007년도에는 640억달러였으며, 2010년도에는 1,500

억달러로 13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그 수치가 계

속 상승하고 있다(Kim과 Yoon, 2013). 탄소배출권 거

래 및 탄소발생 저감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이 탄

소성적표지제도이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온실가

스 발생량을 제공함으로써 저탄소 소비문화에 확산을 도

모하는 제도이다. 현재 탄소성적표지제도에 관한 소비자

에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조경이라는 분야에서는 

탄소성적표지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관련 DB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소발생 저감화 대책의 일환

으로 등장한 탄소성적표지제도의 개요 및 절차와 전과정

평가(LCA)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최근 4년간(2009~ 

2012년)의 연도별 탄소성적표지 취득 실태를 분석하였

다. 특히, 조경분야가 포함된 건설 관련 분야의 탄소성적

표지 인증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경분야 탄소성적

표지 인증 활성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탄소성적표지제도

탄소성적표지제도는 특정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

스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특정 단체나 개인 등이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

고 있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전

기기기 등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전과정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저탄소 상

품의 인증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

색생산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주도

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제도로서(Park, 2009), 원

료채취, 생산, 수송, 유통,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환경영향평가도구 중 하나인 전

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통해 정량화

하여 라벨형태로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한다. LCA는 제

품(서비스 포함) 시스템의 전과정에 걸친 투입물과 산출

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으로 제품의 전과정 동안에 발

생되는 환경부하를 계산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

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며, 이를 토대로 환경개선의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객관적이며 적극적인 환경영향 평

가방법이다(Heo, 1996).

탄소성적표지제도는 환경부 주관 하에 2009년 2월부

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탄소

성적표지제도와 관련된 법령 및 작성지침,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Fig. 1).

국내 외 탄소성적표지제도와 유사제도를 살펴보면, 

2007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스위

스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대만, 태

국 등 많은 국가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다.

2.2. 선행연구

탄소성적표지제도가 2009년 2월 처음 시행된 이후, 

소비자들의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연

구는 많이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지금까지 탄소성

적표지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인식 연구인데, 소비자의 사전지식이 탄소라

벨이 부착된 상품의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Seo, 

2009), 탄소성적표지 인증이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미치

는 영향(Jeon, 2011), 탄소성적표지제에 따른 소비자 행

동 분석(Kim과 Shin, 2010) 등이 있었다. 두 번째로 탄

소성적표지제도에서 인증제품군 중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외하는 항목이 있어 농

업분야에서 탄소성적표지제도의 LCA 적용과정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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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rbon labeling schemes low, Operating procedures.

등의 관한 연구를 통해 향후 농업분야에서의 탄소성적표

지제도의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감자(So 등, 2010), 쌀(So 등, 2010), 상추(Yu와 Kim, 

2010) 등을 대상으로 해당 농산물의 탄소배출량 산성과 

전과정 평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조경을 포함

한 건설관련 분야에 있어서 탄소성적표지제도에 관련된 

연구는 희소하였지만, 최근 건축/토목분야에 있어서 처

음으로 (Park 등, 2012)는 탄소성적표지인증에 활용 가

능한 콘크리트 전용 탄소배출량 평가 프로그램 개발연구

를 진행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의 질적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 및 토목분야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연구가 진

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건축 및 토목분야 뿐 아니라 

조경분야에서도 탄소성적표지제도와 관련된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 비해 국외에서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

었는데, 첫째, 식품, 식료품, 농업, 와인, 쌀, 물공급 시스

템, 유통 시스템, 유니품, 양배추 등 식품분야에서부터 농

업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간의 탄소배출량 산

정 비교 및 전과정평가를 통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살펴

보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Rugani 등, 2013; Upham 

등, 2011; Johnson, 2008; Koistinen 등, 2013; Boulos 

and Bros, 2010; Kazuki 등., 2010; Saito, 2010; Strutt 

등, 2008). 둘째,  탄소라벨링 및 탄소발자국에 관한 개요 

및 설명, 전망, 잠재적인 역할, 국제표준화 정책, 국제동

향 및 미래의 해결과제에 관한 정책을 논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Bocken과 Allwood, 2012; Cohen and 

