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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TEL.-                Fax.-
E-mail.-                  홈페이지. -

㈜지성큐앤텍 

회사소개 제품소개

(주)지성큐앤텍은 1995년 창업하여 알루미늄 및 특수강 용접제품의 

개발 및 생산 전문업체로 성장해 왔으며, 국내외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축적된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대형 박판 용접구조물, 플랫폼 등 방위

산업용 부품의 개발 및 제조를 주력사업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산화탄소 재활용 글로벌 선진기술업체와 제휴하여 온실

가스 전환기술의 상용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9년 수소에너지 

사업에 진입함으로써 기계산업 및 환경에너지 사업의 융합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환경에너지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탄소자원화 

사업, 수소충전소사업 및 그린수소제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탄소자원화 사업

 탄소자원화 사업에서는 온실가스의 주요소인 이산화탄소를 수소 

 및 일산화탄소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서는 저온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수소 및 일산화탄소 

 로 전환하게 됩니다. 당사에서는 저온 플라즈마가 적용되는 반응기 제작 

 및 반응기 전후단계의 설비구축을 수행합니다. 

· 수소충전소 사업

   수소충전소 사업에서는 On/Off-Site 및 P2G 연계형 수소충전소 설비 

 구축을 수행합니다. On-Site형 수소충전소는 개질형, 수전해, 개질 

 가스분리 등이 포함됩니다.  Off-Site, P2G 연계 수소충전소 설비구축 

 에는 유럽형 패키지 수소충전소 설비가 적용되며, 독일형 압축패키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그린수소제조사업

 그린 수소제조 사업으로 P2G 연계 수전해 수소제조, 개질기형 수소 

 제조 및 탄소자원화 설비 운용 수소제조 설비구축을 수행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수소 생산을 활용한 그린 하이웨이 및 

 수소타운 형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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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UNG Q&TECH Co.,Ltd.

 Company profile Export product

Established in 1995, Jisung Q&T Co., Ltd. has grown into a 
specialized company in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aluminum and special steel welding products. Based on 
accumulated infrastructure technology related to domestic 
and overseas defense industry, We are developing and 
manufacturing parts for defense industry such as large-
sized thin plate welded structures and platforms as our core 
business.
Since 2013, it has been participating in the commercialization 
of greenhouse gas conversion technology in partnership with 
global advanced technology companies that recycle carbon 
dioxide. By entering the hydrogen energy business in 2019, 
we are promoting the convergence of the mechanical and 
environmental energy businesses.
Our environmental energy business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e carbon upcycling business, the hydrogen 
refueling station business, and the green hydrogen production 
business.

• Carbon Upcycling business
In the carbon upcycling business, The key is to convert carbon 
dioxide, a major component of greenhouse gases, into hydrogen 
and carbon monoxide. Here, we use low temperature plasma 
to convert carbon dioxide into useful hydrogen and carbon 
monoxide. Our company manufactures reactors to which low-
temperature plasma is applied and constructs facilities before 
and after the reactor.

• Hydrogen Energy business
Green hydrogen manufacturing business, P2G-linked hydrogen 
generation, hydrogen reforming, and hydrogen production 
facility construction. In addition, we are promoting the green 
highway and hydrogen complex formation project that utilize 
the production of hydrogen for generating renewable energy.

• HRS(Hydrogen Refueling Station) business
In the HRS business, we build on/off-site and P2G-linked HRS 
facilities. On-site HRS include reforming, water electrolysis, and 
reformed gas separation. The off-site, P2G-linked HRS facility is 
equipped with the European package HRS facility, and Where 
compression package that made in Germany is an important 
element.

- 
TEL.-       Fax.-
E-mail.-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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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129번길 7
대표자명. 노은식     TEL. 070-4707-8421     Fax. 055-901-0146
E-mail. hslee@dklok.com     홈페이지. dklok.com

디케이락㈜ 

회사소개 제품소개

최상의 제품으로 고객 만족을 실천하는 계장용 Fittings & Valves 

전문 기업인 디케이락은 자사 브랜드인 DK-Lok으로 조선,해양, 

원자력 및 수력

화력 발전은 물론 석유,정유,화학,CNG & NGV, 반도체 장비 등 전방

산업에 걸쳐 전체 매풀의 60% 이상을 전세계 46개국 80여개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생산설비 투자를 

비롯해 신기술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 양성과 연구개발을 통한 성장 

기반을 갖추고 세계 각국 고객의 품질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품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중인 준비된 기업입니다.

구조 및 특징

· 피팅
배관을 수평,수직 등을 연결해 주는 장치로 도구나 장비 없이 손쉽게 

배관을 연결해 유체 이송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유체의 종류,온도 및 

압력에 제한성이 거의 없어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의 파이프 배관이 아닌 튜브를 사용함으로써 경비 절감,작업 및 취급 

용이성,관리의 효율성 등이 향상되었습니다.

· 밸브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여닫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 배관시스템 구

성시 필수 제품이며 Shut-off, 방향 전환, 역류 방지, 고압 보호 등의 중

요한 기능을 가집니다. 고압가스뿐만 아니라 유,공압 등

적용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주요 전시 품목

· 수소 피팅 및 벨브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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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olden root-ro 129beon-gil, Juchon-myeon, Gimhae-si, 
Gyeongsangnam-do, South Korea 
TEL.+82-70-4707-8421    Fax.+82-55-901-0146

E-mail.hslee@dklok.com     Website.dklok.com

DK-LOK

 Company profile Export product

We continue to strengthen our basis for growth through 
continued product facility investment, human resources 
training, and R&D, toward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owing to the offshore plant era, we are recording growth in 
both domestic and overseas sales volume.

Technically, we are second at the global level and first at the  
national level, to haver acquired the certification of ASMEN, 
NPT, NS STAMP.

Moreover, we have received product certification and testing 
from global certification agencies, which are such classified 
institutions as LR, GL, ABS, DNV, RWTUV, NK, and KR.

Hence, we are able to ensure the provision of high quality 
products and service that meet the product quality needs of 
global high tech industry customers.

