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토론회 개요 

 
주제 : 탄소중립을 위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의 방향과 과제 

일시 : 7월 30일(목) 오후 4시 - 6시 30분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B103호

주최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관 :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후원 : 환경부, 유럽연합

2. 세부 일정 

시간 세부 일정

15:40~16:00 등록 참석자 등록

16:00~16:20 개회
국민의례

이소영 의원 축사

16:20~17:30

  발제

2050 탄소중립목표에 비춘 한국의 2030 감축목표 개선 방향(15분)

우르술라 푸엔테스(Ursula Fuentes), Climate Analytics 

영국·프랑스·독일 사례 공유(각 15분)

• 영국의 탄소중립 목표와 전략
리차드 밀러,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선임연구원

• 프랑스의 탄소중립 목표와 전략
조세프 아자르, 프랑스 환경부 국장 

• 독일의 탄소중립 목표와 전략
커스틴 보트만, 독일 환경부 부국장

해외 각국의 LEDS 수립 주요 현황과 한국 LEDS의 방향(10분)

싯타르트 파타크, 2050 패스웨이 플랫폼 국장

17:30~18:20

  질의 및 토론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 과제와 수립 전략은?

좌장 :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덕규, 환경부 기후전략과 서기관

성시내,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 서기관

임재민, 2050 저탄소사회비전포럼 청년분과위원

18:20~18:30 자유 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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