Vandenbergh, 2012; Gadema and Oglethorpe, 2011; 

Atsushi, 2009, 2010, 2011; Kirti 등., 2011; Yoshihiko, 

2010; Koseki, 2010).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조경분야에서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적용실

태와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연구 및 해석의 순

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탄소성적표지제도의 동향을 파

악하고자 탄소성적표지제도와 관련된 연구를 고찰하였

다. 둘째, 최근 4년간(2009~2012년)의 연도별 탄소성적

표지 취득 실태를 분석하였고, 아울러 제품군별 상세한 

인증 취득 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제품군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하였다. 넷째, 건축/토목/조경분야의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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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Year And by family Carbon Labeling Certification Status.

소성적표지 인증실태를 분석하였다. 단, 건축분야에서 

가구재 등은 제외하고 건설관련 부분에 한정하였다. 다

섯째, 조경분야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문제점 및 대응전

략을 제시하였다.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취득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온실가스배출량에 대한 근거자료

는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하였

다. 아울러 조경분야에서 2012년도에 취득한 인증 제품

에 대한 프로세스 및 자료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해당업

체의 인증시 제출한 보고서 및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4년간(2009∼2012년) 연도 및 제품군별 

탄소성적표지 취득 분석

2009년 2월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2

년도까지 연도별 인증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11건, 2010년 191건(72.1% 증가)을 취득하였고, 2011

년 200건(4.7% 증가), 2012년 233건(16.5% 증가)의 인

증을 취득하였다.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은 시행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저탄소 녹색소

비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녹색제품에 대한 선

호도가 증가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품군별 탄소성적표지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비내

구재 일반제품은 총 361건을 취득하였으며, 이중 식품 

91건(25.2%), 음료 및 주류 158건(43.8%), 비누 및 세

제 50건(13.9%), 목욕 및 화장품 38건(10.2%), 기타 24

건(6.6%)이었다. 비내구재 일반제품의 연도별 취득추이

를 살펴보면, 2009년에 77건을 취득하였으며, 2010년 

112건(45.5% 증가), 2011년 81건(27.7% 감소), 2012

년 91건(12.3% 증가) 등 이었다. 내구재 일반제품은 총 

18건을 취득하였으며, 이중 가구 및 사무용품은 2건

(11.1%), 시트지 관련 제품과 주방용품은 각각 8건

(44.4%)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 7건을 취

득하였으며, 2010년 8건(14.3% 증가) 취득, 2011년 1건

(87.5% 감소) 취득, 2012년 2건(100.0% 증가)이었다.

내구재 일반제품의 경우 다른 제품군에 비해 가장 적

은 인증 취득 건수를 보였다. 생산재 일반제품은 총 140

건을 취득하였으며, 이중 건축마감재 및 가구내장재는 

71건(50.7%), 전자기기 부품은 45건(32.1%), 조경용 자

재는 2건(1.4%), 기타는 22건(15.7%)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 8건을 취득하였으며, 2010년 23건

(187.5% 증가), 2011년 48건(108.7% 증가), 2012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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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verage per product Carbon Emissions.

