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부터 이 분야에 국내 어느 언론보다 관심을 갖고 보도해온

머니투데이가 수소산업의 발전 현황과 과제 등을 짚어주는 엑스포

개최로 수소생태계 구축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수소엑스포에서는 국내 기업의 관련 산업 연구

성과물 전시를 통해 국민들에게 수소산업의 발전 현황을 소개함은

물론,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각종 세션 토론회를 통해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소경제사회에
초대합니다

June  19~21th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를 계기로 수소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수소산업은 수소생태계가 안착하는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반도체-배터리를 잇는 신산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1) 행사명 : 2019 대한민국 수소엑스포

(2) 기 간 : 2019년 6월 19일 ~ 6월 21일

(3) 장 소 : 서울 DDP 지하2층 알림1관, 알림2관

(4) 시 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5) 주 최 : 국회수소경제포럼

(6) 주 관 :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머니투데이, 국가기술표준원

(7) 후 원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기후환경회의, 

                서울시, 한국가스공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8) 문 의 : 수소엑스포 사무국 

               (Tel. 02-6245-6339 / Email. khe2019@mt.co.kr 

                www.khexpo.co.kr)

(1) 전시관 운영(알림1관, 2관)

다양한 제품과 상품은 물론 소재, 부품, 서비스 모든 분야가 참여해

수소산업 생태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기업과 관계기관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시장 확장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 컨퍼런스(국제회의장)

핵심 분야를 주제로 선정해 기술적 이해와 산업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번이 아닌 매년 만남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개최해 관련 분야의 

정확한 지식 공유와 인적 네트워크 확대에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수소엑스포 개요

메인행사

- 

- 

- 

- 



(1) 수소 모빌리티 =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 생산 및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

(2) 에너지 분야 = 연료전지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2.1GW 보급

(3) 수소 생산 = 그린수소 확대로 공급량 526만톤/연간, 가격 3000원

     /kg 달성

(4) 저장·운송 :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 확립

(5)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및 핵심인력 지원, 설비투자 및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소 전주기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법 제정과

     연계하여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담 지원 및 진흥기관 설립도 검토.

2040 수소로드맵

June  19~21th



캘리포니아 주도로 수소정책 추진 중

- 캘리포니아주와 연방정부(에너지부)를 중심으로 ‘민·관 파트너십’을

   결성하여 수소에너지 정책 추진

- 2030년까지 목표(캘리포니아)

- 수소차 100만대, 수소충전소 1,000개소

- 풍력발전의 잉여전력 및 천연가스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 생산·공급

수소기본전략 채택

(2017년 12월) -> 2050년 까지의 방향성 제시

[일본]

[미국]

수소 주도국 선점 경쟁 치열

해외 동향은

- 후쿠시마 사고 자립형 에너지 공급을 위해 수소경제 집중 육성

- 2030년까지 목표 = 수소차 80만대, 수소버스 1200대, 수소충전

   소 900개소, 가정용 연료전지 530만대, 수소 발전단가 17엔/kWh

- 수소차와 가정용 연료전지(에네팜)의 확대를 기반으로 저비용

   수소이용과 액화수소, P2G, 해외 생산 등 수소 공급 체인 개발에 주력 



2019 MT

수소엑스포
June  19~21th

재생에너지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 수소경제 추진

- 재생에너지 보급(2030년 50%) 기반과 수소경제를 융합한 정책 추진.

- 2030년까지 목표 = 수소차 180만대, 수소충전소 1000개소.

- 태양광·풍력의 잉여전력 활용 수전해(P2G) 수소 생산 및

   가스 그리드 활용 프로젝트 추진

수소 로드맵 수립(2018년 8월) -> 수소의 수출 자원화 도모

- 갈탄에서 수소 추출 후 일본에 수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州

   정부별 연료전지 발전소 구축 및 수소차 보급 추진

중국제조 2025 및 수소 이니셔티브 선언

- ‘중국제조 2025’에서 신에너지자동차를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고,

   국제 연료전지차 대회를 통해 ‘차이나 수소 이니셔티브’ 선언

- 2030년까지 목표 = 수소차 100만대, 수소충전소 1000개소

-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이용, 메탄의 개질 등을 통한

   수소 제조기술 중점 개발

- 허베이성 = 풍력 연계 수전해 수소 생산 추진

                   (’16년 4MW완료, ’18～’20년 10MW)

[독일]

[호주]

[중국]



“수소 경제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일반인에겐 생소한

수소산업

대한민구 수소엑스포는

수소산업성장의  발판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울산에서 열린 ‘수소경제 전략보고회’에서 우리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파격적으로 ‘수소전기차 홍보모델’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3

년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차를 양산한 글로벌 수소산업의 허브입니다.

2018년 현대차 2세대 수소전기차 '넥쏘'의 출현과 성공적인 론칭은 수소사회를

이어 가는데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수소전기차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라는 별칭처럼 환경 개선 효과가 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미세먼지'의 해결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소 생태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막대합니다. 우리

정부도 올 초 범정부 수소로드맵을 내놓으며 강력한 수소 지원·육성책을

내놓으며, 최근 국회의사당앞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키로 하는 등 규제 혁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소산업 개발수준은 세계적으로 선두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소경제는 에너지원 외에 경제·산업 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합니다. 

