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를 살리는 착한습관, 녹색소비 !

서울시 녹색제품
가이드북



녹색산업이 만드는 기적,

사람과 환경이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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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편익 창출

전기료, 물 사용량, 유해화학물질 노출 저감, 폐기물 발생량 절감 등을 통해 

사회·환경적 비용 회수뿐만 아니라 경제적 편익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생산을 유도하여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

녹색제품 보급 확산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제품 관련 

직·간접 환경규제 등을 고려할 때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에 기여

제품 안정성 및 품질을 기본으로 환경성을 공인 받은 

녹색제품의 보급 확대로 국민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녹색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녹색제품 인증마크

환경표지인증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표시 친환경상품코너

녹색인증우수재활용(GR인증) 탄소배출량인증저탄소제품인증

고효율기자재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환경성적표지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써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

녹색제품 구매혜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 및 동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R)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환경표지인증제도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마크)를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

■ 대상품목 : 사무용품, 건설용자재, 생활용품, 서비스 등 8,463개 품목

   (2012년 7월 기준/한국환경산업기술원 www.keiti.re.kr)

우수재활용인증제도(GR : Good Recycled)

국내에서 개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활용하여 녹색기술 개발 및 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 환경친화성이 높으며 에너지, 자원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

■ 대상품목 : 폐지, 폐유리 등 17개 분야 230개 품목 

               (2012년 7월 기준/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www.g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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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사람과 환경이 모두 행복해지는 

지름길입니다.

낮은 전력 자급률과 전력수요 급증 

서울의 전력 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10.9%.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에너지 소비량의 1.5%에 그치고, 전력 자급률은 2 .8%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제유가를 보더라도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서울시에서는 2014년 전력 자급률을 8%, 

2020년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불안감 증대 

원자력은 값이 싸고 효율적인 에너지이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도  

보듯이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통해 원전에 대한 수요와 

의존을 줄이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처 

지구를 덥게 만드는 온실가스의 90%가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뜨거워지는 지구열을 낮추고,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14년까지 에너지 200만TOE를 생산 및 절감하게 됩니다.

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필요한가요? 천만 시민이 연간 전기 사용량의 10%만 줄여도 

원전 1기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10대 핵심사업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서울시의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세계기후환경 수도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에너

지 수요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원전하나줄이

기 종합대책」

도시 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 건설(320MW)

01

수소연료전지활용 

‘주요시설에너지 

자립’ 확보(230MW)

02

주택, 빌딩, 

학교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03

LED를 활용한 

‘스마트조명도시’ 구현

(LED 800만개 보급)

04

에너지 효율적 도시공간 

구조 개편을 위한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05
신축건물 에너지총량제 등

설계 기준 강화

06

에너지분야

녹색일자리 4만개 창출

08

에너지 절약

시민 실천문화 창출

09

에너지 재단

설립·운영

10

카 셰어링 

15만명 가입

07

「원전 

하나줄이기」

10대
핵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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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전력자급률(2.8%)
전력수요 급증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시민 불안감 증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심화

전력대란에 대비한
에너지 자립능력 필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온실가스 저감 필요

에너지 수요 감축과 생산확대를 통해
원전 1기에서 생산하는 에너지 만큼의 절약 및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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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란 에코(eco, 친환경)와 마일리지(mileage, 쌓는다)의 

합성어로 가정, 학교, 기업에서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을 쌓는다’는 의미이며,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약한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http://ecomileage.seoul.go.kr  문의처 : 120

인센티브 지급대상 

•가정 : 기준사용량(최근 2년) 대비 6개월간 월평균 전기, 수도, 가스(지역

           난방 포함) 중 2개 항목 이상의 온실가스를 10% 이상 감축한 가정 

•단체 : 기준사용량 대비 감축실적이 우수한 학교, 아파트단지, 상업건물 등  

           연간 70개소

 ※ 온실가스 감축량 = 에너지절감량 x 탄소배출계수 

     (탄소배출계수 : 전기 1 kWh = 424 gCO2, 수도 1㎥ = 332 gCO2, 가스 1㎥ = 2,240 gCO2)

에코마일리지 카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을 실천하거나 녹색제품을 구매, 대중교통 이

용, 에코마일리지와 제휴된 카드가맹점에서 이

용 시 에코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는 카드

로서, 적립된 마일리지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

녹색소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환경과 나를 위한 행복 쌓기

에너지 절약은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생활 속 실천입니다. 