건(27.1% 증가)을 취득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이었으며, 제품군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비스는 총 18건을 취득하였으며, 이중 항

공운송은 7건(38.9%), 버스운행은 5건(27.8%), 철도운

송 및 기타는 각각 3건(16.7%)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

면, 2009년에 7건을 취득하였으며, 2010년 4건(42.9% 

감소), 2011년 5건(25.0% 증가), 2012년 2건(60.0% 감

소) 등 이었다. 서비스분야는 상당히 적은 인증 건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분야의 작성지침이나 인증

절차가 복잡하여 전문적인 지식 없이 인증을 취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에서 인증을 많이 포기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에너지사용 내구재는 총 198건을 취득

하였으며, 이중 냉 · 난방기기는 16건(8.1%), 가전제품

은 122건(61.6%), 자동차는 26건(13.1%), 기타는 34건

(17.2%)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 12건을 

취득하였으며, 2010년 44건(266.7% 증가) 취득, 2011

년 65건(47.7% 증가) 취득, 2012년 77건(18.5% 증가)

을 취득하여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제품군의 특성

상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품군들 중 

음료 및 주류(158건) > 가전제품(122건) > 식품(91건) 

순이었다. 생산재 일반제품은 제품군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연도별 취득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생산

재 일반제품에 해당되는 건축마감재나 가구내장재, 전자

기기 부품에 대한 소비자들에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

다고 사료되었다. 

4.2. 제품군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제품군별 탄소배출 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을 살

펴보면, 서비스(118 kgCO2/person line) > 생산재 일

반제품(110 kgCO2/ea) > 내구재 일반제품(70 kgCO2/ea) 

>비내구재 일반제품(2 kgCO2/ea) 순으로 나타났으며

(Fig. 3.), 서비스군의 경우 대부분 항공이나 버스운행과 

관련된 항목으로 항공 및 버스운송 시 발생하는 탄소배

출량이 높기 때문에 다른 제품군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제품군 비교에 속하지 않은 에너지사

용 내구재와 같은 경우 제품에 대한 제조 및 수송단계 뿐

만 아니라 소비자가 사용하는 사용 연수 5년이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비교 항목에서 제외하였고, 제품군에 따

라 사용하는 단위의 차이는 있지만 kgCO2/ea가 가장 

많은 제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위는 kgCO2/ea로 통일

하였다. 

제품군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비내구재 일반제품은 식품, 음료/주류, 세제

류, 목욕/화장품, 기타 등 총 5개로 구분되며, 최소값은 

0.03~0.46 kgCO2/ea, 최대값은 0.95~28.00 kgCO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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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이중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었던 것은 음료/

주류군에 해당되는 생활용수인 수돗물(양산정수장)이 

0.03 kgCO2/ 이었으며,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았

던 것도 음료/주류군에 해당하는 가축용수인 포스쿠아 

골드[20L]가 28.00 kgCO2/ea로 가장 높았다. 내구재 일

반제품은 가구/사무용품, 시트지/스티커, 주방용품 등 총 

3개로 구분되며, 최소값은 0.42~91.00 kgCO2/ea, 최대

값은 1.71~311.00 kgCO2/ea로 나타내었다. 이중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었던 것은 시트지/스티커군에 해당

