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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감 활동

사업장 에너지관리 강화

에너지 3대 기본관리 강화활동으로 원단위 지표 세분화, 에너지밸런스 관

리, 절감효과 검증 강화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부터 외부전문가 에너

지컨설팅과 같은 에너지관리 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 고도화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6년 7월부터 배

터리 사업과, 전자재료 사업에서 이원화로 관리해오던 에너지관리시스템

(s-GEMS)을 통합하였습니다. 이로서 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한 실시간 모

니터링이 가능해지는 등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사용 관리가 가능하게 되

었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발생 시 가장 영

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이슈로 기후변화를 꼽았습니다. 이렇듯 기

후변화 이슈는 글로벌 주요 아젠다로서 각 국가의 정책 및 제도 수립

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

는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 전개 및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촉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친환경 기업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바

탕으로 기술과 시장을 선도한다’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리스크 관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경영

삼성SDI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전사차원의 에너지 경영방침을 수

립하고 저탄소·에너지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

지·환경경영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국내사업장에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는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인증을 해외사업장으로 확

대 적용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도입 가속화

를 위한 바이오매스 스팀, 태양광 발전 등 그린에너지 도입을 적극 검토

하고 있습니다. 

BUSINESS
CASE 공업용수 승온용 열교환기 설치

삼성SDI는 동절기 공정에 필요한 공업용수 승온에 필요한 에너지를 기존에는 LNG를 사용한 보일러를 활용하였습니

다. 그러나, 2016년 1월 열교환기를 설치하여 대기로 버려지는 냉각수 폐열을 열에너지로 활용하여 공업용수를 승온

하고, 승온된 공업용수로 RO(Reverse Osmosis)수를 생성할 수 있게 되어 기존에 RO수를 승온하는 데 사용했던 에

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효과는 연간 6.9억이며, 기존에 버려지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친환경적

인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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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대응 활동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는 전 세계 금융투자기관의 위임을 받

아 각국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환경 이슈 대응과 관련한 경영

정보를 요청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2016년에 평가시스템 방법의 변경으

로 공개 및 성과점수 체계에서 공개(D,D-), 인식(C,C-), 관리(B,B-), 리더

십(A,A-) 점수를 평가하여 A등급부터 D-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삼성SDI는 글로벌 응답기업 상위(응답기업 1,839개) 25%이내에 해당하

는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배출권거래제 대응 활동

삼성SDI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선정되어 전사 온

실가스 관리 규정 재개정을 통해 모니터링, 보고, 검증하는 MRV(Moni-

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탄소경영체제를 수립하였습니다. 2016

년에는 모니터링과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각 사업장 별 온실가스 담당자

를 대상으로 내부검증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장 별 교차

점검을 통해 모니터링 계획서 및 명세서 내부검증을 실시함으로써 담당자

의 업무역량을 제고하고 사업장 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었습

니다. 2017년에는 삼성SDI가 진출한 유럽 및 중국 등 해외법인 온실가스 

관리 향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Input Output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사용량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총량 TJ 13,683 11,609 12,876 

국내 TJ 10,247 7,612 8,033

해외 TJ 3,436 3,997 4,843

원단위 TJ/억 원 0.24 0.23 0.24

에너지 절감
투자 및 활동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투자금 백만 원 1,310 12,360 2,312

연료절감 건 148 167 129

전력절감 건 1,021 869 513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2014년 2015년 2016년

직접,
간접
배출

총량 tCO2e 731,089 646,292 747,926

직접배출 tCO2e 84,830 92,964 99,847

간접배출 tCO2e 646,259 553,328 648,080

직간접배출
원단위

tCO2e
/억 원

12.88 13.04 13.74

기타
배출

임직원 출장 tCO2e 1,925 2,155 2,184

제품운송 tCO2e 549 1,395 768

제
품
별

소형배터리 tCO2e
457,183

383,760 427,735

중대형배터리 tCO2e 145,618 178,479

전자재료 tCO2e 71,708 88,630 110,924

R&D 및 기타* tCO2e 202,198 28,284 30,788

에너지 절감활동 단위 2015년 2016년

절감량
연료 tCO2e 3,694  9,837 

전력 tCO2e 32,648  43,597 

감축량
(효과)

연료 TJ(억 원) 73(17) 194(28)

전력 TJ(억 원) 677(131) 899(109)

재무자본

자연자본

자연자본

자연자본

세부 목표: 13.2세부 목표: 7.1, 7.2

* 2014년 PDP사업 163,639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