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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nventional eco-design has been implemented based only on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a product. Key components 
of a product identified from the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aspects have been the target for improvement in the conventional 
eco-design. The use of eco-design index (EDI) considering both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aspects, and utility value (UV) 
of a product can be envisaged as an alternative way of implementing and assessing the eco-desig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the logic of the EDI and apply it to the components for performing printing function of the multi-function printer. 
The EDI was formulated by quantifying the UV, life cycle environmental impact (LCE) and life cycle cost (LCC) of the 
components of a product, here components of the printer. Of the eight components investigated, roller was identified as the best 
performing consumable in both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aspects. However, its UV was the lowest among the eight. 
The EDI of the roller was mere 4th in ranking out of the eight. Transfer belt ranked 8th and 5th in the environmental and economic 
aspects, respectively, while 2nd in the utility value with its EDI ranked 3rd. This indicates that not only the environmental aspects 
but also economic and utility value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when identifying the key components for improvement in the 
eco-design.
Key Words : Eco-Design Index (EDI), Utility Value, Life Cycle Environmental Impact (LCE), Life Cycle Cost (LCC), Printer, 
Eco-Design

요약 : 기존의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환경성 측면만을 고려하여 수행하였다. 이는 에코디자인 수행 시 제품의 환경측면 분석

을 통해 파악된 주요 부품이 개선 대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최근 경제성 측면까지 고려하여 에코디자인을 수행

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공급자의 입장이 반영된 에코디자인이며, 소비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된 에코디자인이라고 보기 힘

들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지표인 UV (Utility Value)를 고려한 새로운 에코디자인이 필요하

다. 따라서,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품의 경제적 측면과 소비자효용가치(Utility value, UV) 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에코

디자인 지수(Eco-Design Index, EDI) 는 에코디자인을 평가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제품의 환경성, 
경제성 및 소비자효용가치를 고려하여 에코디자인 지수의 로직(Logic)을 제안하고, 이를 공용 복합기의 출력 기능을 수행하

는 부품에 적용하여 그 의의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공용 복합기 부품들의 Utility Value (UV), Life Cycle environ-
mental impact (LCE), 및 Life Cycle Cost (LCC) 값을 정량화하여 EDI를 산정한 뒤, 이를 토대로 에코디자인의 개선대상이 되

는 부품을 파악하는 에코디자인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 제품인 8가지의 부품 중 롤러의 경우 

환경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부품으로 나타났지만 UV 값은 8개 부품들 중 가장 낮았다. 롤러의 EDI 순위는 8개 

부품 중 4위에 불과했다. 전사벨트는 환경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각각 8위와 5위를 나타낸 반면, UV 값이 2번째로 높게 산정

되어, EDI 순위는 8개 중 3위였다. 이것은 에코디자인 정도를 평가할 때에 환경성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UV 측면 또한 반드

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 에코디자인 지수, 소비자효용가치, 환경영향, 경제성, 공용 복합기, 에코디자인

1. 서 론

최근 범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에 환경성을 고려한 에코디자인(Eco-design)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에코디자인이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전과정 동안 발생되는 환경적 부하를 저감

시킬 목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방법이다.1,2) 

IEC 62430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제품 설계에 따르면, 친
환경제품 설계의 목표는 제품의 환경성 측면이 다른 설계요

소와 균형을 이루면서 전과정 동안 제품의 부정적 환경영

향을 저감하는 것이다.3) 이것은 제품의 용도, 성능, 비용, 시장

성, 품질과 환경적 관점간의 균형을 맞추고 동시에 환경관

련 법과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
편, 전통적으로 에코디자인은 환경성 측면만을 고려하였으며,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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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 chart of the EDI quantification.

