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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place Talk : 한-독 에너지전문가 좌담회 

„The Role of Bioenergy in the Energy Transition in Korea and Germany“ 
한국과 독일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바이오에너지의 역할 

 

산업기반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과 독일 양국은 미래의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유사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양국은 모두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에너지 효율성 증가를 이용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으며 동시에 원자력에너지의 사용을 억제하고 석탄에너지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시스템에서 바이오에너지는 다양한 기술적인 옵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비율 

달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 입니다. 이는 발전 분야에서 뿐만이 아니라 열에너지 생산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바이오에너지는 수송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 바이오디젤) 

2017 년 독일에서 바이오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총 23,5% 를 차지했으며 풍력 에너지 (48.8%)  

다음으로 높은 발전 비율을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 입니다. 더 나아가 열에너지 생산에서 그 비율을 

봤을때는 바이오에너지원이 총 87.3%으로 태양열 4.7%, 지열 8.1%에 비해 월등한 비율로 1 위를 

차지했습니다1.  한국에서는 2017 년 신재생에너지별 발전비율을 봤을때 바이오에너지는 16%로 폐기물 

에너지 (51.2%) 다음으로 두번째 많은 발전량을 가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원 입니다.2 

다른 한편으로 바이오매스의 잠재량은 한정적이며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이오매스를 가능한 다른 용도로 재활용 하는 것과 경쟁적인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바이오 화학 또는 바이오 플라스틱)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의 주최로, 한독상공회의소는 귀하를 한국과 독일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바이오에너지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에너지전문가 좌담회에 초청합니다. 

본 오찬좌담회는 특히 양국의 바이오에너지의 현황과 잠재성 그리고 사업 모델에 대해 이야기 하고 

바이오에너지가 에너지원으로써 갖는 한계와 과제에 대해 논의 할 계획 입니다.  

본 좌담회는 에너지분야 종사자/전문가만을 위한 이벤트 이며, 저희에게 이메일로 초청장을 받으신 분들의 

참가신청만 받아들여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등록 또는 아래 담당자에 연락바랍니다. 

온라인등록: https://korea.ahk.de/ko/events/event-details/fireplace-talk/ 

위 싸이트에서 Register for this event 를 클릭, 참가자 정보 입력 후 Thank you 가 나올때까지 Next 클릭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한영동시통역이 제공되며, 주차 가능합니다. 

 

                                                           
1 BMWi (2018). Erneuerbare Energien in Zahlen. Nationale und internationale Entwicklung im Jahr 2017.  
2 Korea Energy Agency (2018).2017 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https://korea.ahk.de/ko/events/event-details/fireplace-talk/
https://www.erneuerbare-energien.de/EE/Redaktion/DE/Downloads/Berichte/erneuerbare-energien-in-zahlen-2017.pdf?__blob=publicationFile&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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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 년 12 월 20 일, 오전 10 시 30 분 

장소 :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3 층, Jade 룸 

          (서울 중구 소월로 50) 

 

시간 행사내용 

10:30-11:00 참가자 등록 및 커피 타임 

 
좌장: 

Prof. Byoung-In Sang, Professor at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상병인 교수) 

11:00-11:10 좌장의 환영 인사 및 도입말 

11:10-12:00 

기조 연설 

 

“독일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바이오가스 에너지의 역할” 

Mr. Jae-Myung Kim, Sales Representative Korea,  EnviTec Biogas (EnviTec 

Biogas 한국판매담당/한국영업대표 김재명 대표)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관련 정책 및 시장 현황 “ 

Ph.D. Jun-Sang Lee, Supervisor, HQ of Eastern Metropolitan Are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Facility Management,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설계팀 이준상 차장)  

12:00-13:00 패널 토의, Q&A 및 오픈 토론_오찬 (Leading by 좌장) 

13:00-13:10 행사 맺음말 

13:10-13:30 네트워킹 

 

한독상공회의소 담당자: 

정지희 부장, 02-3780-4690, jhjeong@kgcci.com 

조설희 사원, 02-2780-4692, shjo@kgc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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