되는 리빙엘 홈 스티커[50x35]와 친환경포인트스티커

[50x35]가 0.42 kgCO2/ea였으며, 가장 온실가스 배출

량이 많았던 것은 가구/사무용품군에 해당하는 장롱(레

이나 地 306)이 311.00 kgCO2/ea이었다. 생산재 일반제

품은 가구내장재, 건축자재, 전자기기 부품, 조경용 자재, 

기타 등 총 5개로 구분되며, 최소값은 0.01~1.41 kgCO2 

/ea, 최대값은 0.84~2,441.00 kgCO2/ea이었다. 이중 가

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었던 것은 전자기기 부품군에 

해당되는 MLCC(03A104K)가 약 0.01 kgCO2/ea였

으며,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았던 것은 건축자재군

에 해당되는 폴리우레탄 버터플라이 밸브[1000mm]가 

2,441.00 kgCO2/ea이었다. 서비스는 항공운송, 버스운

행, 철도운송, 기타 등 총 4개로 구분되며, 최소값은 

0.05~60.00 kgCO2/ea, 최대값은 9.98~912.00 kgCO2/ea

로 나타내었다. 이중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었던 것

은 철도운송군에 해당하는 철도운송서비스(화물 1톤 

1km 수송)가 0.05 kgCO2/ton·km였으며, 가장 온실가

스 배출량이 많았던 것은 항공운송군에 해당하는 항공

운송서비스(B777-200ER, 인천-파리 노선)가 912.00 

kgCO2/person line이었다. 에너지사용 내구재는 냉·난

방기기, 대형가전제품, 소형가전제품, 자동차, 기타 등 총 

5개로 구분되며, 최소값은 7.00~14670.00 kgCO2/ea, 

최대값은 302.00~89246.00 kgCO2/ea이었다. 이중 가

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었던 것은 소형가전제품군에 해

당하는 휴대전화기(LG-SU430)가 7.00 kgCO2/ea였으

며,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았던 것은 냉·난방기기군 

해당하는 LR-N560VNO가 89246.00 kgCO2/ea였다

(Table 1.). 

4.3. 건축/토목/조경분야 탄소성적표지 적용실태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탄소성적표지 인증 현황

을 살펴보았을 때, 생산재 일반제품군이 연도별로 지속

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또한 제품군별로도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제품군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건축/토목/조경분야의 제품군 추이는 콘크리트가 2011

년에 최초로 2건, 다음으로 2012년에 4건으로 총 6건, 

각종관/패널은 2011년과 2012년 동일하게 4건으로 총 8

건, 석고보드는 2010년에 1건, 2011년에 2건, 2012년에 

1건으로 총 4건, 조경용 자재에 해당하는 제품군은 2012

년도에 최초로 2건을 획득하였다(Fig. 4.). 취득비율로는 

전체 인증제품 중 생산재 일반제품은 140건으로 전체 인

증제품 대비 19.05%에 이르며 건축/토목/조경분야 제품

은 20건으로 2.72%에 해당하였다. 조경분야의 경우 

2012년도 2건에 국한되고 있어 0.27%로 매우 적은 인

증 취득건수를 나타내었다. 생산재 일반제품에서 건축/

토목/조경분야에서 취득한 건수가 다른 분야에 비해 매

우 적은 것은 건축/토목/조경분야의 경우 중소기업이 차

지하는 비율이 높아 제품의 생산일지나 제품의 제조과정

에서 들어가는 원료들을 체크하고 있지만, 이러한 데이

터를 DB로 구축하여 SAP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

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Gwak, 2011). 아울러 원료수급을 대부분 값싼 외국에

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인증을 진행하는데 있어 원재

료에 대한 데이터 확보시 해외출장 비용 등의 문제가 커 

인증 취득에 있어 곤란한 측면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 특

히 건축/토목/조경분야의 경우,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

품과 달리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원재료의 종류나 배합비

를 조정하면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Gwak, 

2011). 그러나 품목마다 인증을 취득해야 하므로 품목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은 중소기업 현실상 인증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전과정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

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취득

하기에 많은 어려운 점이 발생된다(Park, 2009).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는

데, 전문 컨설팅업체의 지불되는 비용 또한 부담되는 것

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어려운 문제점 속에서

도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호, 환

경부령 제510호, 2013. 6. 28)에 의거 녹색건축물 인증

시 가산점부여 등의 제도적 지원이 최초로 발생하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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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Minimum Maximum Average Mode

Nondurable 
General 
Products

Food(91ea) 0.05 5.81 0.93±0.01 0.28 

Drinks / Alcohol / Water (158ea) 0.03 28.00 0.60±0.01  0.11 

Detergents (50ea) 0.46 16.70 3.19±0.08  0.60 

Bath / Cosmetics(38ea) 0.20 0.95 0.57±0.01  0.72 

Etc (24ea) 0.13 24.92 5.77±0.30  5.95 

Durables 
General 
Products

Furniture / Office Supplies (2ea) 91.00 311.00 201.00±77.78  -

Sheet / Stickers (8ea) 0.42 1.71 0.85±0.07  0.60 

Kitchenware (8ea) 0.55 20.00 6.69±0.77 -

Production 
General 
Products

Furniture Interior (53ea) 0.01 29.00 5.42±0.14 0.41 

Building Materials (18ea) 1.41 2441.00 267.54±31.24  -

Electronic Equipment Components 
(45ea)