➊ 탄소캐쉬백 매장 이용 또는 제품 구매

탄소캐쉬백 회원  ➌ 적립금의 10%를 기부
   녹색성장 기금조성
  나무심기 등 활용

 ➋ 
10% 제외한
포인트를
고객에게

제공

 ➋ 
매출의 

일정 부분을
탄소캐쉬백으로

적립

에너지 절약형 행동 및 제품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로 

탄소캐쉬백 참여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 이용 시 탄소캐쉬백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제공받은 탄소캐쉬백 포인트는 OK캐쉬백 가맹점이나 

탄소캐쉬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코마일리지

http://www.co2cashbag.com

인센티브 지급방식 

•에너지 절감 기준 달성 시 6개월마다 최대 5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에코마일리지 제휴카드(신용, 체크, 멤버십)를 통해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카드발행 제휴사 포인트(비씨 TOP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탄소캐쉬백 포인트 적립 

•탄소캐쉬백 가맹점(실천매장) : 가맹점 서비스를 이용 후 결제시 

   OK캐쉬백카드나 탄소캐쉬백카드를 제시하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탄소캐쉬백 쿠폰 제품 : 제품 포장지에 인쇄된 쿠폰을 OK캐쉬백 모음판에

   제출하거나 제품 포장지 속에 있는 온라인 쿠폰 인증번호를 

   CO2cashbag.com에서 입력하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탄소캐쉬백 금융서비스 : 탄소캐쉬백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탄소캐쉬백 로고가 붙어있는 제휴 신용카드 이용시 탄소캐쉬백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탄소캐쉬백 포인트 사용 

OK캐쉬백 가맹점, 탄소캐쉬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주유소 제외)

친환경쌓기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절약

재투자

탄소캐쉬백



1단계 :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녹색제품 확인 

•구매 요구가 있을 시에는 구매하려는 물품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인지 

   여부 확인

•녹색제품 대상품목이라면 실제 인증제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 녹색제품 인증이 계속 증가하므로 구매시 녹색제품 종합정보망  

      (www.greenproduct.go.kr) 또는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www.gr.or.kr),

     기술표준원 순환자원제품 홈페이지(www.kats.go.kr/gr)를 통해 확인

2단계 : 녹색제품 구매가능 확인 

•녹색제품 의무구매의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최종 확인

3단계 : 녹색제품 구매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녹색제품 테마숍’ 

   (http://shopping.g2b.go.kr) 

• 녹색장터 (http://shop.greenproduct.go.kr)

• GREEN MRO (http://green.greenmro.co.kr)

• 서울시지원 중소기업전시장 ‘지구를 살리는 착한 제품전’

   (http://www.himall.seoul.kr) 

녹색제품 구매절차

녹색제품 사용으로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물품 구매의 경우

1단계 : 녹색제품 적용 가능여부 판단 

•발주하려는 용역 계약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녹색제품 대상품목 및 인증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용역계약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2단계 : 용역계약자가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추진 

•공공기관에서 사용·제공될 목적으로 용역계약자가 구매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조치 ⇒ 

   용역계약조건(계약특수조건 등)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3단계 : 용역계약자가 녹색제품 구매 

• 용역계약자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 등을 검토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최종 확인 후, 각종 녹색제품(판매처 정보 등) 

   정보를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

1단계 :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적용 검토 

•공사의 성격, 시공성, 안정성과 녹색제품 건설자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설계용역 요청단계에서 과업지시서 등에 녹색제품 건설자재 적용 명시

2단계 : 공사 설계도서 반영 

•공공기관은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녹색제품 건설자재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반영여부 확인 및 근거 마련

•공사내역서의 관급(지급)자재는 녹색제품 건설자재가 적용

3단계 : 공사입찰 및 계약 

•입찰안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공사계약 단계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사급자재도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사용 명시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턴키) 발주시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적용을 위한 가점 제공

•공사수주 업체는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사용 예정 목록을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4단계 : 공사시공

•관급(지급)자재 조달구매 의뢰시 녹색제품 건설자재 우선 구매 요청

•공사감독(책임감리)은 사급자재 공급원 승인시(전문건설업체 포함) 

   녹색제품 건설자재가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감리 감독 

•공사감독(책임감리)은 시공사의 공사조건 및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 

   변경 요청시 녹색제품 건설자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감리 감독 

•공사감독(책임감리)은 공사에 사용된 녹색제품 건설자재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주기적(분기)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

5단계 : 공사에 사용된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실적에 대한 집계 반영

•계약담당자는 녹색제품 건설자재 구매실적을 녹색제품 구매집계부서에 

   제출

공공공사에 녹색제품 건설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10 11

용역계약을 통한 물품구매의 경우



ORGANIC 

ENERGY

오가닉유아용품     14

에너지절약용품    18

ECO FOOD

ECO LIFE

친환경먹거리    22

친환경생활    24



• 친환경 티셔츠, 친환경 병원복, 친환경 기념품, 유기농 유아용품

•흑백 모빌, 딸랑이 등의 신생아 용품부터 퍼즐, 조립형 완구 등의 

   지능 개발 어린이 친환경장난감

D.I.Y. 완구
국제 인증 기관인 CONTROL UNION GROUP에서 인증 받은 친환경 유기농 

원단을 사용한 D.I.Y. 완구 패키지 상품으로 화학적, 기계적 공정 없이 소비

자가 직접 바느질로 완성하는 반제품

(주)대지를위한바느질
Tel. 070-8840-8826

Fax. 02-743-8840
www.ecodress.net

마마앤파파
Tel. 070-7579-2294
Fax. 070-8220-5541 

www.mamanpa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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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오가닉 티셔츠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흙에서 자란 유기농 면에 자연의 색을 담은 친환경 

