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환경 인증 지원

Product Environment Certification Consulting

개요
국제적인 탄소발자국 관심 증가와 2014년 ISO14046 물발자국 국제표준 제정에 따른 물발자국 인증 수요 증가,
2015년 EU 자원효율제품설계에 대한 법률 등 전세계적으로 제품 및 기업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인증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입니다.
국내 환경인증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기반한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증 취득 시 ‘정부주도 구매활성화 대상 제품에 포함’,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에코에서는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인증 컨설팅 뿐만 아니라, EU로 수출 시 리스크 경감을 도모하고 EU
수출 비관세 장벽에 대비하기 위한 EU 제품 환경발자국 산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절차
목적 및
범위정의

데이터 수집
및 검증

데이터 계산 및
환경발자국 산정

보고서 작성 및
인증신청

① 목적 및 범위정의
-

인증 목적 분석 및 제품 범주 결정
제품 정보 분석 : 투입원료 정보, 폐기물정보 등
공정 정보 분석 : 에너지 사용 정보, 용수 사용 정보 등(현장 방문)
데이터 수집 범위 결정

② 데이터 수집 및 검증
- 제품, 공정 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 설문지 작성
- 제품 범주에 따라 1차 협력업체 현장데이터(제품, 공정 정보) 수집
- 수집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

③ 데이터 계산 및 환경발자국 산정
- 수집 데이터의 분배, 할당 등을 통해 인증 대상제품에 대한 데이터 계산
- 지침에 따라 환경발자국 산정

④ 보고서 작성 및 인증신청
- 보고서 및 근거자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⑤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대응
- 제출한 보고서와 근거자료에 대한 심사 대응
- 서류심사 사항 보완 및 현장심사 대응

⑥ 인증획득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대응

인증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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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경제성 평가

Environmental & Economic Assessment Consulting

개요
2016년 1월 1일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발표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국가
환경과 경제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성과 경제성 개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자체, 기업 등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제품 및 서비스를 분석하고, 설계 시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 전략을 도출·적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과
경제성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에코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의 전과정 환경성·경제성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환경전과정평가,
전과정비용평가, 에코효율성분석과 제품의 환경부하를 설계단계에서 고려하는 에코디자인, 특정 물질의 전산업,
전과정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는 물질흐름원가회계 컨설팅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절차
고객사 니즈
정의(진단)

전략 수립

데이터 수집 및
검증

데이터 계산
(환경이슈 규명)

보고서 작성

① 고객사 니즈 정의(진단)
- 제품환경이슈의 분석
- 고객사 니즈와 제품환경이슈에 따른 환경성 및 경제성 평가 방향 설정

② 전략 수립
- 전략 목표 수립
- 전략 방향 및 세부전략 수립

③ 데이터 수집 및 검증
- 현장 방문을 통한 제품, 공정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 설문지 작성
- 수집 데이터의 신뢰성 검증

④ 데이터 계산(환경이슈 규명)
- 고객사 니즈에 합당한 형태의 데이터 계산, 대상 시스템 환경이슈 규명 및 결과 도출

⑤ 보고서 작성
- 보고서 및 근거자료, 작성

⑥ 도출 결과 및 보고서 검증
- 환경성·경제성 평가 전문가, 대상 시스템 전문인력의 자문을 통한 결과 검증

도출 결과 및
보고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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