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공공사업용 자재/장비

환경이슈 원료 사용 절감

명칭 Pavegen

제조자 Pavegen system

보유인증 ISO 9001

요약
인간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녹색기술로 태양광, 풍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지리적, 계절적 한계점을 뛰어넘는 스마트 시티 기술

제품 사진

에코디자인 우수사례 #1



제품 개요 
및 특징

 그린에너지란 단지 태양광, 수력, 풍력만을 뜻하지 않으며, 때로
는 사람의 운동 에너지도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그린에너지가 
될 수 있음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인도 위에 버튼식 패드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버튼을 밟을 때마다 압력이 가해져 전기가 생산되는 방식  

 독자적인 API(Pavegen Application Interface)를 개발하여 실시간 데
이터를 모아 볼 수 있으며, SNS를 통한 공유, 시각화된 분석자료 등의 
기능을 제공함

 사용자의 요구에 맞춘 표면 디자인이 가능하며, 원료의 100%를 
폐타이어 고무를 재활용하여 사용



 중량 테스트, 방수 테스트,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하였으며, ISO 
9001 인증을 획득함

 주변 환경의 변화없이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한 플러그 앤드 플레이
(plug-and-play) 방식으로 실내외 모두 설치가 가능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한 채 탑시트만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교체가 
가능하므로 설치 후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함

 기준 전압* 이상의 전력 발생 시 초과 생성된 전력을 저장하고 이를
기준 전압 이하의 전력 발생 시에 사용하여, 전기·전자제품이 
기능을 일정하게 수행하도록 설계

 

출처

 http://pavegen.com/

 친환경 창조경제 홈페이지, 우수 아이디어 현실화 사례
http://www.creativegreen.re.kr/example/abroad_view.asp?p
roductId=188&keyfiled=all&skey=pave&gotopage=1&boardGr
pNum=NULL



분야 건축/건설

환경이슈 토지 사용 절감, 원료 사용 절감, 에너지 사용 절감

명칭 타이니하우스(Tiny house)

요약
타이니하우스는 일반 주택보다 적은 면적과 건축자재 및 가전제품이 사용되는 초소형 
주택으로, 이에 따라 전기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이 적으며 이사가 용이함

제품 사진

제품 개요 
및 특징

 타이니하우스는 ‘작은 집’, ‘초소형 주택’을 의미하며, 마이크로하우스
(Micro House), 콤팩트하우스(Compact House), 미니하우스(Mini 
House), 리틀하우스(Little House) 등으로도 일컬어짐

 타이니하우스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작되었으며, 작은 집에서 간소한 삶
을 사는 것을 지지하고 보급하기 위해 시작된 건설·사회적 운동인 ‘타이
니하우스 무브먼트(Tiny House Movement)’ 또는 ‘스몰하우스 무브먼트
(Small House Movement)’를 통해 점차 보급되어짐

에코디자인 우수사례 #2



 타이니하우스의 평균 면적은 약 5평이며, 이에 따라 적은 건축자재 및 
가전제품이 사용됨

 미국에서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퀴 위에 지어진 이동식 타이니하우스가 
인기이며 일반 주택처럼 지속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제작·건축됨

 일본에서는 미국의 방식을 따랐으며, 캠핑카 형태의 이동식 목조주택이 
일반적임

 한국형 타이니하우스는 모바일하우스, 스마트하우스, 이동식 미니하우스, 
이동식 배달주택, 이동식 주택 등으로 일컬어지며, 일반적으로 공장제작 
방식이고 화물차 위에 올려서 현장에 지게차를 통해 내려놓는 배달형 
이동방식의 형태임

 타이니하우스는 면적이 작아 건물에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절약되며, 난방, 
조리 등의 가전제품이 적어 전기 소모가 적음

 집 규모가 작을수록 폐기물 배출량이 절감됨
 건축 비용은 일반 전원주택의 10% 정도 수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가 용이함
 우리나라 타이니하우스는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규격화된 타이니하

우스를 쌓아올려 복층으로 확장시킴으로써 기숙사, 연립주택 등으로 
확장 가능

 옥상이나 빌딩과 빌딩 사이의 틈새 공간, 자투리 공간 등 약 20㎡ 내외
의 소형 공간에 주택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자투리 공간에 설치
하여 주거 외에 임대사업으로도 활용 가능

출처

 https://www.americantinyhouse.com/models/

 친환경 창조경제 홈페이지, 우수 아이디어 현실화 사례
http://www.creativegreen.re.kr/example/abroad_view.asp?p
r o d u c t I d = 1 9 6 & k e y f i l e d = a l l & s k e y = 타 이 니
&gotopage=1&boardGrpNum=NULL



분야 조선

환경이슈 에너지 사용 절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명칭 SIMS(Ship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제조자 일본우선(주)(日本郵船)

보유인증 ISO 14001, 녹색경영인증

요약
항해중인 배와 육지 사이에서 본선의 항해, 기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서 효율적인 운항을 실현

제품 사진

제품 개요 
및 특징

 ‘SIMS‘는 운항 상태와 연비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육지 측의 
데이터 서버에 한 시간마다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

 이를 통해 운항에 관한 빅데이터를 선박과 육지 사이에서 적시에 
공유 가능

 컨테이너 선박의 에너지 절약 운항을 위해 2012 년부터 'SIMS'
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선박의 선속과 연비에 대한 성능 및 날
씨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운항과 배선의 대폭적인 효율화를 
실현하고 약 10%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달성 

에코디자인 우수사례 #3



 현재는 130여 척의 다양한 선종에 본 시스템을 탑재하여 에너지 
절약 운항에 머무르지 않고, 기관 고장 감소 및 예방을 통한 수
선비 · 수리 시간 감소, 심지어 항만화물 정보를 조합 한 경쟁력 
있는 선형 제안 등 다양한 용도를 상정

 환경 부하 데이터 수집 시스템 ‘ECO DATA NET'을 구축하고 52 
개 258 사업소에  서 18개 항목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환경 성능의 
향상 유도

 2007년 1월부터 국외 주요 연결 그룹사를 대상으로 7개 항목의 데
이터 수집을 시작하였으며 이 네트워크는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고, 
각사의 환경 커뮤니케이션 루트의 역할도 하고있음

 향후 대상 범위 확대 및 데이터 정확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출처

 https://translate.googleusercontent.com/translate_c?depth=
1&hl=ko&prev=search&rurl=translate.google.co.kr&sl=ja&u=
http://www.nyk.com/csr/index.html&usg=ALkJrhiR_AyfirCP
gMZUIZSgxRU9o-X6TQ

 친환경 창조경제 홈페이지, 우수 아이디어 현실화 사례
http://www.creativegreen.re.kr/example/abroad_view.asp?p
roductId=202&keyfiled=all&skey=sim&gotopage=1&boardGrp
Num=NU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