0.01 1055.00 79.85±9.95 -

Landscaping Materials (2ea) 0.06 0.84 0.45±0.28  -

Etc (22ea) 0.46 1138.00 194.74±7.49  0.99 

Service

Air Transport (7ea) 60.00 912.00 441.14±57.42  -

Bus (5ea) 3.30 10.10 5.74±0.56  -

Rail Transport (3ea) 0.05 9.98 4.04±1.75  -

Etc (3ea) 2.12 29.00 19.98±5.15  -

Energy use 
Durables

Cooling, Heating Equipment (16ea) 8119.00 89246.00 47702.56±1282.56 46142.00 

Large Appliances (84ea) 166.00 2563.00 902.65±4.60 728.00 

Small Appliances (38ea) 7.00 302.00 98.83±1.14  85.00 

Car (26ea) 14670.00 32500.00 22299.63±157.91 22900.00  

Etc (34ea) 60.00 780.00 227.85±20.16 60.00 

Table 1. Product-specific greenhouse gas emission
(Unit : kgCO2/ea)

2009 2010 2011 2012

Fig. 4. General Products Carbon labeling Certification Year of acquisition Status.

축/토목/조경분야에서 2011년도에 들어서면서 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하고 또한, 조경분야에서도 2012년 처음

으로 인증을 취득한 현황을 종합해본다면, 건축/토목/조

경분야에서도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의 일환인 탄소성적표지 인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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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andscape Areas carbon labeling General Products Data collection and process.

Table 2. Landscape Areas Carbon labeling Acquired certification Carbon Footprint of Products

Production
Brand 
name

Unit Total
Manufacture 
Previous step

Manufacture 
step

Using step Disposal

General 
Products

A KgCO2/ 55 3.86 51.51 - -

B KgCO2/ea 836 446 390 - -

4.4. 조경분야 탄소성적표지 인증 관련 문제점 및 대응 

전략 

2012년도에 취득한 2개 제품의 자료수집 및 프로세스

를 모식화하였으며(Fig. 5.), 제품의 탄소성적은 다음과 

같다(Table 2). A제품의 경우 생산재 일반제품에 포함되

며, 시스템 경계상 탄소성적표지 지침에 의거 제품 사용 

및 폐기단계는 수집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수송 과

정에서 누적질량기여도를 고려한 원부자재의 수송은 포

함하나, 제품의 유통단계는 데이터 수집 범위에서 제외

되었다. 제품 제조전 단계에서 A제품의 원부자재는 폐유

리와 발포제이며, 폐유리의 경우 재활용재로써 탄소성적

표지 작성지침(5.3.2.1.3)에 “‘1차 협력업체 생산제품 제

조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물질 또는 보조물질이 폐기

물을 재활용한 것 일 경우에는 상위 및 하위흐름 데이터

를 수집하지 않는다.” 명시된 바, 상위흐름 및 하위흐름 

연결에서 제외되었고, 재활용 공정만 고려하여 탄소배출

량이 산정되었다. 또한 발포제의 경우는 탄소성적표지 

작성지침(5.3.2.1.1)에 의거하여 누적질량기여도 5% 미

만의 해당되므로 데이터 수집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최

소포장재인 ‘톤백마대’는 회수 재사용이 원칙이며, 일부 

구매하는 양도 재활용되는 것이므로 상위 하위흐름 데이

터는 수집하지 않고, 재활용 공정데이터를 사용해야하지

만 공급업체에서 추가 공정 없이 보관 판매만 하는 것으

로 수송만 고려하여 탄소배출량이 산정되었다. B제품의 

경우 폐유리, 발포제, 플라스틱 캡, PE망의 구성으로 A

제품과 다른 원부자재인 플라스틱 캡과 PE망은 공급업

체의 데이터를 받아 탄소배출량이 산정되었다.  