Our priority will be, above all, to achieve the highest product 
quality and technical capacity to meet the product quality 
needs of our customers, to contribute to value creation for 
our customers, and thereby ensure mutual development and 
become the world's best company in the FItting & Valve design 
and Manufacturing industry.

Structure & Teatures
• Fitting
Tube fitting onnects a tube section to another tube, pipe, 
hose or tube components(e.g. valves)

•Valve
Valve is regulates the flow of a medium (liquid or gas) or 
pressure within a fluid system

Displaying item
• Hydrogen Fitting &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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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리스㈜ 

회사소개 제품소개

에너리스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에 선정

된 태양광 대여사업자로서, 대여사업을 통해 설치비용 없이 태양광 

설비를 고객에게 대여함으로써 대여 기간 동안 전기료 절감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조 및 특징

· 주택,아파트 태양광 대여사업

주요 전시 품목

· 

A-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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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Lease Co.,Ltd.

 Company profile Export product

Eneris is a solar energy rental business selected for the solar 
energy rental project organized by the Korea Energy.

Corporation, and it provides electricity cost reduction and 
quality service during the rental period by leasing solar energy 
facilities to customers without installation cost.

Structure & Teatures
• Housing, apartment solar rental business

Displaying item
• 

- 
TEL.-       Fax.-
E-mail.-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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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 

회사소개 제품소개

주)기선은 시대적 흐름인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요구하는 녹색성장 

(Green Growth)을 위하여 태양에너지 사업, 풍력에너지 사업 및 친환경 

플랜트 사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및 경험을 축적,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미래와 후손들을 위한 대안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인류가 

함께 해야 할 핵심적인 에너지사업으로 당사는 신재생에너지 연구 

개발, 설계, 시공뿐만 아니라 운전/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Total 

Solution을 제공하고 있는 전문기업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무심히 버려지는 에너지원을 획기적으로 활용하여 

저비용, 고효율 제품을 공급하며, 자연 친화적인 생활공간을 만드는데 

그 일익을 담당할 것입니다.

주요 전시 품목

· 에너지신사업

 - 태양광 대여사업(주택 및 아파트)

 - 태양광 발전사업 컨설팅

 - 시스템 설계 (전기+구조+통신)

 - 태양광 발전사업,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 태양광 융복합사업, 설치의무화 사업

 - 태양광 연구용역 및 기술개발

 -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 개발

 -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개발

 - 나노융합소재산업(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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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UN CO.,LTD

 Company profile Export product

We, KISUN, have been maintaining and evolving our technical 
developments and experiences focusing on the solar energy 
projects, wind energy projects and green plant business for 
the sake of the needs of the times, Green Growth, requiring the 
harmony of the economy and environment.
New & renewable energy, an alternative for Earth's future and 
our posterity, is a key energy human should pioneer together; 
KISUN is a systematic new & renewable energy expert, 
supplying Total Solution including R&D,  design, installation as 
well as after-sales service.
We are commit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of supplying low-
cost, high-efficiency products utilizing thoughtlessly wasted 
energy in everyday life, and ultimate construction of eco-
friendly living space. 

Displaying item
• Energy Business
 - Solar rental business
 - Solar Power Business Consulting
 - System Design
 - Housing Support Projects  and Building Support Projects
 - Solar Fusion Business
 - Solar R&D
 -  New renewable energy 
 - Fusiontechnology source development

- 
TEL.-       Fax.-
E-mail.-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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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울산TP 기술혁신 B-10
대표자명. 이치윤     TEL. 052-977-9812     Fax. 052-977-9814
E-mail.iwantyi@naver.com     홈페이지. www.h2.or.kr

(사)한국수소산업협회

회사소개 제품소개

화석연료 소비의 확대에 의해서 발생되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세계 

공통의 주요 과제가 된 것이 오래된 현실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자연재생에너지의 도입과 이산화탄소의 

회수·저장 기술의 도입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소의 각종 자연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로부터 보전이 가능한 2차

에너지가 지속 가능한 수소에너지 경제 사회의 진입이 빠르게 현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소의 대량 도입이 가능한 수소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는 많은 과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수소시장 경제의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많은 변혁이 

필요하므로 산·학·연·관의 연대로서 문제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협회는 수소, 연료전지 기술과 수소관련 전후방 기술의 발전

을 도모하여 수소 산업이 조기에 발전하기 위한 모든 것을 공유하고, 

Infra를 구축하여 수소에너지의 도입·보급에 공헌하며, 해외 단체 및 

학회 등과도 상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수소산업의 발전에 

선도적인 폭넓은 활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구조 및 특징

· 

주요 전시 품목

· 수소산업 및 회원사 홍보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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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2, technological innovation,15, Jongga-ro, Jung-gu, Ulsan, 
Republic of Korea
TEL.+82-52-977-9812    Fax.+82-52-977-9814
E-mail.iwantyi@naver.com     Website.www.h2.or.kr

KOREA HYDROGEN
INDUSTRY ASSOCIATION

 Company profile Export product

- Structure & Teatures
• 

Displaying item
• 



16 172019 International Exhibition on H2 Energy & Forum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오곡로 124
대표자명. 권환주     TEL.055-589-8101     Fax.055-589-8020
E-mail.jjw7171@kwangshin.co.kr     홈페이지. www.kwangshin.com

광신기계공업㈜ 

회사소개 제품소개

산업용 압축기 및 CNG & 수소 충전소용 압축기 전문업체 구조 및 특징

· 석유 화학 및 산업전반에 필요한 공기 및 가스 압축기

주요 전시 품목

· 창원 수소충전소 미니어쳐 및 Brochure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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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Ogok-ro, Chirwon-eup, Haman-gun,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TEL.+82-55-589-8101    Fax.+82-55-587-3330
E-mail.jjw7171@kwangshin.co.kr     Website.www.kwangshin.com

KwangShin Machine 
Industry Co., Ltd.

