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N V I TAT I O N

DAY 1 전력계통 연계와 전력산업의 미래
DAY2 지속가능한 전력정책의 새로운 방향

2019. 9. 18(수) ~ 19(목)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ㅣ주 최ㅣ 이훈 국회의원실 / (재)여시재 / (사)대한전기협회

Program Invitation

‘2019 Future

Forum’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Future E Forum’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한 지혜를 나누고 이를 실현시킬 방안을 논의
하는 미래가치 공유의 장(場) 입니다.
‘인류 미래를 위한 에너지 협력의 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2019 Future

Forum’에서는 각 국 전문가

들이 전력계통의 연계와 전력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적 공론의 장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참석자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모아 이상적인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
회
장 김
종
갑

ㅣ일 시ㅣ

2019. 9. 18(수)~19(목) 13 : 30

ㅣ장 소ㅣ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ㅣ주 최ㅣ

이훈 국회의원실 / (재)여시재 / (사)대한전기협회

ㅣ문 의ㅣ

02. 2223. 3912~3

DAY 1

9월 18일 (대회의실) : 전력계통 연계와 전력산업의 미래

13:30~13:50 개회식 [환영사 및 축사]
13:50~15:10   Session 1
좌 장 Session 1·2 종합토론 문승일 (서울대학교
기조연설1
디지털시대와 전력중심의 사회
기조연설2
국제정치학 관점에서 본 동북아 협력의 중요성
발
표 1
한-중 전력계통연계 추진현황과 전망
발
표 2
글로벌 전력망 연계 구상 현황과 과제
15:30~16:50   Session 2
발
표 3
독일 통일과정이 시사하는 전력계통 표준화
발
표 4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와 산업계 파급효과
발
표 5
유럽의 전력계통 연계
발 표 6
ADB의 동북아 전력연계 프로젝트 추진결과
16:20~17:00 폐회 (종합 토론)

DAY 2

교수)
손지우 (SK증권 위원)
김연규 (한양대학교 교수)
강현재 (한국전력 처장)
Gao Yi (GEIDCO 박사)
서병문 (베를린대 교수)
이학성 (LS산전 사장)
Magnus Callavik (ABB Sifang 사장)
Philippe Linehart (EDF 이사)

9월 19일 (제2소회의실) : 지속가능한 전력정책의 새로운 방향

13:10~13:30 개회식 [개회사 및 축사]
14:00~15:50 토론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대한민국의 선택
임춘택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발
제
4차산업 시대의 전력산업 전망
김창섭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좌 장 박주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조상기 (동서발전 발전기술개발원장)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패널토론
이상엽 (환경정책평가원 연구위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종웅 (인코어드 테크놀러지 대표)
최승현 (슈나이더 일렉트릭 본부장)
15:30~16:00 폐회 (질의응답)
※참석인사 및 주제발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