인증제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업체에

서 자의적으로 작성된 내부관리대장에 근거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이었다. 에너지 관련내용은 내부 자체생산 및 기

록 DB없이 단지 한국전력 및 도시가스의 요금고지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조경분야 생산공장의 

특성상 다양한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제품별로 할당할 방법이 모호한 실정이었다. 아울

러 생산제품의 폐기와 재활용에서는 일부 제조과정에서 

폐기되는 원료의 경우 다른 제품의 원료로 다시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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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Problem Improvement and activation measures

Practice 
Division

Head office and factory work role ambiguity
Head office and factory work role clarity 
Periodic management reporting system

Data 
Management

Data management program unapplied
: Caused by inaccurate Datasuch as data cleansing by 
hand weekly journal

Obtain objective evidence of DB Construction and 
Statistics

Incentives
Landscaping associated with small companies If 
participation is not possible Due to the strong 
incentives and promotions

Continue to promote and Activation incentives

Institutional 
support

General industrial and consumer goods Unlike Since 
the buyer is limited If you do not have mandatory 
regulations No need to bother acquiring carbon 
labeling

Landscape Construction, Management, when bidding 
Mandatory or overrides introduction

Examining 
Authority 
Expertise

For the landscaping areas Specialty dealing with 
materials such as plants alive, but By the lack of 
professionalism of the judges Uniform evaluation 
limits

By introducing landscaping and construction experts 
Given elasticity of certification audit

Contractors 
Permanent

Due to youngseseong Contractors The data collected 
also impossible For some Contractors Andoemeuro 
help at all in that suppliers Contractors data collection 
impossible

For the acquisition of Contractors certification 
Participation incentives and support required 
induction

Table 3. Landscape Areas Carbon labeling Activation measures introduced

되는 비율이 높아 조경자재의 특성상 폐기에 대한 정확

한 규정을 파악할 수 없어 직원설문에 의존하여 작성되

었다. 아울러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위한 포장이 최소포

장에 속하는지 아니면 운송을 위한 포장에 속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모호한 실정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조경분야 탄소성적표지 활성화 방안

의 문제점과 개선전략을 Table 3.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일반적인 데이터 관리 및 객관적인 DB구축 마련

이다. 조경분야에서는 본사와 공장이 동시에 이루어지

는 시스템이 대부분으로 공장에서의 데이터관리와 본사

에서의 데이터관리 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 관리

업무의 구분 및 보고체계가 시급하다. 둘째, SAP와 같

은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객관적인 DB구

축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부분의 조경업체의 경우 그 규

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수작업을 통해 단순 업무일지만

으로 근거를 작성하므로 데이터의 정확도가 우려되며 

자동화시스템이 아니므로 작성자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작업량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다. 셋째, 인센티브의 제도 

활성화이다.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탄소성적

표지 인증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중소기

업 제품의 탄소성적표지 인증 수수료가 50% 감면, 전과

정평가 및 탄소성적표지인증 신청 절차에 대한 교육, 컨

설팅 비용 지원 등의 제도이다.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에

서 지원 사업의 지속적 실시 및 홍보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제도적 지원으로 조경분야의 경우 구

매자가 대부분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탄소성적표지 구매 의무화 혹은 우선 구매제도를 도입

해야 활성화 될 것이다. 다섯째, 심사위원의 전문성이

다. 조경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살아있는 식물과 토

양,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의 제품생산이 많은데, 

설비, 전기 등의 일반분야 심사위원은 이에 대한 전문지

식 없이 다른 분야와 같이 데이터에 의존해 평가를 실시

하므로 탄소성적표지 신청 및 취득율이 매우 낮은 상황

이다. 향후 조경분야의 제품은 조경관련 전문 심사위원

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협력업체의 영세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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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체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며, 협력업체 중 대기

