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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식 순 주요내용

09:30~09:45 개회사, 환영사, 축사

09:45~10:45 기조연설 기조연설 (해외연사 및 국내연사, 총 4인)

10:50~12:00 세션1 주제발표 패널토론

13:00~14:40 세션2 사례발표1 사례발표2 발표 및 패널토론

14:45~16:35 세션3 사례발표1 사례발표2 발표 및 패널토론

16:40~17:20 세션4 토크콘서트

17:20~18:00 특별세션 특별토론

Ⅰ  행사 개요

□ 행 사 명 2020 경기국제수소포럼
Gyeonggi International Hydrogen Forum 2020

□ 주   제 “수소경제” 미래를 생각하다
Hydrogen Economy, for the Future

□ 정책목표 도민 대상, 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소경제의 필요성 등 정책홍보와 정부
(업계) 대상, 수소도시․기술선도 지역으로의 경기도의 비전 전달

□ 일   자 2020년 11월 5일(목), 9:30~18:00

□ 장   소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비대면 온라인 개최]

□ 주   최 경기도

□ 주   관 킨텍스

□ 후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 홈페이지 http://h2forum.or.kr/

□ 행사구성

오프닝 정책홍보
(세션1, 특별세션)

국제포럼
(세션2, 3)

도민 소통공간
(세션4)

개회사(지사님), 
축사 등 기조연설

해외 주제발표 및 
주제별 정책토론

수소도시와 
수소 선도기술 분야 

전문가 포럼 

유명 유튜버/
넥쏘 동호회 및 

수소경제서포터즈
참여 토크쇼 

Ⅱ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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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주제

구    분 주 요 문 장

핵심컨셉  공감, 소통, 홍보

키 워 드  에너지전환, 기후변화, 수소경제, 수소도시, 수소 선도기술

스토리텔링

▸ 국내‧외 정부, 정계, 전문기관, 도민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 

홍보의 장으로 추진

▸ 세션1) ‘수소에너지 현재와 미래’

  : 글로벌 국가의 수소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와 경기도 전문가가 

참여하여 에너지전환 등의 목적을 위한 수소경제의 필요성과 정

책방향에 대한 논의

▸ 세션2) ‘미래 수소도시 이야기’

  : 평택과 안산의 수소도시 스토리와 수소선진국가의 스토리를 통해 

현재의 수소도시를 보고 국내 수소도시법 제정 이후 우리가   

설계해야하는 미래 모습에 대해 논의 하는 장

▸ 세션3) ‘기술 중심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 국내외 수소기술 전문가 및 정부, 경기도와 함께 수소기술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방향(기관별 역할 등)에 대해 논의

▸ 세션4) ‘소통하는 수소경제’

  : 미래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시대에 도민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공감, 소통, 공유할 수 있는 경기도 

수소경제를 모색하고자 함 

▸ 특별세션) ‘경기도 에너지전환’

  : 대한민국 그린뉴딜시대, 그곳에서 나아가야하는 경기도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방향을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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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발표제목 성명/소속/직함 국적

개회식

개회사 경기도지사

환영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축사1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의원 (민주당, 안산)

축사2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군포)

기조연설1 대한민국 수소경제 미래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사장 한국

기조연설2 안전한 수소경제 실현 한국가스안전공사 임해종 사장 한국

기조연설3 글로벌 수소경제 동향
윌리엄 셰필드(John William SHEFFIELD)

국제수소에너지협회 회장, 미국 퍼듀대교수
미국

기조연설4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피오나 시몬(Fiona SIMON) 

호주수소협회 CEO
호주

Ⅲ  오프닝 (개회식 및 기조연설)

국내‧외 정부, 정계, 전문기관, 도민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 홍보의 장으로 추진

Ⅳ  세션 프로그램

세션1. 수소에너지 현재와 미래

글로벌 국가의 수소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와 경기도 전문가가 참여하여 
에너지전환 등의 목적을 위한 수소경제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역할 제목 성명/소속/직함 국적

주제발표
수소 전략 로드맵 

Spanish Hydrogen Strategic 
Roadmap 

에밀리오 니에토(Emilio NIETO) 
/ 스페인 국립수소센터 이사

스페인

좌장

패널토론. 수소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전환 실현

김성복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장 한국

발표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패널1 송용식 산업부 신에너지산업과 팀장 한국

패널2 김태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한국

패널3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 한국

패널4 송재천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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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미래 수소도시 이야기