세계적으로 초기단계,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시민들은 수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되레

위험하다는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수소사회가 현실화되는 2030

년, 2040년에 우리사회의 주역이 될 현재의 10,20대 학생들이 수소의

개념조차 모른다는 것은 수소사회로 진입하는데 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한국 수소생태계를 함께 이끌어갈 기업들이 모두 참여해

개발성과를 공개하고, 정보 공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할 대한민국 수소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 한국이 수소경제·사회의 허브이자 선도자로 

발돋움하고 시민, 특히 초중고 학생들에게 미래 수소사회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시장 소개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터 알림1관, 알림2관

알림1관 알림2관 (1547m2)(2992m2)

(총면적: 4539 m2)

전시장 구성 (전시품목)



전시장 주요시설

컨퍼런스 프로그램

- 기업PR관 : 비즈니스파트너 참관객을 대상으로 자사의 기술 및 비전을 소개하는 무대

- 체험관 : 우리 생활에  일부가 될 수소전기의 생산과 활용사례를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공간

- 비즈니스관 : 바이어 파트너 참관객 등과 좀 더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

- 휴게관 : 참여기업 및 관람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 명칭 : KHE컨퍼런스

- 구성 : 기조연설, 패널토론, 수소•연료전지산업 전반

- 일시 : 2019년 6월 19일 ~ 21일

- 장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터 

프로그램

6/19(수)

개막총회

김영춘

박영선

성윤모

서울, 부산, 울산, 창원 등

주요 지·단체별 비전 발표

국회 수소경제포럼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개회사

축사

기조연설

개막총회 특별발표

수소중심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글로벌 포럼

에너지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가 여는 New Gold Rush

대한민국 수소경제 어디로 가나

>> 산·학·공공 부문별 이행 현황과 과제 제시

>> 국가기술표준원 공동기획 >> 국내 증권사·사모펀드 공동기획

>>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주요기업의 기술개발 현황 발표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기술개발 동향

6/20(목) 6/21(금)

오전

오후



넘버원 리얼타임 경제미디어로서 ‘투명한 시장만들기’를 기치로 1999년 9월22일 설립한 ‘

머니투데이’는 2000년 1월1일 온라인 뉴스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2001년 6월19일 오프라인

경제신문을 창간하며 국내 최초 온·오프라인 미디어를 완성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선도적 비즈니스 뉴스매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242명(2017년 3월 말 기준)의 기자들이 정치·경제·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비즈니스 뉴스는

물론 엔터테인먼트와 패션·뷰티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문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디어

시장의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설 립 일      1999년 9월 22일

대 표 자      박 종 면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1(서린동, 청계11빌딩)

종업원수      380명 (2017년 3월 말 기준) 취재기자 242명

사업내용      온라인 & 오프라인 신문사
광고사업 / News Contents 판매사업 / 출판사업

- 1999년 09월 머니투데이 설립

- 2000년 01월 국내 최초로 금융/증권 전문 인터넷뉴스 송출

- 2001년 06월 오프라인 경제신문 ‘머니투데이’ 창간

- 2003년 05월 머니앤밸류 설립 및 ‘대학경제신문’ 발행

- 2004년 09월 리얼타임 연예속보 ‘스타뉴스’ 서비스 시작

- 2007년 10월 주간지 ‘머니위크’(현 머니S) 발행

- 2007년 12월 프로페셔널 정보미디어 ‘더벨’(theBell) 서비스 시작

- 2008년 10월 ‘머니투데이방송’(MTN) 개국

- 2008년 11월 자동차 전문 뉴스 ‘머니투데이 자동차’(Auto M) 서비스 시작

- 2009년 02월 친환경상품 전문 쇼핑몰 ‘이로운몰’ 오픈

- 2010년 04월 패션뷰티정보 ‘스타일M’ 서비스 개시

- 2011년 04월 민영 뉴스 통신사 ‘뉴스1’ 창립

- 2013년 06월 미래 기술 매거진 ‘테크엠’(TECH M) 창간

- 2014년 05월 정치뉴스 ‘더300’ 서비스 개시

- 2014년 07월 ‘뉴시스’ 인수

- 2014년 09월 입법 국정 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발간

- 2014년 10월 모바일·소셜 최적화 카드뉴스

   ‘티타임즈’(TTimes) 서비스 개시

- 2015년 07월 VIP서비스 론칭

- 2016년 01월 법률뉴스 ‘더엘’(THE L) 출시

머니투데이 연혁



17년간 아무도 하지 않은 길을 개척해온 종합경제 미디어

‘공감언론’ 국내 최대 민영 뉴스통신사

부자되는 좋은 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IT분야의 최고 종합미디어

국내 최초   최강의 리얼타임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국내 최고의 자본시장 미디어

국내 유일의 재테크 전문 경제주간지Money S

사실 앞에 겸손한 정통 뉴스통신

Affiliate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취업, 창업, 진로의 길잡이 캠퍼스미디어

법을 읽어주는 친절한 도우미, 삶이 풍성해지는 따뜻한 길잡이

뉴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모바일 매체

지롤라모 판체타와 함께하는 멋진 남성 매거진

유럽 정통의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의 트렌드 리더 매거진

지식항해자를 위한 안내서, 웹매거진

미래를 여는 테크 플랫폼, 기술 매거진

th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