 Company profile Export product

Professional Compressor system manufacturer of industrial & 
CNG & Hydrogen filling system

Structure & Teatures
• Compressor for Petrochemical & whole industry include H2 
filling system 

Displaying i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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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7길 58-27(공단동)
대표자명. 김재영     TEL.054-461-6600     Fax.054-462-6607
E-mail.nohsanggyu@gmail.com     
홈페이지. http : //ilsungmc.com/html/sub04_3.html

일성기계공업㈜ 

회사소개 제품소개

최고의 기술!  신뢰의 기업

2009. 05  -  FILM TENTER 개발/생산

2015. 01   -  NEW SUN SUPER - Ⅱ" Tenter 개발/생산

2016. 04   -  SECOND ION BATTERY COATING MC 개발/생산

2018. 12   -  5,000만불 수출탑 수상

구조 및 특징

· 텐타 (SUN SUPER - II )

건열처리기의 주력기종으로 열고정(Pre-heat Setting & Final 

heat Setting)을 통하여 가소성의 합섬유 및 혼방교직품의 피염물

에 있어 형태유지, 즉 폭, 길이, 밀도등의 조정과 안정화를 위하여 

이용되는 기계임

· 연속감량기 (APOLLO-TEX )

폴리에스테르 직물을 촉감이 좋고 윤택하게 하기위하여 가성소다에 

침적 후 스티밍(Steaming)에 의해 가수분해 시켜서 감량하고 그 

가수분해 생성물을 수세시키는 기계임.

주요 전시 품목

· 수소저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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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7, 1gongdan-ro 7-gil, Gumi-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TEL.+82-54-461-6600    Fax.+82-54-462-6607
E-mail.nohsanggyu@gmail.com    
Website.http : //ilsungmc.com/html/sub04_3.html

ILSUNG 
MACHINERY CO., LTD 

 Company profile Export product

Best technology! A company of trust

2009. 05  -   SUN SUPER - K" Tenter Development
2015. 01   -  NEW SUN SUPER - Ⅱ" Tenter Development
2016. 04   -  SECOND ION BATTERY COATING MC Development
2018. 12   -  50 Million Dollar Export Tower

Structure & Teatures
• Tenter ( SUN SUPER - II )
This major model of dry heat treatment system is used to 
stabilize and control width, length and density of materials to 
be dyed such as plastic synthetic fibers and spinning mixed 
yarn by means of pre-heat setting & final heat setting. 

• Continuous Weight Reducing Range(APOLLO-TEX)
 This system reduces the volume of polyester textile by 
hydrolysis with sodium hydroxide and steaming to achieve 
better touch feeling and glossy and it also washes out the by 
bi-products of hydrolysis. 

Displaying item
• hydrogen storage pressure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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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스텍

회사소개 제품소개

당사는 1991년 창립이후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가스와 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의 충전 시 필요한 충전 노즐을 제작하는 독일의 WEH GmbH 

Gas Technology회사와 Leak Test에 사용하는 Quick Connector

를 제작하는 WEH GmbH Verbindungstechnik 회사의 한국 단독 

대리점으로서, Nozzle, BreakAway, 고압 호스 및 Quick Connector

등 관련제품을 수입 , 판매 그리고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충전소에서 필수품인 충전 Nozzle 및 관련 제품을 주력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의 기계 가공 제품의 완성 단계에 

필수 과정인 Leak Test에 필요한 각종 Quick Connector와 

냉난방 공조기기의 제작 후 Leak 검사단계 및 냉매 주입에 필요한 각

종 Quick Connector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주요 전시 품목

· Hydrogen TK17 W/IR Nozzle (700Bar)

· Hydrogen TSA1 BreakAway Coupling (700 Bar)

· Hydrogen High Pressure Hose (700 Bar)

· Hydrogen TN1 Receptacle (700 Bar) 

· Hydrogen TSF2 Filter (700 Bar)

· Hydrogen TVR5 Check Valve (700 Bar)

· Hydrogen TK16 Nozzle (350 Bar)

· CNG TK16 Nozzle (200 Bar)

· CNG TSA6 BreakAway Coupling (200 Bar)

· CNG TSF5 Filter (200 Bar)

A-8

-
대표자명. -      TEL.-                Fax.-
E-mail.-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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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stec Inc.

 Company profile Export product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1,we HUSTEC INC. have been 
working with WEH GmbH Gas Technology, which manufactures 
filling nozzles for filling hydrogen gas and compressed natural 
gas used as fuel for hydrogen fuel cell vehicle(FCEV) and 
natural gas vehicle(NGV) and we have been working with 
WEH GmbH Verbindungstechnik which manufactures Quick 
Connectors.

We specialize in importing, selling and repairing related 
products such as Nozzle, BreakAway, High Pressure Hose for 
the hydrogen refueling stations and Quick Connector for the 
leak test.

Displaying item
· Hydrogen TK17 W/IR Nozzle (700Bar)

· Hydrogen TSA1 BreakAway Coupling (700 Bar)

· Hydrogen High Pressure Hose (700 Bar)

· Hydrogen TN1 Receptacle (700 Bar) 

· Hydrogen TSF2 Filter (700 Bar)

· Hydrogen TVR5 Check Valve (700 Bar)

· Hydrogen TK16 Nozzle (350 Bar)

· CNG TK16 Nozzle (200 Bar)

· CNG TSA6 BreakAway Coupling (200 Bar)

· CNG TSF5 Filter (200 Bar)

- 
TEL.-       Fax.-
E-mail.-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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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767(남산동)
대표자명. 강삼수     TEL.055-239-9000     Fax.055-239-9020
E-mail.ems2016@yesems.co.kr     홈페이지. -

이엠솔루션㈜ 

회사소개 제품소개

1987년 동우정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여 공작기계 및 방위산업, 

발전설비산업의 모든 기계 부품 가공과 조립, 생산을 하는 이엠코리

아로부터 2016년 물적분할한 이엠솔루션은  환경/에너지 사업에 집

중하여  수소스테이션을 건립하였으며 앞으로 다가올 신재생 에너지 

시대의 수소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구조 및 특징

· 수소제조장치 
2000년부터 수소에너지를 연구개발하며 국내 수전해 수소제조 기술을 선도
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과 수전해 수소제조장치를 연계하여 개발.판매 
중에 있습니다. 

