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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스타알앤씨의 기후변화본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배출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객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컨설팅 조직입니다.

특히 20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제도대응 업무, 거래 전략, 배출권거래제 시스템 개발, 상쇄
배출권 확보 방안, 가격동향 분석 및 전망 등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엔스타알앤씨는 배출권거래제 대응 컨설팅을 위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분야의 전문서적 출판, 강의, 제도 설계 연구, 기업 시스템개발
등의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여러분의 성공과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에너지 &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문 컨설팅그룹과 만나보세요!

개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렇게 대응하라!
저자: 김현창, 김성은 공저
출판일: 201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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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효과성
제도대응 Risk & Cost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현직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등의 전문인력을 토대로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신속성
많은 경험은 고객 요구
사항을 보다 신속히 만족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엔스타알앤씨와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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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ㄴ

 삼성전자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략 및

시스템 구축 컨설팅 경험 보유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제도 설계 및

자문위원 보유

 기존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구축 가능

 고객 요구사항에 맞는 시스템으로
Customizing가능

 국내 최고의 경험을 보유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인력 다수 보유

 배출권거래제에 꼭 필요한 경제 및 재
무/회계 전문가(회계사)가 직접 프로
젝트 수행

ETS
대응솔루션

보유

전문인력
보유

선도적인
배출권
컨설팅

경험 보유

1

2
기존의 배출권거래제 대응시스템
개발로직+ 고객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 시스템 구축 가능

3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비용
→ 온실가스 전문가+재무/회계
배출권의 관리 및 전사 차원의
전략 수립/대응이 필수적임.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략 시스템
구축 경험 보유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컨설팅기관

EnSTAR는 대정부 및 민간기업의 배출권거래제 관련 연구 및 컨설팅 경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컨설팅 기관이며, 특히 국내 대기업의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략 수립 및 시스템구축 컨설팅
을 실제 수행한 인력을 보유한 배출권거래제에 특화된 전문 컨설팅 기관입니다.

Why 엔스타알앤씨?

아이디어 고객 성공전문성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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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배출량 예측기법 보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모델 개발

규제대응 전략 수립 지원

정부목표협상지원

인벤토리(산정&모니터링 포함) 체계 구축

목표관리제 명세서 작성 및 검증 대응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온실가스ㆍ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기업내부 관리체계, 감축계획 수립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컨설팅 전략

효율적감축목표
수립지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대응

배출량예측
모델개발

1. 정확성 높은 측정(Measuring), 보고(Reporting) 가능

2. 검증(Verifying) Risk 최소화

3. 전략적인 규제 대응

4. 실시간 Monitoring 관리 가능

기대효과

 에너지 경영 시스템 구축 지원

 배출권거래제 대응 조직체계 구축 지원

 배출권거래제관리및매매전략대응시스템구축지원

 배출권 할당신청서 작성 지원

 온실가스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하는 기업내부 대응전략 수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컨설팅 전략

배출권거래제내부
대응전략수립지원

배출권거래제
문서대응지원

에너지관리강화
시스템지원

1. 할당 및 검∙인증 등 법적 Risk 최소화

2. 효율적인 업무 대응체계 수립

3. 배출권 매매의사결정 지원및전략 제시

4. 배출권거래제 재무부담 최소화

5. 배출량 외부검증 사전대비 및업무절차 간소화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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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응

명세서 작성 지원 및 검증 대응

목표관리제 대응

 배출시설, 계측기, 배출량관리

 MRV체계 수립

 설비별 계측기 관리기준

 목표협상 지원

 감축 잠재량 분석

 감축기술 경제성 분석

 감축계획 수립 지원

 문서 대응

조직경계 설정

관리체계 구축

배출활동
확인/분류

모니터링
유형/방법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산정방법론 선택 배출량 산정

IT 시스템 구축

명세서 작성 지원
배출량 등의 제3자

검증(검증기관)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제출

지원

온실가스ㆍ에너지 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정부 문서 대응

할당신청서 모니터링 계획서

배출권거래제 대응 시스템

대응 조직 체계 IT 시스템 구축

대응기반 강화

 정확한 MRV 관리

 효과적인 제도 대응

 ERP 연계등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정부 보고 문서 양식

배출권거래제 규제 대응

 정부 문서대응

- 할당신청서 작성 지원

-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지원

 대응 조직체계 자문

- 부서별 R&R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 효과적인 배출량 전망

- 효율적인 배출권 관리

- 자산평가 및 회계처리

- 최소비용 전략 제공

대응기반 강화

 전략적 할당신청 방안

 정확한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지원

(현직 검증심사원 참여)

 대응 조직체계 및 R&R 방안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산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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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분야(field of business)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응 솔루션(EnSTAR-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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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TAR-EMS는?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개발된 EnSTAR의 솔루션입니다.

 배출량 예측, 과부족 현황, 정산, 감축계획, 자산평가 및 회계처리 등 관리 기능이 제공됩니다.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기업이 비용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매매전략, 이월 및 차입 등의 운용전략 등을

상황에 맞게 제공하는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 Decision Support System) 입니다.

 배출권의 매매 및 투자 의사결정의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며, 매매를 위한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One-Click 결재 기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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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TAR-EMS 주요기능: 배출권 및 감축잠재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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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할당가격 0

회계연도 2015

회계대상 전사통합

조회시점 12

할당배출권 -              정부보조금 -                    

현금 800          배출부채 2,000              

배출원가 2,000        이연수익 800

2,800        2,800              

차변 대변

 ■ 재무상태표 모듈(회계기준 공개초안 반영)

EnSTAR-EMS 주요기능: 배출권매매 전략 및 최소비용 포트폴리오, 결재시스템

1. 배출량 예측 모델링

2. 배출량 과부족 관리

3. 감축잠재량 관리

4. 배출권 자산관리(자산평가 & 회계처리)

1. 한계저감비용 분석

2. 매매 시뮬레이션

3. 최소비용 포트폴리오

4. 품의 및 내부정산

온실가스∙에너지 & 배출권거래제 대응
전문 컨설팅그룹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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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사업문의 l  master@enstar.kr

(주)엔스타알앤씨

www.enstar.kr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30, 808호(가산동 남성플라자) 우편번호 153-782

Tel  l  070 4247 9395    Fax  l  02 585 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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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저작권은 엔스타알앤씨(주)에있습니다.

이 문서는 엔스타알앤씨(주)의서면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도

재생산, 배포, 변경 할 수 없습니다.

Environment & 
Energy & Standard 

business group 

Innovative Idea for Sustainability Business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