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를 주로 사용하였다. 
일부에서는 법, 규제, 시장의 요구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사

항을 활용하여 에코디자인을 수행하고 있다.1,2)

최근에는 환경성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고려한 에코디자

인이 시도되고 있다. Kondoh와 Umeda 등4)은 경제적 이익

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속가능 비즈니스의 성공 요인들과 일

본의 130개 비즈니스 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 비즈니스

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규칙을 도출하였다. 또한 Nakamura
와 Umeda 등5)은 비즈니스 설계자가 도출된 규칙들을 기반

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핵심 컨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타입(Prototype)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특히 에코디자인된 제품을 매개로 하

는 사업형태인 그린비즈니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그린비즈니스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서비사이징 

(Servicizing) 형태를 통하여 수행되는 비즈니스 타입을 말하

는데, 특히 주목 받고 있는 형태가 렌탈 방식이다.6,7) 일본 제

록스사의 경우 자사의 프린터, 복사지, 종이, 토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제품판매에

서 제품의 사용 즉, 제품서비스로 대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였다.8) 그 결과 환경적 이득과 시장점유율 상승을 동

시에 구현하였다. 자동차용 도료를 판매하는 Pittsburgh Plate 
Glass Industries의 경우, 고객에게 도료를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료 칠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을 구현함으로써 많은 이윤을 창출 하였다.9,10)

국내에서는 렌탈과 관련된 환경성이나 경제성을 분석한 연

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에코디자인 관련

하여 환경성, 경제성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실제로 제품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효

용가치(Utility Value, UV)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기존의 환경성, 경제성만을 고려한 에코디자인은 소비

자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환경성, 경제성을 통한 에코디자인만이 아니라 소비

자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지표인 소비자효용

가치 측면을 함께 고려한 제품의 에코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서, 소비자효용가치는 제품의 시장 가격을 이

용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공급자가 제품의 가격을 설정하고 

그 가격에 대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소비자가 

그 제품에 대해 비용지불의사(Willingness-to-pay)를 밝혔다

는 뜻으로, 제품의 가격이 소비자의 효용가치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제품의 환경성, 경제성 및 소비자효용

가치를 고려하여 에코디자인 지수를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에코디자인의 개선대상이 되는 부품을 파악하는 에코디자

인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제시된 방법

을 공용복합기에 적용한 사례 연구를 통해 에코디자인의 새

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의의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에코디자인 지수(Eco-design Index, EDI)는 식 (1)과 같이 

소비자효용가치, LCE 및 LCC등 세가지 요소(element)로 

구성된다. 이때 분자는 UV, 분모는 LCE와 LCC 합으로 정

의된다. 이는 전형적인 편익 비용 비율과 같다(B/C ratio). 
Kondoh 등11)은 편익 비용 비율에 기초하여 Total Performance 
Indicator (TPI)를 정의하였는데, 이때 분자는 UV이고 분모는 

LCE와 LCC 곱의 제곱근(square root)으로 하였다. 그러나 

왜 이 두 요소를 곱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은 나와 있지 

않다. Kondoh 등11)의 정의에서 사용된 LCE와 LCC는 단위

가 서로 상이하여 두 요소 사이에 직접적인 물리적 연결고

리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는 이 두 요소를 곱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TPI와 EDI 사이에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나 식 (1)의 경

우와 같이 LCE와 LCC를 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

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TPI의 분모인 LCE와 LCC 곱의 

square root 결과값은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지는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을 정량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지

수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LCE와 LCC 두 요소를 합하

여 산술적인 의미의 수치 정량화를 통해 유리수를 도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LCE
는 온실가스배출량을 온실가스 거래가격으로 환산한 값으

로써 LCC와 같은 화폐단위로 정의하여 두 요소를 합할 수 

있게 되고, 분자인 UV의 단위와 통일됨으로써 EDI의 단위

를 무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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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
Utility value
LCE + LCC

(1)

EDI는 에코디자인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써, 제품을 소

비자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동안 소비자효용가치가 더 높게 

유지되면서, 환경 영향과 경제성은 낮게 나타날수록 EDI 
값이 높으며, 그 값이 높을수록 디자인이 잘 된 제품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EDI를 이용한 에코디자인은 제품을 환경

