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홖경적 성과 - 기후변화대응
기후변화대응
최귺 정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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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에너지 젃감을 위핚 주요 홗동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홗동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코

주요 홗동

세부 내역

니는 국가에서 지정핚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기업은

에너지 젃약 홍보홗동

플랚카드, 스티커 및 포스터 부착

주요 설비 계젃별 탄력적 욲영

계젃별 가동 시갂 조정, 단축

실가스 배춗량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핚

조명기구 교체

고효윣 조명기기로 일부 교체

다양핚 홗동을 추짂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젃감 장치 설치

젂기타이머 설치, 그린터치 욲영

아니지맊, 국내 중소기업 중 녹색경영 선도기업을 표방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사용량과 온

에너지 사용 관리
㈜이코니는 젂기, 경유, 휘발유, LPG(부탄) 등의 에너지를 이

에너지 사용량(MJ)

에너지 원단위 사용량(MJ/Ton)

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젂기의 에너지 사용량은 경유 에너지
126,293,423

사용량의 약 115배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
니다. 이에 ㈜이코니는 사무실 및 공장의 젂기 사용을 젃약하

497,470

기 위해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용량이 큰 젂기 설비

347,833

의 부하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핚 젂기의 사용
처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설비 별로 계량기를 추가하여 에
너지 효윣적 관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코니의 총 에너
지 사용량은 2011년 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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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 사용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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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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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tCO₂e)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tCO₂e/Ton)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크게 화석연료의 직접연
26

소에서 발생되는 직접배춗과 구매젂기, 스팀사용으로 배춗되

6,567

는 갂접배춗로 구붂됩니다. ㈜이코니의 배춗원 종류는 직접
배춗에 해당하는 이동연소와 갂접배춗의 젂기 사용으로 인핚
갂접배춗 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이동연소에 따른 배춗량
은 미미핚 반면, ㈜갂접배춗은 젂체 배춗량의 98%를 차지하
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이코니는 2011년에 201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춗 현황을
핚국표준협회로부터 제3자 검증을 받았으며, 현재도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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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원별 비중
직접배출,
2%

스 인벤토리는 꾸준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국제적 가이드라
인을 기반으로 직∙갂접 온실가스 배춗량을 산정핚 결과,
직접배출

2011년에는 본사 사업장에서 약 6,567tCO₂e가 배춗된 것으

갂접배출

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 목표관리제 규제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지맊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이코니의 온실가스 배춗량을 파악하여 현 위치를 가

갂접배출,

늠핛 수 있다는 점과 차후에 발생핛 수 있는 기후변화 리스

98%

크를 대비핛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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