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녹색운전”을 위해 “이룸지엔지”가 만든 

            공회전제한장치! 

운행중인 자동차가 신호등 및 정류장 등에서 일정시간 이상 정차시 시동이 꺼졌다가 

재출발시 시동을 걸어 주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자동으로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현재 100만대 이상의 차량에 공회전제한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하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혼잡한 도심 내에서 공회전을 줄임으로써 차종에 따라 최대 25%의 연료비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공회전시 발생하는 매연 및 유해가스와 소음을 

감소시킵니다.

•전국 1,650만대 차량을 기준으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는 

  연 1조 7,000억 원!

•하루 10분만 공회전을 줄여도 승용차는 3Km, 경유차는 1.5Km를 주행 할 수 

  있는 연료를 절약!

•하루 2시간 30분 운행하는 경우 1회 신호대기시간 60초, 평균 30회의 공회전만 

  줄여도 하루 30분, 월 12시간 30분을 더 운행!

•ICES는 CAN통신을 기본으로 시동키 조작없이도 자동으로 작동

•편리하고 빠른 응답성

•키 시동시보다 시동모터를 월등하게 보호

•USB Port를 통해 장착차량에 맞게 운전데이터를 저장하고 PC를 통해 확인/점검 

  가능(옵션), (공회전시간, 공회전제한시간, 시동모터작동횟수, 공회전제한실시율)

•ICES의 자가진단 모드로 누구나 쉽게 시스템 점검 가능

  (시스템 에러 발생시 모니터링 기능으로 고장, 단선 등의 문제점을 쉽게 파악)

•ICES의 On/Off 스위치로 선택하여 사용 가능

서울시 공회전제한장치 “부착사업” 업체로 선정(2009년 10월)

환경부와 인천시 시범사업 업체로 선정(2008년 11월)

공회전제한장치 란?

공회전제한장치 장착시 좋은점

공회전제한장치 연비절감 효과

국내 全 차종

공회전제한장치 대상차종

ICES의 특징 및 기능

CO2 저감에 따른 환경오염 물질 감소

당사 정부사업 참여 현황

구 분 휘발유 경유차

일(日) 공회전제한 30회 40회 50회 30회 40회 50회

연료소모량 25.0cc/회 28.4cc/회

연간주행일수 300일 300일

연료단가 1,700원/ℓ 1,500원/ℓ

연간연료절감량 225.0ℓ 300.0ℓ 375.0ℓ 255.6ℓ 340.8ℓ 426.0ℓ

연간연료절감액 382,500원 510,000원 637,500원 383,400원 511,200원 639,000원

구 분 등록차량수
평균주행거리
[km/day]/대

CO2저감량
[ton/year]/대

CO2저감비용
[원/year]/대

영업용
차량

택시/렌터카 367,719 171 1.2 46,039

버스 82,804 246 12.3 397,236

화물 256,066 160 5.2 144,537

자가용
차량

승용 11,219,435 44 0.4 10,717

승합 1,007,687 55 0.8 16,964

화물 2,613,905 57 1.3 19,940

idle Control & Economic System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룸지엔지의 기술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룸지엔지는 지구 온난화를 치유하기 위한 친환경, 고효율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 가장 적합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LPG, LNG, CNG, 하이브리드, 신재생에너지, 영상블랙박스 등 다양한 

  녹색환경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코스닥상장사 “이룸지엔지”가 공회전제한장치 및 무시동히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안정된 재무구조와 공신력이 있는 기업

•업계유일의 24시간 A/S 및 견인 서비스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한 업체

•수년간의 당사 저공해엔진개조 A/S를 통한 놀라운 기술력을 보유한 당사 정비업체

차별화된 안심 A/S

녹색 성장 기업

지역 지정 정비업체 A/S 업체 비고

수도권 87 76 추가확대 중

5대광역시 14 - 추가확대 중

기타 5 - 추가확대 중

합계 106 76

본점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83-1

대표전화 : 1577-9696, 고객센터 : 1588-8395
홈 페 이 지 : www.eroomgng.com

이제 신호대기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연료비 절약으로 즐거운 신호대기

(1회 기준 : 60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