유아용품. 인체에 해로운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아 연약한 아기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고, 아기가 입으로 가져가도 안심이 되는 오가닉티셔츠

•일반분류 : 오가닉유아용품

•모델명 : 영·유아 오가닉 티셔츠

•규격 : 업체문의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오가닉유아용품

•모델명 : 오가닉 ZOO 딸랑이 시리즈

•규격 : 120mm x 120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오
가

닉
유

아
용

품

친환경 유아 물티슈
무방부제, 무유해물질로 제작된 안전한 물티슈. 사용 후 물과 이산화탄소로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제품으로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테스트 등의 유해물질 무첨가 인증 제품

아이템헌터
Tel. 070-8966-8431
Fax. 02-468-8431
www.itemhunter.co.kr

•친환경 베지터블베이비 세탁세제, 친환경 젖병세정제, 친환경 섬유유연제

•유기농 출산4종 선물세트(속싸개, 발싸개, 손싸개, 베넷저고리), 

   100% 순면 생리대(무형광, 무표백)

친환경 장난감
국가오가닉섬유인증 GOTS(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국제면화 혼합인증을 받은 친환경 오가닉 인형

우리아이친환경상품주식회사
Tel. 070-7723-7567
Fax. 02-313-7567
www.wuriai.co.kr

•일반분류 : 오가닉유아용품

•모델명 : 오가닉 영희, 철수인형

•규격 : 400mm x 850mm (귀부터 발끝까지)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오가닉유아용품

•모델명 : 안심아가야 물티슈

•규격 : 20mm x 10mm (개당), 펼친 크기 230mm x 230mm(±5%) 

•중량 : 500개입/약 1.5kg, 캡슐형 8개입/약 35g

•소비자가 : 업체문의



• 아기별이 E-Class, 아기별이 엠보나라, 아기별이 플레인 •도도에코 장미색연필8, 도도에코 재생지 점착 메모지

•베이비앙 기저귀커버, 베이비앙 올인원(AIO) 기저귀, 

   베이비앙 배변훈련팬티 

친환경 유아 물티슈
항균성이 뛰어난 허브타임과 비타민이 풍부한 유기농 야채에서 추출한 

천연복합 비타민 원료 ORGANIC-7으로 만든 제품, 무형광표백제, 무알

콜, 무포름알데히드, 무색소,무화학향료

친환경 문구
친환경 재생지 색종이 연필, Tree - Free 소재의 미네랄 페이퍼(돌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인쇄 제품

친환경 기저귀
순면 또는 오가닉원단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이 가능한 천기저귀 제품

무형광, 무나염, 무자극 제품

친환경 장난감
실물같이 정교한 모형을 만들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조립세트로 한국골판지

협동조합에서 인증받은 무독성 골판지를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하며, 자연

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친환경 퍼즐 장남감

주식회사 유니스트
Tel. 02-323-7755
Fax.02-323-8655

www.아기물티슈.com
카우박스(COWBOX)

주식회사 펀비즈

Tel. 02-2699-1973
Fax. 0505-116-1973
www.cowbox.co.kr

Tel. 02-2104-3580
Fax. 02-2104-3585
www.babyan.co.kr

즐거운회사
Tel. 02-518-7636

Fax. 02-6442-7636 
www.looloola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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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류 : 오가닉유아용품

•모델명 : 아기별이 S-Class

•규격 : 180mm x 200mm / 1매 

•소비자가 : 업체 문의

•일반분류 : 오가닉유아용품

•모델명 : 도도에코 나뭇잎 연필 5

•규격 : 65mm x 195mm(포장)

•소비자가 : 업체 문의 

•일반분류 : 오가닉유아용품

•모델명 : 디오라즐

•규격 : 183mm x 103mm x 21mm이내(박스)  

•구성 : 골판지 8~10장, 가이드북, 스티커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오가닉유아용품

•모델명 : 베이비앙 순면 땅콩기저귀

•규격 : 210mm x 110mm x 215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오
가

닉
유

아
용

품

•동물시리즈, 지형시리즈, 건축물시리즈, 유명조각시리즈, 교육용교재



• 대기전력측정기, 그린탭 절전1구, 그린탭 절전2구 D형,

   개별스위치부착 멀티탭(3구, 4구, 5구, 6구)

•멀티탭, 콘센트

•20인치, 23인치, 24인치 모니터

•액정보호용 강화유리, 

   액정보호용 Flexible 강화유리, 

   스마트폰 및 태블릿용 거치대, 

   스마트폰 및 태블릿용 밴드클립

친환경 멀티탭
대기전력 차단 양극스위치 부착 멀티탭, 대기전력 11%절감 및 이산화탄소 

발생 억제효과, ‘에너지 절약’, ‘원전하나줄이기’ 실천제품으로 주문자 

요구대로 문안, 로고 컬러 인쇄하여 납품

LED 모니터
일반 백라이트 광원에 비해 낮은 전력 소모와 긴 수명을 자랑하는

LED백라이트 저전력 친환경 모니터, 고급스럽고 슬림한 디자인

가정용 전력측정기
가전제품의 플러그에 꽂기만하면 대기전력 요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 전력측정기. 전기량, 전기요금, 이산화탄소발생량 측정 가능.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세련된디자인, 초소형, 초경량 제품