· 수소충전소 보급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의 보급ㆍ확대를 위해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수전해 방식 수소스테이션 상용화 기술을 개발, 
보급(국내시장점유율 50%이상,12기 설치실적)하는데 선도
적 위치에 있으며 물을 전기분해 하여 제조된 수소를 압축, 저장 
하여 Dispenser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35MPa, 70MPa로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판매중에 있습니다. 

· 수소플랜트공급
알카라인 수전해 수소제조장치(600Nm3급)를 이용한 대형 수소플랜트 
개발. 공급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린빌리지 및 P2G 사업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활용  수전해장치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성. 보관하는 
P2G사업 및 수소발생기 및 압축기 ,저장고,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를 생성하는 
그린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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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Ungnam-ro, Seongsan-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TEL.+82-55-239-9000    Fax.+82-55-239-9020
E-mail. ems2016@yesems.co.kr     Website. -

EMSolution Co.,Ltd

 Company profile Export product

We started our business in 1987 under the name of Dongwoo 
Precision, and changed our name to EM Korea , and the 
company was listed on KOSDAQ in 2007 and divided company 
into EM Solution by specializing in environment and hydrogen 
business.  

Since 2004, we have developed alkaline Electrolysis and built 
a hydrogen refueling station using Electrolysis in Daegu in 
2012 ~ 2015. In Ulsan, 2019 of Jan, the government plans 
to build 310 hydrogen filling stations by 2022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hydrogen economy road map, and has 
announced its intention to produce hydrogen by electrolysis. 
EMS developed and delivered a large-scale Electrolysis in 2018 
and plans to complete the development of a special Electrolysis 
for hydrogen refueling s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plans in 2022. Currently, 10 hydrogen refueling 
stations have been built. Six are under construction and market 
share remains as top.

Structure & Teatures
-

Displaying item
• Water Electrolysis

• Hydrogen Refuel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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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비즈센터 A-1008호
대표자명. 김종우     TEL.02-3664-5015     Fax.02-3664-8118
E-mail.info@rheonik.kr      홈페이지. www.rheonik.kr

레오닉코리아

회사소개 제품소개

독일 레오닉는 질량 유량계를 전문으로 제조하고 있으며,

㈜레오닉코리아 당사는 1995년부터 국내에 레오닉 제품을 소개하기 

시작 했습니다. 질량 유량계는 유체의 흐름을 질량 단위로 환산하여 

보여주는 정밀한 계측기로 화학, Oil&Gas, 중공업, 자동차, 식음료, 

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빠른 서비스를 위하여 대전, 대산, 

울산,여수등산업단지에대리점을두고 협업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고객과동반자로써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 및 특징

레오닉 질량 유량계는 코리올리스 원리를 이용하여 액체, 기체 등

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내부 센서를 오메가 형태로 제작 

하고, 가운데에 Mass bar 와 Torsion rod 를 설치하여 외부의 노이즈 

및 진동영향을 적게 받아 안정적이고 탁월한 측정을 가능하게 설계 

하였습니다. 다른 장점으로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1/4~12인치까지 제조 가능하며 유량측정 범위는 

1g/min~1,500 t/h 까지 입니다. 재질은 기본 316SS Ti 이며, 

Tantalum, Hastelloy C,Monel, Inconel, Super Duplex 등 다양한 

재질로 제조 가능합니다. 

모델에 따라 최대 압력은  1,600Bar 이며, 온도 적용 범위는 -200 ~ 

+400 deg 입니다. 

또한, 수소충전소에 사용되는 Nozzle ,breakaway coupling,     

receptacle, hose 등도 함께 취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시 품목

· 질량유량계, 연료 주입 노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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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Yangcheon-ro, Gangseo-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82-02-3664-5015    Fax.+82-02-3664-8118
E-mail. info@rheonik.kr     Website. www.rheonik.kr

RHEONIK KOREA Co., Ltd

 Company profile Export product

- Structure & Teatures
-

Displaying item
• Mass Flowmeters, Refueling nozz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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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33
대표자명. 이동원     TEL.053-722-6715     Fax.053-722-6799
E-mail.dollby@onestx.com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sofc_forum

SOFC 산업화 포럼

회사소개

SOFC 산업화 포럼은, 발족 이후 SOFC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학술적 · 기술적 정보 교류와 더불어, 

전문성과 구체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산업 성과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SOFC 산업화 포럼은, 정책 개선, 홍보, 기술 교류 등을 공동 

활동을 통해 수소경제실현을 앞당기고 SOFC의 신속한 사업화 및 시

장 활성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 발족일

 2015년 8월

· 발족목적

 고효율 연료전지 SOFC 산업 발전 관련 업계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단일 창구 마련

· 회원수

 정회원사 22개사 / SOFC 관련 소재, 부품 시스템, 설비 등 전문 

 기업으로 구성

· 주요 사업

 - 국내· 외 기관과의 협력 및 연대 사업 추진
 - 공동 제안 활동 및 결과물 도출
 - 수소 및 연료전지 홍보를 위한 공동 전시 기획
 - 연료전지 국제표준화 전문위원회 및 SOFC KS 인증안 도출
 - SOFC 관련 각종 포럼(세미나, 워크샵, 연수 등) 및 간담회 실시
 - SOFC 관련 정책, 법, 제도 연구 및 제안
 - SOFC 기술 개발, 기술 동향 정보 조사, 분석 및 보급
 - 회원간 정보교환 및 발전을 위한 협력

· 정회원사 현황 

 STX중공업, 경동나비엔, 미코, 삼전순약공업, 유니온머티리얼, EG, 

 에이치앤파워, 케이세라셀, LTC, 씨엔아이, 피엔피에너지텍, 지필로스, 

 푸른기술에너지, 신넥앤테크, 한국유리공업, 이노윌, 두산, 대흥라디에터, 

 에이그라스, 하나이엠티, 디에코에너지, 인지컨트롤스

· 자문기관 현황

 한국가스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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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Dalseo-daero, Dalseo-gu, Daegu, Republic of Korea
TEL.+82-53-722-6715    Fax.+82-53-722-6799
E-mail. dollby@onestx.com     
Website. https://blog.naver.com/sofc_forum

SOFC
Commercialization Forum

 Company profile

The SOFC Commercia l izat ion Forum has  been 
continuing various activities to promote the SOFC 
industry since its establishment. We will not only go 
beyond merely exchanging academic information, 
but will also pursue practical industrial performance 
based on our expertise and specificity. The SOFC 
Commercialization Forum will continue its efforts to 
accelerate the realization of the hydrogen economy 
through joint activities such as policy proposals, 
promotions, PR and technical exchanges, and to secure 
the basis for rapid commercialization and market 
activation of SOFC.
· Established
  August 2015 
· Purpose 
   securing of unified communication channel for SOFC 
industry development
· Members
22 regular members/SOFCspecialty companie(materials, 
parts, systems, facilities, etc.)

