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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Transition is Energy Innovation

한국 에너지전환 리더십 아카데미 1기 프로그램
에너지전환포럼

아카데미 배경  

석기시대는 돌이 부족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이 석기 시대를 끝낸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선 에너지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체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기술과 제품, 비지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에서 재생에너지는 전력 수요의 상당량

을 공급하며 차세대 에너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혁신은 에너

지전환의 속도를 가속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자력과 석탄화력과 같은 전통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전환의 속

도가 더디며,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기술개발과 시장혁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에너지전환 

시대를 열어 갈 새로운 정책, 기술, 시장 부문에서의 혁신을 일구어 갈 에너지전환의 리더를 위한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아카데미 개요  

 

 교육대상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기업,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의 임원 

 교육기간  8월 27일 ~ 9월 24일 매주 목요일 18:00 ~ 21:00

 교육장소  서울 종로구 섭외 예정

 교육구성  6주차 (국내현장답사 1회 포함)

 주   최  (사)에너지전환포럼 

 교 육 비  550만원  ※비영리단체 및 비정부기구 임원 110만원 (현장답사 비용 별도)

 신청방법
 에너지전환포럼 홈페이지(http://energytransitionkorea.org/post/33678)에서 

 지원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admin@energytransitionkorea.org) 접수

 문   의
 전  화 : 02-318-1418, 010-7643-1418

 이메일 : admin@energytransitio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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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전환 리더십 아카데미 1기 프로그램

차 시 강   의

1주차
(8/27)

1강 에너지뉴딜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2강 산업과 에너지부문에서의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전략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2주차
(9/3)

3강 한국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과제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4강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의 과제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

3주차
(9/10)

5강 하반기 주요 공론화 일정 및 정책조정 과제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에너지전환포럼 고문 

6강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의 과제와 입법과제

김성환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상임위원,
에너지전환포럼 자문위원

4주차 현장
방문 에너지전환 현장방문 1: 에너지 신산업 현장을 가다

5주차
(9/17)

7강 기후위기시대의 그린뉴딜
홍정기 환경부 차관

8강
문재인 정부 에너지전환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우원식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

에너지전환포럼 고문 

6주차
(9/24)

9강 그린스완 시대의 투자전략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에너지전환포럼 이사

10강
그린뉴딜과 입법과제

양이원영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에너지전환포럼 자문위원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방문 일정은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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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시 간 세부내용
등 록 18:00 – 18:20 등   록

저녁식사 18:20 – 19:00 저녁식사
안 내 19:00 – 19:10 프로그램 안내

강 의 1 19:10 – 20:00 강  의 1
휴 식 20:00 – 20:10 휴  식

강 의 2 20:10 – 21:00 강  의 2
네트워킹 21:00 – 21:50 네트워킹

에너지전환 리더십 아카데미 문의
 에너지전환포럼 (Tel) 02-318-1418, 010-7643-1418 (Email) admin@energytransitio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