태양광 충전 배터리팩(아이폰용)
고용량 1,870mAh 리튬폴리머 배터리 내장, 편리한 태양광 충전 기능

간편한 USB 동기화와 충전 기능, 블루LED로 배터리 잔량 표시

그린탭
Tel. 0505-699-2580
Fax. 0505-691-2580
www.greentap.or.kr

데이시스템(주)

미니피

Tel. 02-3281-6470, 6472
Fax. 070-9972-6473
www.daysis.com

Tel. 070-7860-7770
Fax. 070-7860-0070
www.minifee.co.kr

그린파워전자(주)
Tel. 070-8243-5140

Fax. 02-543-5130 
www.gp-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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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류 : 에너지절약용품

•모델명 : 그린탭

•규격 : 절전 2구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에너지절약용품

•모델명 : DS270LED 모니터

•규격 : 27인치  (68.6cm)

•해상도 : 1.920 x 1.080 

•화면비율 : 16 : 9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에너지절약용품

•모델명 : GP400is(Solar BatteryPack for iPhone4/4s) 

•규격 : 128mm x 61mm x 21mm

•중량 : 93g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에너지절약용품

•모델명 : 미니피 실시간 전기요금 측정기 DS-S001

•규격 : 135mm x 45mm x 75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에
너

지
절

약
용

품



•자동절전멀티탭(PC용,TV용), 무선절전멀티탭, 무선절전제어기

•신분증스캐너, 전자투표기, 지문스캐너를 통한 유권자 등록시스템

•Eco-Touch_1 에코터치 버튼 + usb hub 3포트

   Eco-Touch_2 에코터치 버튼 + 멀티카드리더기

LED 확대경 스탠드
LED조명과 확대경이 결합된 新개념 스탠드

친환경, 저전력, 긴수명  형광등 대비 6배 저렴한 전기요금, 반영구적이며  

시력 보호 및  저하 예방.(중•장년층 노안, 청소년기 학생) 

자동 절전 멀티탭(통합형)

손쉽게, 편하게, 스마트하게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 사용 후 전자

제품의 부하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다시 켤 때는 일일이 

허리를 숙여서 스위치를 켤 필요없이 약간의 진동으로 다시 전원 ON.

전자서명기
종이와 잉크의 절약으로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제품

개인 서명자료를 입력하는 장치로 서명을 인증수단으로 하는 행정업무나 

금융, 의료, 교육,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가능

컴퓨터 절전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절전을 위한 최고의 에코솔루션, 컴퓨터를 통해 낭비되는 전기를 

손쉽게 절약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 탄소저감 제품

(주)숲엔들
Tel. 070-8255-7051
Fax. 02-6442-8959

www.enfren.com
(주)스마트애드인

   MIP

Tel. 02-2676-9888
Fax. 02-2676-9887
www.smartaddin.co.kr

Tel. 02-867-5481
Fax. 02-867-5483
www.signpad.co.kr

(주)에콤
Tel. 02–704–8605
Fax. 02–704–8606 

www.downco2.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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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류 : 에너지절약용품

•모델명 : EF-200 LED Magnifier Desk Lamp

•규격 : 렌즈 112mm x 155mm

•광원 : 고휘도 SMD타입 LED

•전격전원 : DC12V

•소비전력 : 최대5W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에너지절약용품

•모델명 : Eco -Touch_2

•규격 : 132mm x 40mm x 20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에너지절약용품

•모델명 : 전자 서명기 MSP-5600

•규격 : 165mm x 166mm x 25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에
너

지
절

약
용

품

• LED 스탠드, LED & Inverter 겸용 스탠드

•일반분류 : 에너지절약용품

•모델명 : 자동절전멀티탭 SPS100AI

•규격 : AC250V, 60Hz, 10A

•소비자가 : 업체문의



• 경북 영양 저농약 고추 및 고춧가루, 대추, 헛개나무, 고로쇠, 토종꿀 등

•친환경쌈채소, 친환경무농약잡곡, 친환경무농약고추 등

무농약 현미
무농약 친환경의 쌀밥같은 현미로 찹쌀과 멥쌀의 중간형태의 알맞은 

찰기와 부드러우며 우수한 맛, 주문과 동시에 도정하여 최상의 밥맛을 

선사하는 현미 

친환경과자 오테라 마카롱
인공 식품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재료 고유의 맛을 프랑스전통과자 

마카롱에 담아 100% Hand Made로 생산하는 자연 수제마카롱

무농약 잡곡
깨끗한 하천과 들푸른 자연에서 엄선된 먹을거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미소를 전하는 친근한 브랜드 ‘올본’, 무농약으로 재배한 친환경 잡곡.