· Major Activities
- Joint proposal activities: SOFC related laws, policies, systems,  
 and business planning
- Joint exhibition planning for promotion of hydrogen and fuel cell
- Promotion and cooperation of SOFC solidarity project with 
 domestic and foreign organizations
- Deriving SOFC KS certification and participated in the Expert  
 Committee o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Fuel Cells
- SOFC technology development, technology trend information 
 investigation, analysis and dissemination
- SOFC related seminars, workshops, conferences and meetings
- Cooperation for information exchange and development  
 among members

· Regular Members
STX Heavy Industries, KD Navien, MiCo, Samchun Pure Chemical, 
Union Materials, EG, HnPower, Kceracell, LTC, CNI, P&P Energytech, 
G-Philos, Pureuntek Energy, SYN NECH&TECH, INNOWILL, Doosan, 
DAEHEUNG RADIATOR, AGLASS, D-ECO ENERGY, INZI Controls

· Advisory organization
KOGAS (Korea Gas Corporation), KIST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ER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KEPRI (Korea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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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381
대표자명. 주원태     TEL.053-772-6024     Fax.053-722-6799
E-mail.dooha@onestx.com    홈페이지. www.stxhi.co.kr

STX중공업㈜

회사소개

STX 중공업은 40년 이상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디젤엔

진, 선박용 기자재 생산은 물론 다양한 핵심소재 및 기자재를 생산,판

매하고 있으며, 국내외 플랜트 시장에서 발전, 화공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미래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연료전지 시스템 (SOFC)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체 고유 기술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를 통해 중형 

및 대형 연료전지 시스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A-12

제품소개

구조 및 특징

· encube [가정·건물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 종류 : SOFC (Solid Oxide Fuel Cell)
 - 출력 : 1.0 ~ 1.2kW
 - 전기변환효율 (AC, LHV) ≥ 45%
 - 총 효율 ≥ 85%
 - 연료 : 도시가스 

· 보유 기술 및 역량 
 - SOFC　BOP 핵심부품 설계 및 제작
 - 시스템　최적 설계, 제어 및 모니터링 
 - 시스템 운전 특성, 신뢰성, 안전 및 환경 평가
 - 시스템 진단 및 유지 보수

· 인허가 현황
 - 가스용품 제조시설 허가 (연간 200대 생산 가능)
 -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용품검사 합격 -　“KGS AB 934 기준” 
  (SOFC 국내 1호, 제 18-27-001 호)
 -산업통상자원부 녹색기술인증 획득 - “SOFC 발전 시스템 설계,  
 제작 및 운전 제어기술” 부분 (SOFC 국내 1호, GT-18-00490)

· 수행 사업 현황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건물용 SOFC 시스템 실용화 기술개발” 과제 수행 중 (주관기관, 
 ‘18.10 ~ ’22.09) 
 - 한국에너지공단 2019년 건물지원사업(시적사업) 수행 중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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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Nammyeon-ro, Seongsan-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TEL.+82-53-772-6024    Fax.+82-53-722-6799
E-mail. dooha@onestx.com     Website. www.stxhi.co.kr

STX
Heavy Industries Co., Ltd.

 Company profile

STX Heavy Industries produces and sells a variety of 
core materials and equipment, as well as diesel engines 
and marine equipment, based on its accumulated 
technology and know-how for more than 40 years.
Also for sustainable management, from 2010, we have 
been pushing ahead with SOFC(Solid Oxied Fuel Cell) 
System business for a part of future technology.
Now, we plan to expand SOFC business area to medium 
and large scales based on our original technology and 
continuous development and investment.

Export product

Structure & Teatures
· encube [hydrogen fuel cell system for home and building]
 - Type: SOFC (Solid Oxide Fuel Cell)
 - Electrical power [kW] : 1.0 ~ 1.2
 - Electrical Efficiency (AC,LHV) ≥ 45%
 - Total efficiency ≥ 85%
 - Fuel: city gas

· Technology and Capability
 - Design and manufacture of core parts of SOFC BOP
 - System Optimal Design, Control and Monitoring
 - Test of system operation characteristics: durability, reliability,  
 safety and environment
 - System diagnosis and maintenance

· Status of Certification and Permission
 - Gas Products Manufacturing Permission (200 units per year) by  
 KGS (Korea Gas Safety Corporation) 
 - Gas Products Certification by KGS (18-27-001)
 - The Green Technology Certification by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GT-18-00490)

· Current Project Status
 -"kW Class Stationary SOFC System Demonstration", KETEP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019 NRE Building Subsidy", KEA (Korea Energy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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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테크노 2로 309-26
대표자명. 주원태     TEL.042-936-8866     Fax.042-936-8668
E-mail.swpark@nexcoms.com    홈페이지. www.nexcoms.com

㈜넥스컴스

회사소개

· 복합재료 제품, 전용장비 및 SYSTEM 설계

· 유/ 무인항공기개발 및 서비스 제공

· 구조해석/ 공정 개발/ 치공구 개발 등

A-13

제품소개

구조 및 특징

· 고정밀 위치인식 시스템
 - RTK-DGPS 기반 고정밀 위치인식 시스템을 탑재
 - 10cm 이내의 정밀 위치제어 및 이착륙 미션 수행 

· 악천후 미션 수행 
 - IP35등급의 방진 및 방수 기능으로 악천후 미션 수행 가능
 - 총 중량 80Kg급 대형드론으로15m/sec이상의 측풍에도 안정된 
 임무 수행

· 다양한 미션 수행
 - 긴급 물자 수송, 전투용 무기체계 탑재, 방송용 카메라 탑재

주요 전시 품목

· 다목적 대형드론/나래-35

· 다목적 대형드론/나래-40

· 수소연료전지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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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6, Techno 2-ro,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TEL.+82-42-936-8866    Fax.+82-42-936-8668
E-mail. swpark@nexcoms.com     Website. www.nexcoms.com

NEXCOMS Co., Ltd.

