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를 이끄는 대표 콘퍼런스 ‘하이콘(Hycon: Hydrogen Conference)’

2nd 하이콘(HYCON)

‘수소로드맵’의 맥(脈)을 짚다’
- 수소경제 활성화·표준 로드맵의 세부내용과 이행 과제 □ 행사개요
¡ 일시 : 2019년 4월2일(화) 10:30~17:50
¡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여의도)
¡ 주최 : 수소지식그룹
¡ 주관 : 수소지식그룹 마이스 Lab
¡ 참가대상 : 수소경제에 관심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 기획배경
¡ 정부는 지난 1월 17일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함. 이번 로드맵에서 ‘수소전
기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2040년까지 수소산업 밸류체인별 달성목표가 제시됐으며
수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함.
¡ 이후 최근까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표준 등 하위 요소별 로드맵
수립에 나서고 있음.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발표로 정부의 수소경제 실현 의지와 정책방향은 제시되었으나
민간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로드맵의 수립과정과 세부내용, 향후 과제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
장에 전달함으로써 민간의 참여 확대 등 수소경제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함.

□ 구성방향
¡ (종합) 수소경제활성화·수소표준 로드맵 수립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총괄·분과위원장을 콘퍼런
스 연사로 초청해 로드맵 부문별 중점사항을 재정리하고 각각의 세부내용, 이행과제, 추진방
향 등을 공유토록 함.
¡ (이해증진) 로드맵 부문별 주요 내용 및 추진전략, 향후 움직임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시장
의 이해 증진을 기대함.
¡ (참여확대) 수소에너지 확산 및 보급에서의 민간 역할과 참여확대를 꾀함.

□ 프로그램(안)
구 분

시 간

등 록

10:30~11:00

11:00~11:40

수소활성화
로드맵
11:40~12:20

내 용
등록 및 자리배치
(사회: 장성혁 수소지식그룹 대표)
에너지경제연구원

(1.수소활성화로드맵_ 총괄·시장)

김재경 박사

경제성장·청정사회 이끄는 ‘수소경제’

박진남 경일대학교 신재생

(2.수소활성화로드맵_ 생산)

에너지학부 교수

수소 수요 확대에 따른 생산 방법과 이행과제

LUNCH(12:20~13:20)
13:20~14:00

수소활성화
로드맵

14:00~14:40

14:40~15:20

유영돈 고등기술연구원 플

(3.수소활성화로드맵_ 저장·이송)

랜트엔지니어링 센터장

국내 수소 저장 및 운송분야 주요 현황 및 과제

유상석 충남대학교 기계공

(4.수소활성화로드맵_ 활용1_ 모빌리티)

학부 교수

수소 연료전지 탑재 수송 기계의 수요 예측과 향후 과제

한종희

(5.수소활성화로드맵_ 활용2_ 연료전지)

한국과학기술연구

원 청정신기술연구소 소장

연료전지 현황 및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방향

COFFEE BREAK(15:20~15:40)
15:40~16:20

수소표준
로드맵
16:20~17:00

질의&응답

이홍기 우석대학교 에너지

(1.수소표준로드맵_ 총괄)

공학과 교수

수소표준로드맵 추진전략과 국제표준 대응

조성국

(2.수소표준로드맵_ 주요내용)

한국정밀화학산업

진흥회 대외사업본부장

17:00~17:50

※ 상기 발표 및 주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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