적, 경제적, 소비자효용가치 측면의 세 가지 서로 다른 관점

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EDI 값이 높은 

제품은 제품 소유 기간 내에 더 높은 소비자효용가치를 나

타내는 동시에 제품 전과정 동안 더 낮은 환경성과 경제성

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12,13) 산정된 EDI 값은 

이 연구의 대상 제품인 부품들의 에코디자인 정도를 평가

하여 문제가 되는 부품을 파악하는데 사용되었다.
EDI를 산정하기 위한 제품으로 공용 복합기를 선정하였

으며, 이 복합기는 총 8개의 주요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착기, 토너(흑백), 토너(칼라), 드럼(흑백), 드럼(칼라), 폐
토너수집기, 전사벨트, 및 롤러 등이다. 이들 부품들을 대

상으로 EDI 값을 정량화 하였다. Fig. 1에 EDI 값 정량화 

절차를 제시하였다.

2.1. 제품 소유 기간 내 제품 가치 산정 방법

제품 소유 기간 내 제품 가치 산정 방법은 제품 가치 하락

을 고려한 소비자효용 가치 산정, 제품 가치 하락을 고려하지 

않은 소비자효용가치 산정, 및 정규화 소비자 효용가치 산정

으로 구성된다. 각 요소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2.1.1. 제품 가치 하락을 고려한 소비자효용가치 산정

제품의 가치 하락 요인은 크게 물리적 원인과 가치적 원

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리적 원인의 경우 제품이 오래되

거나 마모됨에 따른 제품 기능 저하 및 고장으로 인하여 제

품의 가치 하락이 발생된다. 물리적 원인에 의한 가치 하락 

산정 식은 식 (2)와 같다.12)

FRi(t) = cit + di (2)

여기서,
FRi = i번째 부품의 기능성과(Functional performance),

(단위: 기능성과)
ci = FRi의 하락속도, (단위: 기능성과/시간)
di = FRi의 초기성과, (단위: 기능성과)
t = 제품 소유 시간, (단위: 시간)

가치적 원인의 경우 소비자가 인식하는 제품 기능의 구

식화로 인하여 가치 하락이 발생하며, 산정 식은 식 (3)과 

같다.12)

wi(t) = ait + bi (3)

여기서,
wi = 소비자가 판단하는 제품기능 FRi의 중요도,

(단위: \/기능성과)
ai = FRi의 구식화 속도, (단위: \/기능성과*시간)
bi = FRi의 초기 중요도, (단위: \/기능성과)
t = 제품 소유 시간, (단위: 시간)

제품의 가치 하락을 고려한 소비자효용가치는 위의 두 식

을 이용하여 제품 사용자가 제품을 소유(즉,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품이 지니는 가치를 말한다. 이는 식 (4)를 통해 산

정할 수 있다.12)

V(t) = w1(t)FR1(t) + w2(t)FR2(t) + … + wi(t)FRi(t) (4)

여기서,
i = i번째 부품 (i = 1, 2, …, n)
FRi(t) = t시점에서 기능이 구현하는 성과, (단위: 기능성과)
wi(t) = t시점에서 FRi의 상대적 중요도, (단위: \/기능성과) 
V(t) = t시점에서의 제품의 가치, (단위: \)

식 (4)를 통해 산정된 제품의 가치를 소유기간으로 적분하

면 식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품의 가치 하락을 고려한 

소비자효용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12)

UV = 
lt

0
V(t)dt (5)

여기서,
V(t) = t시점에서의 제품의 가치, (단위: \)
lt = 제품 소유 시간, (단위: 시간)

2.1.2. 제품 가치 하락을 고려하지 않은 소비자효용가치 
산정

제품 가치 하락을 고려하지 않은 소비자효용가치는 제품

의 원래 가치(즉, 초기 제품 구입가)에서 가치 하락이 발생되

지 않고 그 가치가 제품 소유 기간 동안 유지될 때의 소비

자효용가치를 말하며 그 가치는 제품 초기 구입가에 소유 기

간을 곱하여 식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12)

UV without value deterioration = V(0) × lifetime
 (단위: \･month) (6)

2.1.3. 정규화 소비자효용가치 산정

소비자효용가치의 정규화는 가치 하락을 고려하지 않은 

소비자효용가치를 분모로 하고, 가치 하락을 고려한 소비자

효용가치를 분자로 하여 산정하며, 산정 식은 식 (7)과 같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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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cess of calculating the life cycle environmental impact.