 Company profile

· Design and manufacture of composite products, 
dedicated equipment and systems.
· Development of manned/ unmanned aircraft and 
service
· Structural analysis, process development, dental tools 
development and product development through 
dedicated equipment.

Export product

Structure & Teatures
· High Precision Positioning System
 - RTK-DGPS based high precision positioning
 - Accurate take-off and landing within 10cm error range
· Bad Weather Mission Possible
 - IP35 rated dustproof and waterproof function enables bad  
 weather mission
· Perform Various Missions
 - Emergency goods transport
 - Possibly equipped with a combat weapon system
 - Possible equipped with a Heavy Broadcast Camera
· Easy and Convenient Operation
 - Fully automatic takeoff and landing
 - Waypoinnavigation and Geo-fence setting function
 - Automatic altitude control and obstacle avoidance function
 - Automatic control of pesticide application amount

Displaying item
• Multi-purpose/Narae-35
• Multi-purpose/Narae-40
• Hydrogen Fuel Cell Drone/H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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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쎄미켐

회사소개

A-14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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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JIN
SEMICHEM CO.,LTD.

 Company profile Export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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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녹산산단 27로 97 
대표자명. 문창환     TEL.051-970-0800     Fax.051-831-7920
E-mail.info@hy-lok.com    홈페이지. www.hy-lok.com

㈜하이록코리아

회사소개

하이록코리아는 1977년 7월 28일 창업 이래 Fluid & Control System 산
업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40년 이상의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535명의 
숙련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 산업을 비롯하여 육상과 
해상, 모든 산업현장에서 필수적인 Fluid & Control System의 기술력과 
노하우, 설치까지 하나의 턴키 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품질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국제적인 공인기관으로부터 ISO 
9001, ISO 14001, OHSAS 18001, ASME, CE MARK, KEPIC, ECE R110, 
EC 79 등을 취득하여 품질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엄격한 
품질관리와 완벽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된 수소가스 산업용 Tube Fitting, 
Valve, Regulator, Receptacle 제품은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수소 
연료 차량, 수소충전소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A-15

제품소개

구조 및 특징

· Fitting
 수소가스 배관을 연결하는 이음쇠 

· Fueling Receptacle 
 수소 충전소의 노즐과 수소차량 충전 주입구 연결

· Check Valve 
 - 수소 공급라인에 사용되는 수소가스 역류 방지

· Relief Valve 
 수소 공급라인에 미리 정해놓은 일정 압력을 넘었을 때 수소가스를  
 외부로 방출

· Ball Valve 
 Ball의 90도 회전에 의해 신속하게 수소가스 흐름 제어

· Pressure Regulator 
 수소가스 공급라인과 수소저장 탱크 사이의 압력 조절

주요 전시 품목

· 수소 가스용 피팅, 밸브, 레귤레이터, 리셉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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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Noksansandan 27-ro, Gangseo-gu, Busan, Republic of Korea
TEL.+82-51-970-0800    Fax.+82-51-831-7920
E-mail. info@hy-lok.com     Website. www.hy-lok.com

HY-LOK CORPORATION

 Company profile

Since its foundation on July 28, 1977, Hy-Lok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Fluid & Control System industry, with more 
than 40 years of experience and 535 skilled employees. 
We are doing a complete turnkey business to technology, 
know-how and installation of Fluid & Control System which 
is essential in hydrogen energy, onshore, offshore and all 
industrial field. ISO 9001, ISO 14001, OHSAS 18001, ASME, CE 
MARK, KEPIC, ECE R110 and EC 79 have been acquired from 
internationally accredited institutions for quality excellence 
and stability. The hydrogen gas industrial Tube Fitting, 
Valve, Regulator, and Receptacle are used in areas such as 
hydrogen fuel vehicles and hydrogen charging stations, 
which are popular as future industries, and are highly trusted 
by customers.

Export product

Structure & Teatures
· Fitting
 Connecting hydrogen gas line

· Fueling Receptacle
 Charging inlet to connect with nozzle

· Check Valve
 Preventing from a reverse flow in H2 supply line

· Relief Valve
 Releasing over-pressure in H2 supply line

· Ball Valve
 Controlling on/off operation by rotating a ball of the valve

· Pressure Regulator
 Adjusting the pressure between hydrogen supply line and   
 hydrogen tank

Displaying item
• Fittings, Valves, Regulators, Receptacles for Hydrogen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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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 서운일반산업단지,E-2 블록 로트 
대표자명. 하재청     TEL.032-328-9020     Fax.032-328-7664
E-mail.gb.choi@vastek.co.kr    홈페이지. www.vastek-group.co.kr

바스텍 그룹

회사소개

바스텍코리아는 10년 전 설립돼 소나트론 NDT 시스템의 정식 유통 업체로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 10년동안 바스텍코리아는 자동차, 기차, 항공우주 산업이 
한국에서 많이 발달하고 있고, NDT 시스템이 자동차, 비행기,기차,건물,파이프 
등 특정 부위 균열을 감지하는데 필수적이기 떄문에 매우 성공적이였다.

바스텍 코리아는 2018년 1월부터 바스텍 그룹으로 회사명을 교체하고 수소 
시장에 없어서는 안되는 수소 연료전지, 수소 발생기, 수소 충전기를 생산중이다.

A-16

제품소개

구조 및 특징

· 수소 충전소

주요 전시 품목

· 수소 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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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Block lot, Surun General Industrial Park, Gyeyang-gu, Incheon, 
Republic of Korea
TEL.+82-32-328-9020    Fax.+82-32-328-7664
E-mail. gb.choi@vastek.co.kr     Website. www.vastek-group.co.kr

VASTEK GROUP

 Company profile

Bastek Korea was established 10 years ago and started 
its business as a formal distributor of the sonatron NDT 
system.During the past decade, Bastec Korea has been very 
successful because the automobile, train, and aerospace 
industries are highly developed in Korea and the NDT 
system is essential to detecting cracks in certain areas such 
as cars, airplanes,trains, buildings,and pipes.
Since January 2018, Bastec Korea has changed its name 
to Bastec Group and has been producing hydrogen fuel 
cells, hydrogen generators and hydrogen chargers that are 
indispensable to the hydrogen market.

