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사 및 단체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학회는 국내외 풍력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풍력부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
다. 올해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성공적인 탄소 중립 실현과 제주 CFI (Carbon Free Island) 
성공을 위한 '제주 에너지전환 세미나'를 붙임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3.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중계를 중심으로 치러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1. 행 사 명 : 제주 에너지전환 세미나 
2. 일    시 : 2021년 4월 15일(목) 14:00 ~ 16일 17:00 
3. 중    계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com/channel/UC3MKgGq2iNvYoniwBk-HgwA)
4. 강연주제 : 국가 에너지전환정책 실현을 위한 제주 에너지전환 실증, 제주 재생
에너지 간헐성 해소 및 에너지산업 융·복합 추진전략 검토
5. 요청사항 :  행사 시청 및 학회 풍력분과 참여 문의
6. 문    의 :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풍력부문위원회 성진기 위원장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공R&D 혁신센터장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풍력부문위원회 최덕환 간사 팀장    
                ※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
                  (010-8881-0324, choehs0324@gmail.com)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풍력부문위원회 윤성권 간사 차장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010-8724-2183, seonggwon.yun@gesi.kr)

    첨부. 제주 에너지전환 세미나 개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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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성공적 탄소중립 실현과 제주 CFI 2030 목표 달성을 위한』

제주 에너지전환 세미나 개최(안)

□ 추진 배경

 ○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저탄소 전환 중요성 향상에 따라 국가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 세계 선진국 탄소중립 선언, 그린뉴딜 정책 등 기후위기 대응 노력 강화

    *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17.12), 한국판 그린뉴딜(‘20.7)과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 발표

    * 탄소없는 섬, 제주 Carbon Free Island 2030 계획수립(’19.0.0) 및 시행

 ○ 그린뉴딜 추진 성공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

지전환을 위한  산·학·연·관 간 상호 긴밀한 협력 필요.

□ 행사 개요

  ○ 일시 : 2021. 4.15(목) 14:00 ~ 4.16(금) 17:00

  ○ 온라인 중계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유튜브

  ○ 행사주관·주최 

    -행사주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행사주최: 제주에너지포럼, 에너지전환포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한국풍력산업협회. 

 ○ 세미나 목적

   : 국가 에너지전환정책 실현을 위한 제주 에너지전환 실증, 제주 

재생에너지 간헐성 해소 및 에너지산업 융·복합 추진전략 검토.

□ 행사 일정표

○ SessonⅠ: 제주 신·재생에너지 간헐성 해소방안(2021/4/15) 

시  간 발표내용 비고
14:10∼14:20

(10‘) 축사 제주도청(국장)

14:20∼14:50
(30‘)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력시장·계통 개편 방향 

홍익대

전영환 교수
14:50∼15:20

(30‘) 제주지역 출력제한(Curtailment) 해소방안
연세대

강용철 교수
15:20∼15:50

(30‘) 제주 풍력발전 출력제한 현황과 대응방안 
제주에너지공사

김동완 선임연구원
15:50~16:05

(15‘) 제주 출력제한 대응 TF 운영(안) 한국풍력산업협회

16:05∼17:05
(60‘)

-발표자 논의
-맺음말(좌장)

좌장 : 김세호

제주대 교수
※제주에너지공사 부호준 

운영총괄팀장



○ SessonⅡ: 제주 에너지전환 실증 시범지역 추진전략(2021/4/16) 

시  간 발표내용 비고
09:00∼09:05

(5‘)  인사말
이준신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
09:05~09:10

(30‘)  축사
위성곤 의원

※제주에너지포럼 공동대표

09:10∼09:30
(30‘)

 제주도, 에너지전환 실증단지 추진 
 -제주지역 에너지전환 실증을 통한 국가 에너지전환 실현

성진기 에기평

공공R&D센터장
09:30∼10:00

(30‘)  제주 CFI 2030 추진계획 실현과 당면 과제. 제주도청(과장)

10:00∼10:30
(30‘)  그린뉴딜과 전력시장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김영환 본부장

10:30~11:00
(30‘)

 제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수용성)
 -서귀포 대정읍 사례를 통한 주민수용성 인식제고 방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에너지전환포럼 청년 

프론티어팀

11:00∼12:00
(60‘)

 - 발표자 논의
 - 맺음말(좌장)

좌장 : 김범석 

제주대 교수

○ SessonⅢ: 제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진 방안(2021/4/16) 

시  간 발표내용 비고
13:25∼13:30

(5‘)   인사말
  기성섭 실장 

에기평 융합기획실장
13:30∼14:00

(30‘)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추진현황
김태형 팀장

에기평 융합기획실
14:00∼14:30

(30‘)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전략
윤지영 이사

키투웨이
14:30∼15:00

(30‘)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전략
박상욱 매니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15:00∼15:30

(30‘) 충북지역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계획
문진철 팀장

충북TP

15:30∼16:50
(80‘)

- 발표자 논의
- 맺음말(좌장)

좌장 : 김호민

제주대 교수
※키투웨이 권영상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