Normalized UV =
UV with value deterioration

UV without value deterioration

             = 
lt
0 V(t)dt

(단위: 무차원)
V(0) × t

(7)

위에서 산정한 요소들을 이용하여 제품 소유 기간 중 제

품의 효용가치를 식 (8)과 같이 산출한다.12)

Product value during the time of possession

  = Initial purchase price of the product ×

    
UV with value deterioration

UV without value deterioration

  = V(0) × Normalized UV (단위: \) (8)

2.2.  제품의 환경 영향 산정 방법

제품의 환경 영향 산정을 위하여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방법론14-17)을 이용하였다. 환경 영향 산

정 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문제에 따른 

온실가스 문제가 주요한 환경이슈이지만 물, 자원 등 다른 

환경적 비용 또한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

에서는 환경성을 비용으로 환산할 때에 발생하는 불확실성

을 줄이기 위해 EU-ETS(The EU emission trading system) 
에 의해 환경 비용이 잘 산정되어 있는 온실가스만을 고려

하여 환경 영향을 산정하였다. 산정 절차를 Fig. 2에 나타

내었다.

2.3. 제품의 경제성 산정 방법

제품의 경제성을 산정하는 방법은 Fig. 2에 제시한 제품

모델링, 데이터 관리와 동일하며 LCE에서 Product Carbon 
Footprint (PCF) 계산 대신 비용을 계산하면 된다. 한편 Fig. 2
와 달리 화폐로 환산하는 단계는 불필요하다. 연구대상 범

위에 포함되는 공정 및 활동의 비용 파라미터 선정 및 전

과정 단계 별 해당 비용 파라미터 별 데이터 수집, 수집된 

비용 데이터를 기준 현가로 계산하는 단계를 거쳐 전과정 

비용으로 합산하여 산정한다.18~20) 산정 식은 식 (9)와 같다.

LCC = P + U + S (9)

여기서,
LCC = 전과정 비용, (단위: \)
P = 총 제조 비용(제조 전, 제조 및 폐기 비용), (단위: \)
U = 총 사용 비용, (단위: \)
S = 총 유지 비용, (단위: \)

3. 결과 및 토의

3.1. 대상 제품 및 범위 정의

3.1.1 부품 정의

공용 복합기의 출력 기능에 관련된 부품은 Table 1에 제시

되어 있으며, 부품은 공용 복합기의 부품들을 지칭한다. 각 

부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속품들 역시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토너와 드럼의 경우 각각 흑백과 칼라로 구분하였다.

3.1.2. 시스템 경계, 데이터 수집 및 시나리오

시스템 경계는 교체 부품 및 유지 보수 활동으로 인해 발

생되는 활동들에 관련된 제조 단계, 운송 단계, 사용 단계, 
폐기단계 및 부품의 부품 및 원 부자재를 생산하는 제조 

전 단계(소위 상류 단계, upstream)를 포함한다.
시나리오는 공용 복합기 서비스 업체인 P사를 방문하여 

조사 및 설문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부품의 소재나 중량 

등의 정보는 공개가 어려운 관계로 실제 제품을 분해하여 

측정하였으며 제품 및 사용 정보는 P사의 실제 통계 자료를 

Table 1. Component parts of the components

Component Parts of the component

Fuser
Housing, Temp controller, Transfer roller, Electric power 
supplier, Fuser roller, Fuser roller driving part, Fuser 
roller frame

Toner
Housing, Toner driving part, Toner/Printer connection, 
Toner Press

Drum Housing, Drum driving part

Transfer belt
Housing, Roller controller, Belt, Paper roller, Paper inlet, 
Screw

Waste toner 
collector

Waste Toner Collector (a single material)

Roller Roller body, Roller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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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i and di values of the components