Export product

Structure & Teatures
• hydrogen station

Displaying item
• hydrogen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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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4길 61
대표자명. 정영식     TEL.055-224-0500     Fax.055-251-6071
E-mail.sales@bumhan.com    홈페이지. www.bumhan.com

범한산업㈜

회사소개

범한산업(주)는 1990년에 설립하여 해상용과 육상용 고압공기압축기 및 연료
전지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범한산업(주)는 최고의 설계와 생산 및 고객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탐구하여, 
정확하고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요구를 분석합니다. 

범한산업(주)은 귀사의 압축공기시스템과 연료전지시스템 관련하여 귀사의 
곁에서 귀사를 조력할 경쟁력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A-17

제품소개

구조 및 특징

국내 최초 잠수함영 연료전지를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만드는 범한

산업의 연료전지!

건물용 연료전지 5kW 출력의 수소타입 또는 도시가스 타입이 있습니다. 

건물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35%이상 에너지효율로 발전 

가능하며 1.5시간내 시동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수소/공기용 연료전지 연료전지 스택 및 시스템을 생산하는 연료 

전지 분야 글로벌리딩 파워셀과 협력을 통하여 제공하는 고신뢰성의 

1-100kW급의 연료전지 스택 및 시스템입니다.

수소충전소 범한은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HyNet) 출자 및 수소

충전소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시간당 수소전기차 6대, 수소전기

버스 2대 충전 가능한 수소충전소이며, 또한 수소추출기, 수소압

축기, 디스펜서를 포함하는 이동형 수소충전소입니다.

주요 전시 품목

· 연료전지시스템, 연료전지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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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Jayumuyeok 4-gil, Masanhoewon-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TEL.+82-55-224-0500    Fax.+82-55-251-6071
E-mail. sales@bumhan.com     Website. www.bumhan.com

Bumhan Co, Ltd.

 Company profile

Bumhan Co, Lt d. founded in 1990 has, produced the high 
pressure air compressors and fuel cell in both marine and 
overland fields.
Bumhan always dedicates to total increase of customer 
satisfaction with unsurpassed design, manufacture and 
customer service. Bumhan always find out what our 
customers really need first, analyzing their requirements to 
ensure that  we offer correct and complete solutions. With 
Bumhan lndustries, you can have a competent partner by 
your side supporting you throughout your whole value 
chain related with commissioning of the air-compressed 
system and fuel cell system.

Export product

Structure & Teatures
Bumhan's fuel cell products based on technology of fuel cell 
development for submarines !
Fuel cell systems for building power application There are 
systems operated with pure hydrogen or natural gas fuel. The 
systems can generate power of 5kW class using natural gas 
fuel and show energy efficiency more than 35% with start up 
time less than 1.5hour.
Hydrogen/air fuel cells 1-100kW calss fuel cell stacks and 
systems provided by cooperation with Powercell which is 
global leading company in the field of fuel cells.
Hydrogen station Bumhan Funded Korean Hydrogen Station 
Special Purpose Corporation(HyNet) and started hydrogen 
stationg. This hydrogen station can be charge 6 hydrogen 
electric cars and 2 hydrogen electric buses per hour. Also, 
it is mobile hydrogen station including hydrogen reformer, 
compressor, dispenser.

Displaying item
• Fuel cell system, Fuel cell s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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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1111호 경남과학기술진흥원
대표자명. 이원진     TEL.070-4393-2173     Fax.070-4393-2175
E-mail.sh.kim@gascomp.kr    홈페이지. www.gascomp.kr

㈜지티씨

회사소개

GTC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고객에게 세계 최고 
품질의 압축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975 년에 기계의 생산 및 개발과 
함께 Shinil 기계 산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1980 년대에 왕복 오일 프리 
압축기 및 건조기의 개발 및 생산을 시작했습니다.GTC는 2007 년에 CNG 
Compressor를 개발하고 석유 화학 공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대형 가스 압축기의 
개발 및 생산으로 두 번째 도약을 준비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마련 
했습니다. GTC는 ISO9001, 14001, OHSAS18001, ASME 'S'및 'U'스탬프 
인증을 포함한 다양한 인증을 획득했으며 왕복 압축기 분야에서 세계와 호흡 
하는 회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R&D 투자와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사고와 기술을 바탕으로 CNG 압축기와 국내 최초 24,000시간 연속 운전이 
가능한 유압 압축기, 고압 수소 가스 압축기 등 신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A-18

제품소개

구조 및 특징

· 수소충전소용 유압식 압축기

 - 최종압력 1,200Barg. 까지 압축 가능

 - 실린더 내부에 윤활유를 주입하지 완전 무급유식 청정한 압축 
 가스 생산

 - 컴팩트한 최적의 설계로 공간을 적게 차지하며 유지, 보수가 용이

 - 진동이 거의 없고 소음이 적고 기초 없이 설치 가능

 - 피스톤 속도가 매우 느려 동작이 부드럽고, 마모량이 적어 부품 
 수명 증가

 - 수냉식 Cooler 적용으로 냉각 효과가 높음

주요 전시 품목

· 수소충전소용 대용량 유압식 압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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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Changwon-daero 18beon-gil, Uichang-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TEL.+82-70-4393-2173    Fax.+82-70-4393-2175
E-mail. sh.kim@gascomp.kr     Website. www.gascomp.kr

GTC Co, Ltd.

 Company profile

GTC has supplied the compressors of world’s best quality to 
domestic and oversea customers based on the creative and 
innovative technology. First started its business as Shinil machine 
industry along with the production and development of machinery 
in 1975, started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reciprocating 
oil-free compressor and Dryer in the 1980’s.