밥짓는 남자(주)
Tel. 070-7552-6152
Fax. 050-2285-6002

www.homerun.co.kr
오테라

Tel. 070-4243-3985
Fax. 070-4243-3986
www.otera.co.kr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친환경유통센터

Tel. 02-2640-8090
Fax. 02-2640-8093 

www.orb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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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류 : 친환경먹거리

•모델명 : 쌀밥같은 현미 ‘연천 아희와’ 

•규격 : 1kg 단위 포장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친환경먹거리

•모델명 : 자연빛깔 마카롱

•규격 : 45mm x 50mm, 18~20g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친환경먹거리

•모델명 : 올본 무농약 잡곡 5종 세트

•규격 : 현미800g+찹쌀 800g+현미찹쌀 800g+흑미 800g+혼합곡 800g

•소비자가 : 업체문의

친
환

경
먹

거
리



• 주소분류용, 소포ㆍ물류관리용, 바코드분류용, 파일 인덱스분류용, 칼라라벨 •텀블러, 씨드페이퍼

•살균세정스프레이

전산라벨용지
인체에 무해한 수용성 점착제로 미국식품의약국(FDA)과 독일식품의약국

(BGVV)로부터 사용상 안전성을 인증 받은 우수한 제품

제품회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열지, 감압지, 합성수지 라미네이트지를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며 100%재활용 가능

우편발송, 물류관리, 서류관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여권커버ㆍ스마트폰포켓ㆍ카드포켓
감자, 콩, 옥수수 등의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진 가죽을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 폐기 되었을 때 땅 속의 미생물에 의해 쉽게 자연 분해되

는 친환경 소재

자연을 닮은 천연 행주살균제
천연추출 살균물질을 이용한 천연행주살균제로 99%의 강력한 살균력, 

무알콜, 무자극, 무독성으로 삶은 것 같은 효과, 싱크대 살균 및 악취제거는 

물론 천연항균제를 사용하여 다시 헹굴 필요가 없는 제품

친환경 파우치 「pouch」
광고판의 백색이었던 뒷면을 제품의 겉면으로 활용하여 그래픽과 타이포 

디자인을 하여 세척과 재단 과정을 거친 후 업싸이클링한 제품

플라스틱 소재로 가볍고 통풍이 잘되고 세탁이 용이

그린팬시
Tel. 02-907-0894
Fax. 02-994-4376

www.greenfancy.co.lr
(주)바이에코

(주)바이오켐코리아

Tel. 02-322-5995
Fax. 02-322-5572
www.ecobrg.com

Tel. 070-8270-4046
Fax. 02-3664-6582
www.biochemkorea.com

리블랭크
Tel. 02-744-1365

Fax. 02-3226-1365 
www.rebl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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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모델명 : 그린 전산라벨용지(GC-3010)

•규격 : 210mm x 297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모델명 : VG(Vegetable garden) 라인

•규격 : 다양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모델명 : 메시 슬라이드 파우치 

•규격 : S 230mm x 120mm 

           M 250mm x 190mm 

           L 360mm x 260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제품명 : 천연 행주살균제

•규격 : 400ml

•소비자가 : 업체문의

친
환

경
생

활
용

품

•친환경 베지터블 가죽을 사용한 장지갑



• EM활성액, EM세탁비누, EM세탁물비누, EM로즈마리비누, 

   EM어성초비누, EM황토비누

•바이오메이드 톡톡 자연항균 도시락, 바이오메이드 키퍼, 

   바이오메이드 자연항균 TPU/TPE 도마

•롤스크린, 로만이지, 암막스크린•욕실용 샤워기, 주방용 샤워헤드

친환경세제
유효 자원을 재활용한 제품으로 EM의 살균효과가 있고, 거품이 적으며 

세제찌꺼기가 남지 않는 제품. 싱크대 하수구를 통해 들어간 거품들이 

하수구 냄새를 제거하고, 하천정화에 기여

친환경 베이스 & 트레이
리사이클된 1등급 목재를 40%이상 첨가하여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99.9% 항균력, 도마의 베이스나 쟁반으로 사용 가능

블라인드, 스크린
기능성 친환경 소재인 (주)효성의 Firex(난연사)로 제작한 ‘로하스크린’ 

방염, 저연 외 정전기방지, 방오, 항균, 탈취 등의 특수 가공된 기능성 원단,  

무코팅 (PVC free)원단으로 제작된 제품

친환경절수샤워기(헤드)
세계특허 미세홀 살수판을 이용한 절수 및 놀라운 수압 증가 샤워기.

