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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배출권 거래제 대비를 위한 

ISO 50001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안내 세미나 

일시: 2014년 11월 28일(금)  
장소: BSI Group Korea Training Centre 
주최: BSI Group Korea (영국표준협회) 
협찬: SMP3 (주식회사 에쓰엠피쓰리) 
  

20/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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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최의 목적 

20/11/2014 

2015년부터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BSI Korea에서는 관련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권 거래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또한, 에너지 경영시스템인 ISO 50001의 동향 및 구축 방안을 설명하고 에너지 효율화 방법론을 통해 

조직 운영에서의 에너지 관련 비용 감소 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 배출권 거래제를 위한 기초 지식 및 현장에서 준비하여야 할 구축 방안, 온실가스 매매 전략, 

배출량 검증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 및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전달합니다 
 

본 세미나는 BSI 및 관련 조직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수 있고,               

ISO 50001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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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참가 안내 

20/11/2014 

• 일시: 2014년 11월 28일(금) 오전 10시 – 오후 4시 30분 

• 장소: BSI Group Korea Training Centre 

• 참가 대상:  ISO 50001 및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담당자 

• 참가비: 무료 

• 참가 혜택: 교재, 점심 식사, 기념품 

                   예비 검증 무료 쿠폰 (명세서 검증 1MD, BSI와 검증 계약을 완료한 고객에 한 함, 2015년 1월 31일까지 유효) 

• 신청 문의: BSI Group Korea 마케팅 팀 양 소 정 대리 (02-6271-4074, sojung.yang@bsigroup.com) 

• 신청 마감: 2014년 11월 26일 수요일 

• 신청 방법: 신청서를 이메일 (sojung.yang@bsigroup.com)로 보내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mailto:sojung.yang@bsi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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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50001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안내 세미나 프로그램 

시간 내용 발표자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 한재훈 BSI Korea 대표 

10.10-10.50 
ISO 50001 인증 동향 및 구축방안  

- 에너지경영시스템 개요 및 핵심 고려 사항 
- 에너지경영시스템 고도화 방안 

진성민 SMP3 이사 

10.50-11.30 
에너지 효율화 방법론 

- 에너지 효율의 개념 
- 에너지 효율 추진 방법론, 주요 에너지 효율 개선 아이템 

한문규 한문규에너지종합기술원 원장 

11.30-12.00 
배출권 거래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 사업모델 

- 주요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사업 
- 감축 사업 효과 측정 및 타당성 평가, 감축 사업 추진 사업 모델 제시 

유응재 SK Telecom 부장 

12.00-13.00 점심식사 

13.00-13.40 
온실가스 매매전략원리: 환리스크 관리와 대비하여 

- 환리스크 관리 개념, 전략 및 방법 
이정훈 HUMUS 대표 

13.40-14.30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거버넌스 구축방안 

- 배출권 거래제 대응 방안 및 핵심 고려 사항 
- 배출권 거래제 거버넌스 구축 방안 

박상묵 SMP3 대표 

14.30-14.50 Coffee Break 

14.50-15.30 
온실가스배출량 검증안내 

- 배출권 거래제 검증 이슈 
- 모니터링 Plan 검증 방법 및 신·증설 배출시설할당 검증방법 

양승준 BSI Korea이사, 온실가스 검증 심사원 

15.30~16.30 질의 응답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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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프로필 

20/11/2014 

한문규에너지종합기술원 원장 
한국그린테크놀러지, 대표 
일본능률협회컨설팅, 에너지혁신 종합연구소 소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에너지혁신 종합연구소 소장 
대우고등기술연구원, 에너지혁신 팀장 
아주대학교 기술경영/기계공학 석사 
한양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설비관리협회, 환경에너지분과위원장 
저서 : 에너지관리혁명 

㈜에스엠피쓰리 (SMP3) 대표 
BSI Group Korea (영국표준협회) 선임심사원 
Infides/Mindbranch Asia Pacific 컨설팅팀장 
A3 Security Consulting 기획실장 
삼성SDS 인사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전략전공:지배구조) 석사   
한국과학기술대학원(KAIST) 산업경영학 학사 
ISO 50001, 22301, 20000, 27001, AA1000 심사원 

SK텔레콤 부장  
- 중앙연구원 무선 CATV 기술 및 Access망 연구 
- 28GHz 무선 Digital LMDS (광대역 통신망) 사업 
- 유선 고속 Data 전송 사업 
- T map 사업 개발 
- NATE Platform 및 Coloring 미주 판매 사업 추진 
- Global LBS 및 CDN(Content Delivery Network)사업 개발 
- Smart Grid 시범사업 추진 
- 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  
- BEMS 사업 / FEMS 사업 추진저서 : 에너지관리혁명 

서강대 전자공학 학사/석사 

SMP3  지식사업본부장/이사 
SMP & Company 책임연구원 
(주)HS시스템 개발팀장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ISO 50001, ISO 22301 심사원 
ISO 50001 컨설팅 PM : GS칼텍스, LG전자, 현대오일뱅크,  
                                       SK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BSI Group Korea (영국표준협회) 이사 
ISO 50001 선임심사원 및 IRCA 국제 선임심사원 양성 강사 
환경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 심사원 
AA1000 지속가능보고서 검증 심사원 
ISO 14064 GHGEV 검증 심사원 
국내 최초로 온실가스검증 및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도입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국제경영학 학사 
활동 분야: 전기, 전자, 광학, 금융, 폐기물, 식품, 기타 일반 제조 등  

한문규 

박상묵 

진성민 

이정훈 

유응재 

양승준 

허머스주식회사 대표 
SMP3 배출권 거래제 매매전략부문 고문 
Goldman Sachs, New York / Structuring & Investment / Associate 
Merrill Lynch, New York / Credit Product Valuation Group / Vice 
President 
University of California, Economics 학사 
Carnegie Mellon University, Computational Finance 석사 
전경련 IMI Global CFO 프로그램 외환 리스크 관리 강사 
저서 : 소수의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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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BSI  세미나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자:                                        (인) 
BSI GROUP KOREA 귀중 

 

 
참가 신청서를 아래 이메일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서 접수: E-mail : sojung.yang@bsigroup.com  
문의 전화: 02-6271-4074 

ISO 50001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안내   
세미나 참가 신청서 

회  사  명 

참석자 성명 부  서  명 직    위 사무실 전화 휴대전화 Fax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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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최 장소 

20/11/2014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종로타워 21층  

 
• 오시는 길  
    영국표준협회는 1호선 종각역 보신각종 맞은편 종로타워 2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교통편 
    1. 지하철 1호선 종각역 3번 출구 
    2. 버스: 101, 103, 143, 150, 160, 161, 200, 260, 270, 271,  
             370, 408, 470, 471, 501, 506, 601, 606, 702, 710,  
             720, 721, 7018, 9701, 9705, 9301  
             (종로2가 / 종각역 하차) 

 
• 차량 주차 
    종로타워는 무료주차는 제공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