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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20

~22

(화)

(목)

서울 삼성동 코엑스

Day1(10.20)

KSGA-IEEE Joint Workshop

Day2(10.21)

국제 스마트그리드 컨퍼런스

Day3(10.22)

국제 마이크로그리드 컨퍼런스

All-day(10.20~22)

에너지 플러스 2015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The 6th Korea Smart Grid Week
일시/장소 : 2015년 10월 20일(화) ~ 22일(목) / 서울 삼성동 코엑스
장소

10월 20일 (화)

10월 21일 (수)

10월 22일 (목)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남) 318호

KSGA-IEEE Joint
Workshop

국제 스마트그리드
컨퍼런스

국제 마이크로그리드
컨퍼런스

코엑스 Hall A (1층)

10.20(화)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KSGA-IEEE Joint Workshop

글로벌 대표 표준·인증 전문기구 미국 IEEE와 스마트그리드 기술 상용화의 핵심 이슈인 ‘표준’과
‘인증’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현안을 공유합니다.
10.21(수)

국제 스마트그리드 컨퍼런스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넘어 세계로!
확산사업을 앞둔 우리나라의 시장 확대를 위해 국내시장 진단은 물론 글로벌 정책 및 시장 트렌드
등 대내외 환경을 재조명하여 해외시장 진출 전략수립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10.22(목)

국제 마이크로그리드 컨퍼런스

전세계 에너지 산업계가 주목하는 개발도상국 마이크로그리드 시장!
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국가를 중심으로 기술현황과 진입
전략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합니다.

Overview

Overview

Program

Speaker
KSGA-IEEE Joint Workshop

Day 1. KSGA-IEEE Joint Workshop
일시/장소 : 2015년 10월 20일(화) /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남) 318호

Time
14:00~14:10(10’)

14:10~14:50(40’)

14:50~15:30(40’)

15:30~16:10(40’)

16:10~16:30(20’)

Program
환영사
구자윤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 위원장

IEEE 표준 Overview
Noelle Humenick IEEE, Senior Manager

국내 분산자원 기술기준 및 표준 현황

Noelle Humenick

조성수

Paul Heitmann

IEEE,
Senior Manager

한전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Businovation LLC,
President

Georges Simard S.I.M.A.R.D. SG Inc, President

이정구

권순렬

Georges Simard

질의응답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네트워크시험인증단 팀장

한전KDN,
SG사업개발팀장

S.I.M.A.R.D. SG Inc,
President

조성수 한전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IEEE 1547, 2030 표준 현황
Paul Heitmann Businovation LLC, President

Coffee Break / Networking
AMI

16:30~16:50(20’)

16:50~17:10(20’)

17:10~17:50(40’)

17:50~18:00(10’)

국내 AMI 및
EV 상호운용성
시험인증 방안

이정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네트워크시험인증단 팀장

EV
권순렬 한전KDN, SG사업개발팀장

IEEE Power Grid 2050 비전

KSGA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스마트그리드 산업 촉진을 위해 2009년 5월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2010
년 6월 산하 조직인 ‘한국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을 출범시켜 스마트그리드 표준 개발을 주도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IEEE는...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는 전 세계 160개국 총 407,621명의 전
자, 전기, 컴퓨터, 정보통신 부문의 전문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 미국표준협회(ANSI)
로부터 미국 국가표준을 개발하도록 인증받아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Program

Speaker

Day 2. 국제 스마트그리드 컨퍼런스
일시/장소 : 2015년 10월 21일(수) /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남) 318호

Time

Program
Opening Ceremony

10:10~10:15 (5’)

10:15~10:30 (15’)

10:30~10:40 (10’)

개회사
구자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회장

한-아일랜드협회 MOU 체결
유공자 포상
산업통상자원부

구자균

김대경

문승일

황우현

환영사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회장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문위원

기초전력연구원,
원장

한국전력공사,
SG&신사업처장

글로벌 주요 시장·정책 이슈 및 사업화 방향

김성훈

성한호

Paddy Turnbull

Marco C. Janssen

Paddy Turnbull GSGF, Chairman

KT,
상무

남전사,
실장

GSGF,
Chairman

DEWA
Director of SG PMO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의 스마트그리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10:40~11:00 (20’)

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그리드, 한단계 도약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향
11:00~12:00 (60’)

주제발표 : 김대경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문위원
패 널 : 문승일 기초전력연구원, 원장 / 황우현 한국전력공사, SG&신사업처장
김성훈 KT, 상무 / 성한호 남전사, 실장

12:00~13:30 (90’)

Lunch
스마트그리드 해외시장 진출

13:30~14:10 (40’)

14:10~14:30 (20’)

14:30~14:50 (20’)

14:50~15:00 (10’)

15:00~15:30 (30’)

15:30~16:00 (30’)

16:00~16:30 (30’)

16:30~17:00 (30’)

한전의 스마트그리드 해외진출 추진전략
황우현 한국전력공사, SG & 신사업처장

중동지역 스마트그리드 및 Smart City 추진현황
Marco C. Janssen DEWA, Director of SG PMO

Coffee Break
일본의 세계시장 진출사례 및 전략
Sayaka Shishido 일본 NEDO, Chief Officer

유럽의 추진현황과 시장기회
Heiko Staubitz 독일무역투자청, Head of T/F SG

중남미 시장현황과 케이스
Arnaldo Vieira de Carvalho 미주개발은행, Sustainable Energy Lead Specialist