40~60% 절수효과 및 에너지 절감, 2.5배 이상의 수압상승, 국내 및 

세계 특허출원

성모자애보호작업장
Tel. 02-445-3377
Fax. 02-445-3380

www.smsem.co.kr
(주)스포시스

(주)아인스투윈포럼

Tel. 02-511-7400
Fax. 02-584-5105
www.biomaid.co.kr

Tel. 02-468-2300
Fax. 02-593-0703
www.twf.co.kr

(주)소프롱
Tel. 070-7699-6508

Fax. 02-579-6509 
www.softrongsh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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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모델명 : 해달별 EM주방세제

•규격 : 500ml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모델명 : 욕실용샤워기 SH - 50 크롬

•규격 : 헤드지름 65mm x 길이 205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모델명 : 로하스크린

•규격 : 가로 1600mm, 2200mm, 2800mm x 세로 30m (1롤 단위)

•소비자가 : 업체문의

친
환

경
생

활
용

품

•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모델명 : 바이오메이드 천연항균 베이스 & 트레이

•규격 : 460mm x 310mm x 10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 재생종이로 만든 친환경 노트, 친환경손수건, 친환경응원막대

•에코준의 수익일부는 ‘아프리카 우물 캠페인’ 에 사용됩니다. •다이어리케이스, 스마트폴딩케이스, 디자인문구, Sign

•구강용 살균수 제조기, 구강 가글수 제조기, 가정용 살균소독기

친환경컵
옥수수전분으로 만든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뜨거운 물을 부어

도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제품

컵에 ‘ V ’홈을 넣어 티백 고리라는 아이디어를 접목, 패키징을 컵 받침, 

컵 홀더로 이용 할 수 있도록 디자인

휴대폰케이스
친환경 소재 및 공법을 채택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

다양한 컬러와 편안한 그립감과 슬림한 디자인,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기능성 케이스

친환경 가방
사용이 끝난 페트병에서 뽑아낸 원단으로 제작한 가방

가벼운 소재와 부담없는 디자인으로 휴대가 용이, SK와이번스 야구선수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과 동일한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남

전기분해 살균ㆍ탈취수 제조기
물과 비타민C, 천연소금을 전기분해하여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99.9%의

강력한 살균ㆍ탈취력과 지속성을 가진 치염소산수(HOCI)를 만들어 주는 

친환경 제품

(주)에코준컴퍼니
Tel. 070-7629-2104

Fax.1515-017-319-2104
www.ecojun.com

엔엠텍코리아주식회사

(주)오르그닷

Tel. 02-444-5131
Fax. 02-444-1849
www.fenice.co.kr

Tel. 070-7596-8330
Fax. 02-6442-8330
www.orgdot.co.kr

(주)에코프롬
Tel. 02-3665-7495
Fax. 02-718-2880 

www.ecofro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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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모델명 : original green cup 오리지날그린컵

•규격 : 120mm(높이), 테이크아웃컵 13온스 규격

•소비자가 : 업체문의

친
환

경
생

활
용

품

•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모델명 : DIARIO 휴대폰케이스

•규격 : 63mm x 115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모델명 :  ‘Once I was a plastic bottle’ bag - Red

•규격 : 380mm x 380mm x 90mm, 

           끈길이 780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모델명 : 홈가드

•규격 : 130mm x 130mm x 280mm/400ml

•소비자가 : 업체문의

reversible       



•친환경 의류, 유니폼, 단체복, 가방, 소품



• 액체형, 고체형 친환경 탈취제, 친환경 공기청향제 & 방향제 스마일 에어 

   애완동물 & 반려동물용 탈취제, 친환경 곰팡이제거 섬유탈취제 •포터블피톤치드상크미, 냄새먹는 공기정화 그림액자 에어크리너상크미

•닥터 케네디 키토산 클렌징보습 비누, 화이트닝 미스트, 주름개선 

   슈피리어 에센스, 레쥬베네이티드 파워 크림 세럼, 항균 뷰티 마스크, 

   구강청결티슈

친환경 고체 탈취제
바다 속 해초 추출 성분을 이용한 유동성 겔 타입의 친환경 고체 탈취제로 

공기 중으로 자연 발산되어 악취를 분해·제거하는 제품. 냄새가 나는 모든 

밀폐 공간 및 장소에 적합

친환경 악취제거제
자연처럼 상쾌한 공기를 위한 생활필수품, 100% 자연에서 온 천연원료

(한방추출물)와 광바이오 저장기술로 악취제거기능, 공기정화기능,

습기제거에 탁월한 효과

다기능세정수
인체 필수미네랄인 K+,Na+을 이온상태로 농축시킨 고농도 알칼리미네랄이

온수. 뛰어난 악취제거 및 세균, 박테리아 살균력.  계면활성제, 형광증백제, 

방부제 무첨가

친환경 마스크팩
100% 천연원료 의약품 키토산 부직포 마스크팩, 마스크팩이 녹아 피부에 

스며드는 신개념제품으로 강한 보습력과 뛰어난 밀착감, 무방부제(무파라

벤, 무페녹시에탄올)

오토원
Tel. 02-472-3881
Fax. 02-472-3882

www.autoone.co.kr
크린카페

(주)큰우물

Tel. 070-8654-6921
Fax. 070-4032-1919
www.cleancafe.co.kr

Tel. 02)522-0847
Fax. 070-7469-4272
www.misoonsoo.net

케네디앤케네디 주식회사
Tel. 070-4112-7712

Fax. 02-780-4992 
www.drkenned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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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모델명 : 친환경 악취제거 ‘상크미’

