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제 수소에너지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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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9.30.(목) 09:00~18:00
장 소 :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1층 루비홀
주 제 : 글로벌 그린수소 생산 정책·기술 동향 및 전망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08:30 – 09:00 참석자 등록

개회사 ‣ 외교부 최종문 차관
09:00 – 09:20 축 사 ‣ 국회 이광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 주한미국대사관 Christopher Del Corso 대사대리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석진 원장

[기조연설]
09:20 – 09:40 그린수소의 역할과 경쟁력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Francesco La Camera 사무총장

세션 1 : 글로벌 그린수소 생산 현황 및 정책
[좌장]
[좌장]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이재승
이재승 국제대학원장
국제대학원장

한국의 그린수소 생산 정책 및 시범사업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양태현 수소에너지연구본부장
포르투갈의 그린수소 정책 및 개발 동향
‣ 포르투갈 환경에너지부 João Galamba 차관
09:40 - 11:20 미국의 그린수소 생산 현황 및 전망
‣ 미국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 William Tumas 연구단장
칠레의 그린수소 전략
‣ 칠레 에너지부 Max Correa Achurra 연료·신에너지국장
Q&A

호주의 수소 및 저탄소 기술 투자 정책과 전망
‣ 호주 연방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Paul Murphy 청정기술 심의관
중국의 그린수소 정책 및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전망
‣ 중국 청화대학교 Mao Zongqiang 교수겸 국제수소에너지협회 부주석
일본의 수소 정책과 연구개발 활동
11:20 - 13:00 ‣ 일본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Eiji Ohira
차세대전지·수소부 국장
러시아 그린수소 및 블루수소 생산 동향
‣ 러시아 Skolkovo에너지센터 Yuriy Melnikov 선임연구원
Q&A

세션 2 : 글로벌 그린수소 기술 동향 및 전망
[좌장] 서울대학교 남기태 교수

[기조연설]
14:10 - 14:40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및 청정에너지 기술의 역할

‣ 국제에너지기구(IEA) 김태윤 수석 애널리스트
수소를 통한 대규모 그린 철강 생산 촉진 방안
‣ H2 Green Steel社 Maria Persson Gulda 최고기술책임자
일본 야마나시현의 P2G 시스템 기술 개발 동향
‣ 일본 Toray Industries社 Izuhara Daisuke 수석연구원
청정에너지 전환에서의 암모니아 역할
14:40 - 16:20 ‣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Patrick G. Hartley
수소산업미션 단장
영국의 저탄소 수소 프로젝트 현황 및 전망
‣ Johnson Matthey社 Sam French 비즈니스개발실장
Q&A
북부독일 하이데 지역의 산업적 규모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
‣ Heide Refinery社 Marcel Goelden 자문관
대용량 PEM 수전해 수소 생산 현황 및 전망
‣ 영국 ITM Power社 Graham Cooley 회장
16:20 - 18:00 네덜란드의 해상풍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프로젝트 동향
‣ 응용과학연구기관(TNO) Rene Peters 가스기술부장
대규모 탄소배출제로수소 생산 기술 개발 방안
‣ Yala International社 Eystein Leren 산업시장실장
Q&A
18:00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