Drum (Black) Drum (color) Fuser Toner (Black) Toner (Color) Waste toner collector Transfer belt Roller

ci (sheet/month) -2653.96 -52.03 -2710.36 -2653.96 -52.03 -2706 -2706 -2706

di (100 sheets) 500 500 1500 200 150 125 3000 2000

Table 3. ai and bi values of the components

Drum (Black) Drum (color) Fuser Toner (Black) Toner (Color) Waste Toner Collector Transfer belt Roller

ai 0 0 0 0 0 0 0 0

bi (won/sheet) 3.1 3.1 1.77 4.75 19.06 2.96 2.33 0.025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특정지역(대학교, 병원)에
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통계 자료이며, 이 자료 자체를 일반

인을 대상으로 적용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

하여 각 지역의 1년간의 통계 자료들(흑백 및 칼라 출력, 흑
백 및 출력 복사, 사용 건수 등)의 항목 별 평균값을 이용

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 제품 수명은 품질 보증 기간(무상 서비스 가능 기간)인 

5년으로 설정하였다.
- 제품 수명 기간 내 제품 사용시간은 1일 평균 작동 시

간은 2시간으로, 나머지 22시간을 대기시간으로 설정

하였다. 월 30일 기준으로 월 평균 작동시간은 60시간/
월, 월 평균 대기시간은 660시간/월이며, 제품 수명 기

간 내 제품 총 작동시간은 60시간/월 × 60월 = 3,600시
간, 대기시간은 660시간/월 × 60월 = 39,600시간으로 설

정하였다.
- 제품 수명 기간 내 종이 소모량은 월 평균 용지 소모량

은 제품 1대 당 2706매/월이며, 수명기간 내 제품 총 용

지 소모량은 2706매/월 × 60월 = 162360매이다.
- 제품 수명 기간 내 부품 교체 횟수는 앞서 설정한 수명 

기간 내 종이 소모량을 각 부품 별 수명으로 나누어 설

정하였다.
- 부품의 폐기 단계 시나리오

대상 제품인 공용 복합기 부품의 폐기 처리 비율은 2011년 

전국 폐기물 처리현황 중 ‘산업용 폐기물 처리현황 기준’의 

물질 별 처리 비율을 적용하였고,21) 폐기단계에서의 Simapro 
7.2의 사용은 환경영향 값 산정에 많은 제한(재활용의 경우 

환경영향 값이 ‘0’으로 산정됨)을 두고 있어, 폐기 단계의 

환경영향은 Cool software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22) 폐기

단계 처리 비율의 경우 부품 별 물질 중량정보를 이용하여 

물질 별 재활용, 소각, 매립의 비를 적용하였다.

3.2. 부품 가치 하락을 고려한 소비자효용가치

부품 가치 하락을 고려한 소비자효용가치를 산정하기 위

하여 먼저, 물리적 원인에 의한 가치 하락속도를 산정하였

다. 물리적 원인에 의한 가치 하락속도는 부품 개 당 사용 

기간을 각 부품의 수명으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각 부품의 

하락속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부품 수명이 짧을수록 가치 하락

Fig. 3. Deterioration rate of the components during the lifetime 

(60 month).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으며 드럼과 토너는 같은 부품이지만 

흑백이 칼라보다 그 하락속도가 50배 이상 빠르게 나타났

다. 이는 흑백 출력의 사용량이 칼라 출력의 사용량보다 50
배 이상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를 토대로 계산된 부품

들의 ci와 di 값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가치적 원인에 의한 하락의 경우, 제품의 출력 기능이 구

식화되는 속도에 관해서는 소비자가 인식하는 중요도가 존

재한다. 그러나 제품의 출력 기능을 구현하는 각 부품이 구

식화되는 속도는 소비자가 알 수 없다. 또한 각 부품이 구

식화되는 속도를 알고 있는 서비스 기사는 공급자에 해당

하기 때문에, 부품에 관한 소비자의 중요도는 존재하지 않

는다. 한편 각 부품에 대한 초기 중요도는 각 부품의 가격

을 각 부품의 수명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으며, 결과값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s 2와 3의 결과값을 이용하여 부품의 가치 하락을 고

려한 UV 산정 결과 Fig.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Fig. 4. UV with value deterioration of the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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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LCE of the components

Drum (Black) Drum (color) Fuser Toner (Black) Toner (Color) Waste Toner Collector Transfer belt Roller

GHG (kgCO2-eq/fu) 5.07E+02 3.80E+02 8.59E+02 2.39E+02 8.97E+01 3.72E+01 2.24E+03 9.04E-02

Fig. 6. Normalized UV of the components.