업에 경우 영세성으로 인해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부 협력업체의 경우 자료를 제공하여도 도움이 

전혀 안되므로 협력업체의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실정

이다. 향후 탄소성적표지 인증 취득시 협력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력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

는 지원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탄소발생 저감화 대책의 일환으로 등

장한 탄소성적표지제도의 개요 및 절차와 전과정평가

(LCA)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고

찰하였다. 아울러 최근 4년간의 연도별, 제품군별 탄소성

적표지 취득 실태 및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하였다. 

이중 건축/토목/조경분야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실태를 분

석하여 조경분야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시 문제점 및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원료채취, 생산, 수송, 유통,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환경영

향평가도구 중 하나인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통해 정량화하여 라벨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을 지칭한다. 탄소성적표지제도는 2009년 2월 처음 

시행된 이후, 2013년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2009년 2월부터 2012년도까지 인증현황을 분석해보면 

134개 기업, 267개 사업장, 735개 제품이 인증을 취득하

였다. 735개 제품 중 취득비율 순위는 비내구재 일반제

품 361개(49%) > 에너지사용 내구재 198개(26%) > 생

산재 일반제품 140개(19%) > 내구재 일반제품 및 서비

스가 각각 18개(3%) 순이었다. 연도별 인증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111개, 2010년에 191개, 2011년에 

200개, 2012년에 233개의 인증을 취득하여 탄소성적표

지제도 인증은 시행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

는데, 이는 저탄소 녹색소비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

자들의 녹색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여 기업의 적극

적인 대응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품군별 탄소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118 

kgCO2/person line) > 생산재 일반제품(110 kgCO2/ea) 

> 내구재 일반제품(70 kgCO2/ea) > 비내구재 일반제품

(2 kgCO2/ea) 순이었으며, 서비스군의 경우 대부분 항공

이나 버스운행과 관련된 항목으로 항공 및 버스운송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높기 때문에 다른 제품군들에 비

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비스를 제외하고 건축/토

목/조경분야가 포함된 생산재 일반제품군에서 탄소배출

량이 가장 많았다. 

건축/토목/조경분야의 제품군 추이를 보면 콘크리트

가 2011년 최초로 2건, 다음으로 2012년 4건으로 총 6

건, 각종관/패널은 2011년과 2012년 동일하게 4건으로 

총 8건, 석고보드는 2010년 1건, 2011년 2건, 2012년 1

건으로 총 4건, 조경용 자재에 해당하는 제품군은 2012

년도 최초로 2건을 취득하였다. 취득비율로는 전체 인증

제품 중 생산재 일반제품은 140건으로 전체 인증제품 대

비 19.05%에 이르며 건축/토목/조경분야 제품은 20건으

로 2.72%에 해당한다. 특히 조경분야의 경우 2012년도 

2건에 국한되고 있어 0.27%로 매우 적은 인증 취득건수

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경분야 탄소성적표지 인증 관련 문

제점 및 대응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본사 및 공장의 업무 분장 명확화를 통한 주기적 보

고체계 관리, 둘째, SAP와 같은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객관적인 DB구축, 셋째, 지속적 홍보 및 인

센티브 제도 활성화, 넷째, 조경공사, 관리, 입찰시 의무

적 혹은 우선 적용 제도 도입, 다섯째, 조경 및 건설분야 

전문가를 도입하여 인증심사의 탄력성 부여, 여섯째, 인

증취득시 협력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참여유도 지원 

필요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조경분야 저탄소 제품의 활성화를 위해 최

근 건축, 토목, 조경분야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실태를 분

석하여 조경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향후 

실제 조경관련 제품을 대상으로 구체적 탄소배출에 대한 

사례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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