Sayaka Shishido

[Technical Issue]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호운용성·인증 대응 전략

일본 NEDO,
Chief Officer

Paul Heitmann Businovation LLC, President

GSGF : Global Smart Grid Federation, 세계 스마트그리드 연합회
DEWA : Director Smart Grid PMO at 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두바이 수전력청
NEDO : N
 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신에너지종합개발기구

Heiko Staubitz Arnaldo Vieira de Carvalho Paul Heitmann
독일무역투자청,
Head of T/F SG

미주개발은행,
Sustainable Energy Lead
Specialist

Businovation LLC,
President

국제 스마트그리드 컨퍼런스

10:00~10:10 (10’)

Program

Speaker

Day 3. 국제 마이크로그리드 컨퍼런스
일시/장소 : 2015년 10월 22일(목) /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남) 318호

Time
10:30-11:00(30’)

11:00-12:00(60’)

Program
미국 Micro Grid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전망
Kerry Cheung 미국 DOE, Program Manager and Technical Advisor

Micro Grid
시장전망 및
경제성
확보 요건

Micro Grid의 시장전망 및 각국 정부정책
Mike Wilks Ernst & Young, Director

ESS in Micro Grid
I-Chun Hsiao BNEF, Analyst

Lunch

12:00-13:00(60’)

Kerry Cheung

Mike Wilks

I-Chun Hsiao

미국 DOE,
Program Manager and
Technical Advisor

Ernst & Young,
Director

BNEF,
Analyst

인도 전력공급 현황 및 미전화 지역에 대한 전략

13:00-14:40(100’)

Energy for All
관점의
Micro Grid
사업기회

Reji Kumar Pillai India Smart Grid Forum, President

필리핀 전력공급 현황 및 미전화 지역에 대한 전략
Fely V. Arriola ADB, Access to Energy Expert

공적기금의 개도국 전력공급 사업현황 및 사례

미국 Micro Grid 구축 사례 및 기술적 이슈

14:40-15:10(30’)

Ryan Wartena Geli, CEO

하와이 Micro Grid 구축사례 및 기술적 이슈

15:10-15:40(30’)

Chip Palombini Dynapower, Sales Manager

Coffee Break

15:40-15:50(10’)

Fely V. Arriola

Woo-Yul Lee

ADB,
Access to Energy Expert

ADB,
Energy Specialist

Ryan Wartena

Chip Palombini

윤준일

Geli,
CEO

Dynapower,
Sales Manager

효성,
부장

국내 Micro Grid 구축 사례 및 기술적 이슈

15:50-16:10(20’)

16:10-17:00(50’)

Reji Kumar Pillai
India Smart Grid Forum,
President

윤준일 효성, 부장

개도국 마이크로그리드 시장 진출 전략(인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LS산전, 효성, KT, 피앤씨, EY한영

DOE : Department of Energy, 에너지부
BNEF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
ADB :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 개발은행
Geli : G
 rowing Energy Labs,Inc.

국제 마이크로그리드 컨퍼런스

Woo-Yul Lee ADB, Energy Specialist

All Day Program
Energy Plus 2015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Why Korea Smart Grid Expo?

일시/장소 : 10월 20일(화)~10월 22(목) / 코엑스 Hall A, C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한국형 스마트그리드 신시장 창출을 위한 Korea Smart Grid

규모 : 300개 업체 900부스

Expo 2015가 개최됩니다.

홈페이지 : www.energyplus.kr

Korea Smart Grid Expo는 2010년 최초 개최 후 매년 규모 확장을 이루어 전 세계 스마트
그리드 분야 최대 규모의 전문 전시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행사구성

또한 2차 전지산업 전문 전시회인 InterBattery, 송배전 발전 전분야를 아우르는 전기산업

Korea Smart Grid Expo
■

장 소 : Coex A홀

■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 관 :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코엑스

■

홈페이지 : www.ksgw.or.kr

■

전시품목 : 지능형소비자, 지능형 운송, 지능형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지능형 서비스,

대전과의 통합개최를 통해 융복합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련 Solution 및 보안 관련 기술

1. Reputation
InterBattery
■

장 소 : Coex A홀

■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 관 : 한국전지산업협회, 코엑스

■

홈페이지 : www.interbattery.or.kr

■

전시품목 : 소재, 장비, 전기차, 에너지저장, R&D 섹션

스마트그리드 분야 대표 비즈니스 전시회
- 2010년 개최 이후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 확산사업 등 스마트그리드 산업과 함께
성장해온 국내 유일의 전시회

2. Network
국내외 스마트그리드 분야 전문가 초청

국제 스마트그리드 컨퍼런스 동시개최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
■

장 소 : Coex C홀

■

주 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 관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력공사,한국남동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

홈페이지 : www.sief.co.kr

- 에너지 분야 비즈니스 컨설턴트, 시장 전문가들과 향후 시장을 전망하고 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 모색

3. Opportunity
기술개발 성과 및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산업 교류의장
- 신제품/신기술 세미나, 스마트그리드 분야별 전문 기업관, Biz-matching program

2015년부터 ‘Korea Smart Grid Expo’와 ‘InterBattery’, ‘한국전기산업대전’ 동시 개최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 정부 정책 관계자,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6
KSGA-IEEE Joint Workshop
국제 스마트그리드 컨퍼런스
국제 마이크로그리드 컨퍼런스
에너지 플러스 2015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KSGW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을 받아 개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