Fig. 5. UV without value deterioration of the components.

산정 결과 토너(칼라)의 가치 하락을 고려한 UV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토너(칼라)의 물리적 원인에 의한 가치하

락속도가 가장 느림과 동시에 토너(칼라)의 초기 중요도가 

가장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3. 부품 가치 하락을 고려하지 않은 소비자효용가치

부품의 가치 하락을 고려하지 않은 소비자효용가치는 각 

부품의 수명에 각각의 사용 기간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며, 
결과는 Fig. 5와 같다.

3.4. 정규화 소비자효용가치를 통한 부품 소유 기간 내 
부품 가치 산정

앞서 산정한 가치하락을 고려한 UV를 가치하락을 고려

하지 않은 UV로 나누어 정규화 UV를 산정하였으며, 결과

는 Fig. 6과 같다.
산정한 정규화 UV 값을 각 부품의 가격에 곱하여 최종

적으로 제품 소유 기간 내 각 부품들의 가치를 산정한 결

과 Fig. 7과 같은 값을 산정하였다.
Fig. 7에 의하면, 토너(칼라)가 소유 기간 내 가장 높은 가

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유 기간 내 가치가 가장 

낮게 나타난 롤러의 259배에 해당하는 가치이다. 그 뒤를 이

Fig. 7. UV during the possession of the components.

어 전사벨트, 드럼(칼라) 순으로 소유 기간 내 가치가 높았는

데, 이 또한 각각 롤러의 172배, 152배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출력 사용량이 적은 칼라 관련 부품들이 초기의 가치에서 

가치 하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소유 기간 내 가치

를 나타냈고, 제품 초기 가격과 수명이 가장 긴 전사 벨트 

역시 높은 소유 기간 내 가치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3.5. 부품들의 LCE 산정 결과

부품들의 환경영향 산정 결과(kgCO2-eq/fu)는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다.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EU ETS
의 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가격을 활용 하였

다. CER 가격은 연구 당시의 2014년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

만, CER 가격이 폭락한 이후 시장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4년의 CER 가격은 CO2에 대한 경제 가치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CER 거래가 정상적이었던 2005년 CER 
가격(30€/톤)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으며,23) 환산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환경영향 산정 결과, 전사벨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롤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사벨트는 소유 기간 내 가치가 두 번째로 

높았으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높아 소유 기간 내 가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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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anking of the component of each element

Drum (Black) Drum (color) Fuser Toner (Black) Toner (Color) Waste Toner Collector Transfer belt Roller

LCE 6 5 7 4 3 2 8 1

LCC 7 2 4 8 3 6 5 1

UV 5 3 7 4 1 6 2 8

EDI 5 1 8 7 2 6 3 4

Fig. 10. EDI of the components.

Fig. 8.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value of the components.

환경성 두 인자를 두고 판단해 볼 때 대비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드럼과 토너 환경영향의 경우, 흑백 출력에 관한 드럼

과 토너의 환경영향이 칼라 출력에 관한 드럼과 토너에 비해 

각각 1.3배, 2.7배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 또한 흑백 출력과 

칼라 출력의 사용량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6. 부품들의 LCC 산정 결과

부품들의 경제성 산정 결과는 Fig. 9에 나타내었다.
경제성 산정 결과, 토너(흑백), 드럼(흑백), 폐토너수집기, 

전사벨트 순으로 LCC 값이 높게 산정되었는데 폐토너수집

기의 경우 자체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12500매) 제품 수명 

기간 내 사용량이 13개로 가장 많아 경제성 부분에서 LCC 
값이 높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3.7. 부품들의 EDI 산정 결과

앞서 산정한 UV, LCE, LCC의 결과들을 EDI 산정 식에 

대입하여 EDI 값을 산정한 결과 Fig. 10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EDI 값이 높을수록 에코디자인이 잘 된 것이다. EDI

Fig. 9. LCC of the components.