평택과 안산의 수소도시 스토리와 수소선진국가의 스토리를 통해 현재의 수소도시를 보고 
국내 수소도시법 제정 이후 우리가 설계해야하는 미래 모습에 대해 논의 하는 장

역할 제목 성명/소속/직함 국적

사례발표1

지자체 수소도시 사례
( 빅토리아주 

수소에너지공급사슬 시범사업 
매니저 3인 공동발표)

비시그나노(Daniel BISIGNANO)
/ Invest Victoria 아시아지부 국제투자부 본부장

호주

유코 후쿠마(Yuko FUKUMA) 
/ 가와사키 중공업 홍보부 선임연구원

일본

스티브 마샬(Steve MARSHALL)
/ 호주 CarbonNet 프로젝트 사업단 운영본부장

호주

사례발표2 경기도 수소도시
박규진 안산시도시개발 수소시범도시사업 본부장 한국

황선식 평택시 미래전략관 비전기획팀 팀장 한국

좌장

패널토론. 
수소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전환 실현

안국영 한국기계연구원 연구위원 한국

발표  이정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

패널1 박용선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 한국

패널2 왕광익 안양대학교 교수 한국

세션3. 기술중심 수소사업 생태계 구축

국내외 수소기술 전문가 및 정부, 경기도와 함께 수소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방향(기관별 역할 등)에 대해 논의

역할 제목 성명/소속/직함 국적

사례발표1
글로벌 수소산업

현황과 계획

피터 맥케이 (Peter MACKEY) 
   / 에어리퀴드 투자전략정보본부 부사장

영국

셰릴 챈(Cheryl CHAN)
(린데 아시아퍼시픽 클린 하이드로젠 부문장) 

싱가폴

사례발표2
한국가스기술공사 수소 

국산화 기술개발 
현황 및  협력 사례

송민호 한국가스기술공사 신성장사업처 처장 한국

좌장

패널토론. 기술중심의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방안 

및 경기도의 역할

이상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한국

발표1
구영모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연료전지연구센터장

한국

발표2 홍동희 하이리움산업 부사장 한국

패널1 한우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환경대응팀장 한국

패널2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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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4. 소통하는 수소경제
에너지 패러다임-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미래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시대에 도민들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공감, 소통, 공유할 수 있는 경기도 수소경제를 모색하고자 함

역할 제목 성명/소속/직함 국적

사회자

- 1부 : 미래에너지 수소- 

김한용 (주)김한용의 MOCAR 편집장 한국

인터뷰
김지영 (주)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사업추진팀 팀장
한국

좌장

- 2부 : 우리가 생각하는 
수소경제 방향성 -

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

패널1
김지영 (주)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사업추진팀 팀장
한국

패널2 김한용 (주)김한용의 MOCAR 편집장 한국

패널3
정응재 수소전기차 커뮤니티 회장

(대한민국 응새TV 유튜버)
한국

패널4 제1기 수소경제서포터즈(학생) 4인 한국

특별세션. 경기도 에너지전환

대한민국 그린뉴딜시대, 그곳에서 나아가야하는 경기도 그린뉴딜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방향을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장 마련

역할 제목 성명/소속/직함 국적

좌장

특별토론. 
경기도 그린뉴딜 실행을 
위한 에너지전환 방향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

발표 홍현표 경기도 신재생에너지팀장 한국

패널1 백현숙 환경교통국 에너지정책과장 한국

패널2 김의경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 본부장 한국

패널3 신호철 경기도에너지센터 센터장 한국

패널4 이규진 아주대학교 연구부교수 한국

패널5 함일한 (주)에이치에너지 대표이사 한국

패널6 이창수 경기도 시민발전협동조합 협의회 회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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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포럼 참여 방법 안내

 □ 홈페이지 접속 시

 ○ 웹사이트(http://h2forum.or.kr/) 접속 후 메인화면 중앙에 위치한

   ‘프로그램 시청하기(유튜브 실시간 중계)’ 버튼 클릭 

    → 원하는 세션 ‘시청하기’ 버튼 클릭 시 해당 세션 시청 가능

 □ 유튜브 접속 시

 ○ 유튜브창에 ‘경기국제수소포럼’, ‘2020경기국제수소포럼’, ‘수소포럼’, 

    ‘경기도’, ‘'Gyeonggi International Hydrogen Forum’, ‘H2 Forum’ 

    검색 후 채널 접속 → 실시간 생중계 시청 가능

 ○ 채널주소

   - 국문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wNM9UhpLUoBXknHWI8WpYg/

   - 영문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UZwaoyMHKg0OONoltno9Mg?

view_as=subscrib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