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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동북아 전력 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 잇따라 열린 남·북/ 북·미 간 정상회담으로 동북아시아에 평화의 기운이 샘솟으면서 국가간 협력과 활발

한 교류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화의 무드가 무르익어가는 이때에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전력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

력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북한은 우리 전력산업계에 있어서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충분합니다. 특히  철도·도로

등 경제협력이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를 위해 동북아시아 전력망 연계를 추진하는 각국의 에너지 관련 산·민·관·학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

입니다.

‘북한의 전력산업과 동북아 전력계통 연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2018 동북아 전력 포럼’에서는 각 국 전문가

들이 동북아 주요국가 전력산업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전력·에너지 인프라 및 정책의 상호 협력을 타진할 계획입

니다.  연말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시어 북한의 전력산업 현황과 동북아 계통연계가 가져올 미래의 전력산업을 미리

경험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일 시 2018년 11월 15일 (목)14:00
장 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여의도) Tel 02.2168.1363/02.2223.3912
주 최 (사)대한전기협회·전기신문·(재)여시재·한양대학교 에너지거버넌스센터·국회 이훈 의원실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
회   장 김     종     갑

AGENDA

세션1 사회:문승일 서울대 교수

14:40~14:55    ① 전력을 중심으로 한 향후 북한 신성장 산업 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14:55~15:10    ② 스마트그리드와 스마트시티 Test Bed로서의 북한 원동준 인하대학교 교수

15:10~15:40    ③ 일본의 에너지 정책 관점의 동북아 전력 협력 스즈키 쇼타로 니혼케이자이 서울지국장

세션2 사회:김연규 한양대학교 에너지거버넌스센터 소장

16:20~16:35    ① 남-북 전력망과 동북아 슈퍼그리드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

16:35~17:05    ② 중국 동북3성과 중-북 전력 연계 레이샤오멍 중국전력기업연합회

17:05~17:35    ③ 미국 기업의 동북아 슈퍼그리드 참여 방안 리차드웨이츠 허드슨 연구소

17:35~18:00        종합토론 라운드 테이블(포토세션) 

18:00~ 폐    회

13:00~14:00 등록 및 접수

15:40~16:00 휴식

16:00~16:20 Keynote Address _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 타당성_토마스 코바리엘 자연에너지재단(일본)

14:00~14:20 개회식 [개회사 및 축사]

14:20~14:40 Keynote Address _ 전력과 북한의 미래 산업_이광재 (재)여시재 원장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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