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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인증원 에너지경영시스템 

에너지 경영은 모든 비즈니스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영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면, 비용 뿐만 아니라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으며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제공에 대한 타사 의존도를 

줄일 수 있어 조직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ISO 50001개정판은 2018 년 8 월에 발행되었습니다. 

개정판에서는 ISO 50001:2018이 2015년 이후에 

제정/개정된 모든 ISO 표준과 마찬가지로 Annex SL, HLS 

(High Level Structure)의 공통 용어와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신규 및 개정된 표준들과 동일하게 10개 조항의 

구조로 구성되어 ISO 9001 (품질) 및 ISO 14001 (환경)과 

같은 기존의 경영시스템과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ISO 50001:2018의 각 조항(clause)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된 요구사항을 설명합니다. 

 

 

Clause 4. 조직상황 (Context of the organization) 

조직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에너지경영시스템(EnMS)의 

에너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및 내부의 중요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방안입니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비즈니스 상황에 이를 적용하면, 

경영시스템의 범위와 경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nMS가 구축되면 지속적인 에너지 성과 개선을 입증할 수 

있도록 EnMS를 실행, 유지 및 개선해야 합니다. 

 

Clause 5. 리더십과 의지표명 (Leadership and 
commitment) 

최고 경영진이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EnMS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에너지 성과를 조직의 비즈니스 

전략 및 장기 계획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팀은 책임과 권한을 

ISO 50001:2018변경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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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고 의사소통하는 최고 경영자에 의해 구성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방침은 경영시스템의 초석이며 EnMS에 대한 

의지표명, 목표 및 기대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방침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조직 내 모든 구성원에게 

의사소통되어야 합니다. 

 

Clause 6. 기획 (Planning) 

에너지 기획 프로세스는 EnMS가 의도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리스크와 기회를 규명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시스템 개발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기획은 에너지 방침 요구사항과 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목표, 에너지 세부목표 및 세부 실행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에너지 검토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분석하고 

과거 및 현재의 에너지 사용 및 소비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분석이 완료되면 중요에너지 이용(SEUs) 분야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 결과를 활용해야 합니다. 에너지 성과 개선을 

판단하기 위해 에너지 베이스라인은 초기 에너지 검토 

정보를 바탕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Clause 7. 지원 (Support) 

효과적인 EnMS를 위해서는 조직이 지속적으로 에너지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원을 정의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EnMS를 통해 최고 

경영진과 에너지 팀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서는 에너지 팀의 관리 하에 있는 사람들의 역량을 

정의하고 개발함으로써 에너지 의식 문화를 개발하기 위해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또한 EnMS의 효과성을 위해 표준 

내 정보와 조직 내 정보에 대한 적합한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Clause 8. 운용 (Operation) 

식별된 중요에너지이용(SEUs)과 관련된 장비 및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해야 하며, 에너지 성과의 중대한 

편차를 피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에너지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미치는 

에너지 서비스, 제품 및 장비를 구매할 때는, 에너지 성과에 

근거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사용 제품을 구매할 

때는 계획된 혹은 기대되는 생애 운전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Clause 9. 성과 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이 조항은 데이터 수집 계획의 이행 및 EnMS의 에너지 성과 

개선,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에너지 성과 내 

중대한 편차는 조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내부 심사를 계획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최고 

경영자에 의한 경영검토는 EnMS가 조직에 적합하고 에너지 

성과 측면에서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하는데 

필수사항입니다. 

 

Clause 10. 개선 (Improvement) 

시정 및 시정 조치는 EnMS 요구사항 간의 편차를 수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원인을 제거하는 방안입니다. 

귀사의 EnMS를 정의하고 이행하며, 지속적인 에너지 성과 

개선을 증명하기 위해 적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ISO 50001:2018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보는 

로이드인증원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조직들은 모두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사의 

에너지 경영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해야합니다. 

 

개정된 표준은 Annex SL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에너지 

경영 및 지속적인 개선을 조직의 전략적 방향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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