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보고서」에 대한 검증 의견서

■ 서문
한국품질재단은 『엔에이치엔 주식회사』로부터 2019.1.1.부터 2021.12.31까지 3개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록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보고서(이하 ‘온실가스 인벤토리라 함)”에 대한 검증을 요청받았습니다.

■ 검증 범위 및 기준 
검증은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의 국내 운영상 통제하에 있는 모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직접 및 간접배출원(Scope 1, 2)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1-278호)과 2006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 검증 절차
검증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고시 제2021-112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획하여 수행
하였고, 검증의 보증수준은 합리적 보증 수준을 만족하도록 수행하였습니다.

■ 검증의 한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나타난 배출량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및 완전성은 해당 데이터의 특성과 수치를 확정, 계산 
그리고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유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검증 결론 

ISO 14064-1, ISO 14064-3 등의 검증절차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제시합니다. 
1)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의 2019~2021년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중요성 평가결과 50만톤 CO2-eq 미만 업체로서, 양적 기준치로 중요성은 총 배출량의 5% 

기준 미만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엔에이치엔 주식회사의 3개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적정" 의견을 제시합니다.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2019~2021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연도 구분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에너지 사용량 (TJ)

Scope 1 Scope 2 소 계 Scope1 Scope2 소 계

2019
플레이뮤지엄 106.333 4,189.410 4,295 1.969 94.146 96

NCC1 - 7,026.782 7,026 - 147.385 147
합계 106.333 11,216.192 11,321 1.969 241.531 243

2020
플레이뮤지엄 81.727 3,889.620 3,971 1.451 86.577 88

NCC1 13.111 7,828.34 7,841 0.189 164.183 164
합계 94.838 11,717.960 11,812 1.640 250.760 252

2021
플레이뮤지엄 61.524 3,780.012 3,841 1.016 84.274 85

NCC1 - 9,650.994 9,650 - 202.221 202
합계 61.524 13,431.006 13,491 1.016 286.495 287

   ※ 상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은 사업장별로 정수 단위로 절사하여, 실제값과 ±1 tCO2eq (또는 TJ) 미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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