•규격 : 70mm x 70mm x 9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모델명 : 미순수 OH Radical Water 

•규격 : 500ml, 18.75L 

•소비자가 : 업체문의

친
환

경
생

활
용

품

•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모델명 : 친환경 고체 탈취제 고소탈60

•규격 : ONE 01-1020, 60g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모델명 : 닥터 케네디 키토산 녹는 마스크팩

•규격 : 250mm x 120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Astation, Vstation, 엘클라우드(www.elcloud.com) 

•도시형 환경교육 d.i.y 키트, 현수막 재활용 이동형 분리수거함.

오타방지 아이패드 키보드 키스킨
전기를 사용하는 외장키보드 없이도 아이패드에서 오타 없이 원활한 타이핑 

작업을 도와주는 아이패드 전용 ‘가상키보드 키버튼 구분장치’ 액세서리,

무독성 우레탄 소재

클라우드컴퓨팅 구축 및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MS Hyper-V 기반의 데스크탑 가상화 솔루션으로 하나의 물리

적 서버에 여러 사용자 운영체제를 구동하는 VDI(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서비스. IT관리자에게는 서버의 중앙집중관리로 인한 유

지관리비용감소, Data Security, Protection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 원

격재택 근무 환경 구축.

친환경화환
종이지관을 이용한 화환장치 구조물과 꽃바구니 대용제품으로 환경과 

나눔을 실천한 친환경 제품, 황금색의 종이지관으로 품위있는 제품, 종이 

소재를 이용한 제품으로 폐지로 활용

업사이클 가방
사용한 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만드는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방. 매립,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

태블스킨컴퍼니
Tel. 070-4130-7655

Fax.02-593-7655
www.tablskin.com

(주)틸론

품앗이친환경화환

Tel. 02-2627-9000
Fax. 02-2627-9099
www.tilon.co.kr

Tel. 02-813-0250
Fax. 02-831-6909
http://doumiflower.com

(주)터치포굿
Tel. 02-6349-9006
Fax. 02-6280-9006 

www.touch4goo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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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모델명 : 태블스킨 3.1 스킨탭(아이패드 전용 액세서리)

•규격 : 235mm x 45mm x 1.75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모델명 : Dstation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모델명 : Upcycle 현수막 가방

•규격 : 330mm x 370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규격 : 제품별 상이

•소비자가 : 업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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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 심이 필요없는 스테이플러(화이트, 블루, 그린, 핑크)

•PLUS 노리노 풀테이프(리필 가능)

•PLUS 미끄럼방지 링

•기타상품 : 안경 거치대, 벽걸이용 휴대폰거치대, 자동차 악세서리,      

                 이어폰 줄감개, 칫솔 거치대

•기타상품 : 하이트랩 하수구냄새차단트랩

개인정보유출방지 스탬프 & 롤러
우편물, 카드영수증 등 지우고 싶은 개인정보가 표시되어 있는 인쇄물에 

‘퐁퐁퐁’ 찍어만 주면 글자가 보이지 않게 되어 정보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

포켓컵
불필요한 일회용 컵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휴대하기 편한 납

작한 컵. 안전한 100% 실리콘 재질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컵

부피가 작고 가벼워 누구나 휴대 가능한 친환경 제품

휴대용변기
고흡수성 Polymer와 Coconut 활성탄을 첨가하여 약 10g의 적은 양으로도 

소ㆍ대변 등의 배설물을 흡수 응고시키는 제품, 활성탄에 의한 탁월한 탈취효과 

간편한 휴대, 긴급 상황 및 재난재해 구호물품으로 유용하게 활용 가능.

하이들
Tel. 070-7781-5558
Fax. 02-6280-3733

          www.himall.seoul.kr
JCH

Tel. 070-8141-2318
Fax. 02-3157-2318
www.dandandan.kr

하이트랩(주)
Tel. 02-395-9111

Fax. 02-6944-8140 
www.hitra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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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모델명 : PLUS 케시퐁 IS-200CM(레귤러), IS-250CM(와이드), 

             IS-500CM(롤러)

•규격 : 모델별 상이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모델명 : 포켓컵

•규격 : 85mm x 125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일반분류 : 친환경생활용품 

•모델명 : 하이트랩 휴대용변기

•규격 : 290mm x 250mm x 160mm

•소비자가 : 업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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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지를위한바느질
친환경 의류, 유아용품