는 구성하는 세가지 요소의 단위를 무차원(dimensionless)으
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 제품/부품의 상대적인 비

교가 가능하다.
EDI 산정 결과, 드럼(칼라)이 에코디자인이 가장 잘 된 

부품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착기는 EDI 값이 가장 낮게 도

출되어 개선이 제일 시급한 부품으로 판명되었다.

3.8. 부품들의 LCE, LCC, UV 및 EDI 순위

여덟가지 부품의 LCE, LCC, UV 및 EDI 값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는 EDI를 구성하고 있는 세가지 

구성요소들의 가중치가 같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세 구성

요소는 환경, 가격, 소비자 가치를 나타내는 서로 다른 가치

이며,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누구인지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후 연구에서 각 요소들의 가중치

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부품 중 롤러의 경우 환경성, 경제성 요소에서 가장 우수

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소비자효용가치 요소는 가장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환경성, 경제성만을 고려했을 때 에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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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이 가장 잘 된 부품이었으나, EDI로 평가하였을 때에는 

8개 부품들 중 4번째였다. 전사벨트는 환경성은 8번째, 경제

성은 5번째로 낮은 편이었으나 소비자효용가치는 2번째로 

높아 EDI 산정 결과 3번째로 에코디자인이 잘 된 부품으로 

판명 되었다. 폐토너수집기는 환경성은 2번째로 우수하였으

나, 경제성과 소비자효용가치는 6번째로 낮아 EDI 산정 결과 

6번째로 에코디자인이 잘 된 부품으로 판명되었다.
드럼(칼라), 토너(칼라)의 경우 EDI 산정 결과 에코디자인 

순위가 각각 1, 2번째였고, 드럼(흑백), 토너(흑백)의 경우 5, 
7번째였는데 이는 흑백 출력이 칼라 출력에 비해 약 50배 많

은 사용량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흑백 출력 드럼 및 

토너를 의 에코디자인 대상 부품으로 선정해야 한다. EDI가 

가장 낮게 도출 된 정착기의 경우, 경제성은 4번째를 기록하

였으나, 환경성은 7번째를 기록하였고, 소비자효용가치 또한 

7번째를 기록하여 개선이 시급한 부품으로 파악되었다.
EDI 접근법은 개선 대상이 되는 부품을 파악하는데 적용

되었으나 EDI 접근법은 제품의 에코디자인 정도를 평가하

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제품의 에코디자인 전, 후의 EDI 값
을 비교함으로써 에코디자인을 통한 제품의 환경성, 경제

성 및 소비자효용가치의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에코디자인 평가가 환경성 내지는 경제성만을 고려

한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나, 여기서 제안하는 EDI 접근법은 

제품의 본연의 기능인 제품사용에 따른 제품의 효용가치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판단한 측면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하

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4. 결 론

공용 복합기의 출력기능을 구현하는 부품들의 소비자효용

가치, 환경성 및 경제성을 평가하여 EDI 값을 산정하였다. 
산정 결과, 연구 대상 부품 8개의 환경성만을 고려하여 산

정한 에코디자인 순위는 EDI를 통해 산정한 순위와 모두 

달랐다. 또한, EDI 값이 높을수록 에코디자인이 잘 되었다

는 의미이며, 제품 설계 시 EDI 값이 낮은 부품들을 개선 대

상으로 선정하여 에코디자인을 시행해야 한다. 이는 제품을 

에코디자인 할 때에, 제품의 환경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효용가치 및 경제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나

타내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공용 복합기의 출력 기능에 관련된 EDI 값

만을 도출하였는데, 차후 연구에서는 스캔 및 팩스 기능 등

을 함께 고려한 공용 복합기의 EDI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출력기능 외 다른 모든 기능을 구현하는 부품들에 대한 EDI
를 산정한다면 공용 복합기 전체의 가치하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세가지 구성 요소의 가중치를 고려해

야 할 것이다. 또한, EDI 접근법을 이용하여 에코디자인 적

용 전과 후를 평가하여 이 접근법이 에코디자인 평가에 적

용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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