Tel. 070-8840-8826   
www.ecodress.net

주식회사 유니스트
친환경 유아 물티슈 

Tel. 02-323-7755   
www.아기물티슈.com

마마앤파파
D.I.Y. 완구, 모빌, 신생아용품 

Tel. 070-7579-2294   
www.mamanpapa.co.kr

즐거운회사
친환경 장난감, 교육용 교재

Tel. 02-518-7636   
www.looloolala.com

아이템헌터
친환경 유아 물티슈, 젖병세정제

Tel. 070-8966-8431
www.itemhunter.co.kr

카우박스
친환경 문구

Tel. 02-2699-1973  
www..cowbox.co.kr

우리아이친환경상품주식회사
친환경 장난감, 유기농출산용품

Tel. 070-7723-7567   
www.wuriai.co.kr

주식회사 펀비즈
친환경 기저귀, 기저귀커버, 올인원

Tel. 02-2104-3580   
www.babyan.co.kr

그린탭
친환경 멀티탭, 대기전력측정기

Tel. 0505-699-2580   
www.greentap.or.kr

(주)숲엔들
LED 확대경 스탠드, LED 스탠드

Tel. 070-8255-7051  
www.enfren.com

그린파워전자(주)
태양광 충전 배터리팩, 휴대폰거치대 

Tel. 070-8243-5140   
www.gp-el.com

(주)에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Tel. 02–704–8605  
www.downco2.co.kr

데이시스템(주)
모니터

Tel. 02-3281-6470, 6472   
www.daysis.com

(주)스마트애드인
자동절전멀티탭, 무선절전멀티탭

Tel. 02-2676-9888   
www.smartaddin.co.kr

미니피
가정용 전력측정기, 멀티탭, 콘센트

Tel. 070-7860-7770   
www.minifee.co.kr

MIP
전자서명기, 신분증스캐너, 전자투표기

Tel. 02-867-5481   
www.signpad.co.kr

밥짓는 남자(주)
무농약 현미, 고춧가루, 헛개나무

Tel. 070-7552-6152   
www.homerun.co.kr

오테라
친환경과자 오테라 마카롱

Tel. 070-4243-3985   
www.otera.co.kr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친환경유통센터
무농약 잡곡, 친환경 채소 

Tel. 02)2640-8090   
www.orb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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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팬시
전산라벨용지, 컬러라벨 

Tel. 02-907-0894   
www.greenfancy.co.kr

오토원
친환경 고체 탈취제, 공기청향제 & 방향제

Tel. 02-472-3881  
www.autoone.co.kr

리블랭크
친환경파우치, 장지갑

Tel. 02-744-1365   
www.reblank.com

케네디앤케네디 주식회사
친환경 마스크팩, 비누, 미스트, 에센스

Tel. 070-4112-7712   
www.drkennedy.kr

(주)바이에코
스마트폰포켓, 텀블러, 씨드페이퍼

Tel. 02-322-5995  
www.ecobrg.com

크린카페
친환경 악취제거제, 에어크리너

Tel. 070-8654-6921   
www.cleancafe.co.kr

(주)바이오켐코리아
천연 행주살균제, 살균세정스프레이 

Tel. 070-8270-4046   
www.biochemkorea.com

(주)큰우물
다기능세정수

Tel. 02-522-0847   
www.misoonsoo.net

성모자애보호작업장
친환경세제, EM활성액, EM세탁비누

Tel. 02-445-3377   
www.smsem.co.kr

태블스킨컴퍼니
오타방지 아이패드 키보드 키스킨 

Tel. 070-4130-7655   
www.tablskin.com

(주)소프롱
친환경절수샤워기(헤드), 샤워기

Tel. 070-7699-6508   
www.softrongshop.com

(주)터치포굿
가방, 도시형 환경교육 d.i.y 키트

Tel. 02-6349-9006   
www.touch4good.com

(주)스포시스
친환경 베이스 & 트레이, 항균도마 

Tel. 02-511-7400   
www.biomaid.co.kr

(주)틸론
클라우드컴퓨팅 구축 소프트웨어

Tel. 02-2627-9000   
www.tilon.co.kr

(주)아인스투윈포럼
블라인드, 롤스크린, 암막스크린

Tel. 02-468-2300   
www.twf.co.kr

품앗이친환경화환
친환경화환

Tel. 02-813-0250   
http://doumiflower.com

(주)에코준컴퍼니
친환경컵, 노트, 손수건, 응원막대

Tel. 070-7629-2104   
www.ecojun.com

하이들
PLUS 케시퐁 개인정보유출방지 스탬프 & 롤러

Tel. 070-7781-5558   
www.himall.seoul.kr

(주)에코프롬
전기분해 살균ㆍ탈취수 제조기

Tel. 02-3665-7495   
www.ecofrom.co.kr

하이트랩(주)
휴대용변기, 하수구냄새차단트랩

Tel. 02-395-9111   
www.hitrap.net

엔엠텍코리아주식회사
휴대폰케이스, 디자인문구, Sign

Tel. 02-444-5131   
www.fenice.co.kr

JCH
포켓컵, 안경·휴대폰·칫솔거치대

Tel. 070-8141-2318   
www.dandandan.kr

(주)오르그닷
친환경 가방, 의류, 유니폼, 단체복

Tel. 070-7596-8330   
www.org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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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www.seoul.go.kr

이 책자는 친환경용지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