GTC arranged new business opportunity by developing CNG 
Compressor in 2007 and preparing the second leap with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various big scaled Gas compressors 
which are used for the process of petro chemistry.

 GTC have acquired various certifications which include ISO9001, 
14001, OHSAS18001, ASME ‘S’ and ‘U’ stamp certification, we are 
developing as a company which breathes with the world in the field 
of reciprocating compressor. 

 We are grown up to be a global company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such as CNG compressor, Hydraulic compressor 
and High pressure hydrogen gas compressor of which Korea’s first 
24,000 hours continuous operation is available based on continued 
R&D investment and innovative thinking and technology for the 
future.

Export product

Displaying item
• High Capacity Hydraulic Compressor for Hydrogen Filling 
Station

Structure & Teatures
· Hydraulic Compressor for Hydrogen Filling Station
 - Can be compressor up to 1,200Barg.
 - Produces clean compressed gas without injecting lubricant in  
 the cylinder
 - Compact and optimized design, it takes up less space and 
 easy to maintain and repair
 - Minimal vibration and noise, no foundation
 - Extended component life with very slow&smooth piston 
 speed and low abrasion loss
 - High cooling efficiency by applying water coo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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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로 10번길 12
대표자명. 최규하     TEL.055-280-1114     Fax. -
E-mail. -     홈페이지. www.keri.re.kr

한국전기연구원

회사소개

한국전기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전기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지난 1976년 한국전기기기 

시험연구소로 처음 출발한 이후, 연구 분야에서는 대형 원천기술들을 개발 
하고 시험·인증분야에서는 세계적 경쟁력과 신뢰성을 가진 시험인증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40년 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상에
서 전기가 중심이 되는 '전기화(電氣化, electrification)'에 따른 대응 환경을 
구축하고, 신기후 체제와 4차산업(IoT) 등 관련 유망 융합 분야를 포함해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개발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A-19

제품소개

구조 및 특징

-

주요 전시 품목

· 수소자전거, Fuel cell 시뮬레이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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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Bulmosan-ro 10beon-gil, Seongsan-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TEL.+82-55-280-1114    Fax. -
E-mail. -       Website. www.keri.re.kr

KOREA
ELECTRO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Company profile

KERI is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ssociation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Since its foundation in 1976, 
KERI has developed large source technologies in the field 
of research and has grown into a world-class testing and 
certification laboratory in the field of testing and certification 
services. 
Based on the technologies and experiences accumulated 
over the past 40 years, KERI will build a responsive 
environment according to “electrification,” in which electricity 
becomes the center of daily life and focus on developing 
technologies that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port product

Displaying item
-

Structure & Teatures
-





캐나다국가관

재료연구소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녹색기술센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booth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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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 Glenlyon Parkway | Burnaby BC Canada V5J 5J8
대표자명.  Norman Chor, Senior Account Manager, Asia Pacific
TEL.1.604.412.8634      Fax. -
E-mail.  norman.chor@ballard.com     홈페이지. www.ballard.com/

220 Admiral Boulevard Mississauga, Ontario Canada L5T 2N6
대표자명. Alan Kneisz,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TEL.1.604.412.8634      Fax. -
E-mail.   akneisz@hydrogenics.com     홈페이지. www.hydrogenics.com

캐나다국가관

Ballard Power Systems

캐나다국가관
Hydrogenics

회사소개

회사소개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는 1989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설립된 연료 
전지 전문 기업입니다. 고 에너지 리튬 배터리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1979년 
에 설립된 발라드 리서치를 전신으로 하여, 2008년 기업명을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로 변경하였습니다. 

발라드는 PEM 연료전지 및 전력 시스템 개발 및 상업화에 성공한 글로벌 리더로서, 
 PEM 연료전지 제품의 디자인, 개발, 생산, 판매 및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라드의 연료전지는 교통수단 (버스, 트럭, 열차 및 선박), 휴대용 
 전력, 물류 운영,과 백업 전력에 응용되고 있고,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술 이전, 
 라이센스, 지적재산권 및 다양한 연료전지 어플리케이션의 지식 라이센싱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본사를 두고 있고, 
유럽, 미국, 중국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제닉스사는 산업용 및 상업용 수소 생산, 수소 연료전지, MW급 에너
지 저장 솔루션 디자인, 제조, 구축, 설치 분야 글로벌 리더입니다. 하이드로제
닉스의 글로벌 리더쉽은 우수한 기술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반면, 글로벌 시장에
서의 성공은 우수한 인적자원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직원, 엔지니어, 그리고 전
문가들은 더 깨끗한 에너지 미래로의 향하는 글로벌 전력 전환을 가속화 시키
고 있습니다. 

하이드로제닉스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 가공 및 충전소에 필요한 PEM과 알카라인 수소 발전기 

· 도심 버스, 상업용 차량, 유틸리티 차량, 전기 적재트럭과 같은 전기 차량에 

사용되는 수소연료전지 

· 독립 전력발전소, 열출력 (critical power) 및 UPS ( 무정전전원 장치) 시스템

을 위한 수소연료 설치 

·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에너지 저장 및 수송기술인 P2G (Power to Gas)  

기술 

캐나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에 본사를 둔 하이드로제닉스는 독일, 벨기에, 미
국에 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지사 및 수소 실치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하이드로제닉스는NASDAQ (HYGS) 과  TSX (HYG)  상장기업입니
다.

B-2

B-2

제품소개

제품소개

구조 및 특징

발라드사의 제품은 비용을 절감하고, 유연하게 응용가능한 연료 
전지 전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라드사의 대표적인 
제품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료전지 스택 

- 연료전지 모듈

 대중교통수단에 응용 (버스, 경전철 및 상업용 트릭 등) 

-연료전지 시스템

 백업 전력 시스템

-전력 관리 시스템

구조 및 특징

· 산업용 수소 전력기  
 - 실내설치 / 실외설치 / 전력소 솔루션 / 산업용 수소 서비스 및 유지보수 

 · 수소 에너지 저장 솔루션   
 - P2G (Power to Gas) / 수소 충전소 

 · 수소 에너지 저장 솔루션   
 - 수소전기기차 / 수소전기버스 / 수소차량내 전력공급 / 군용, 우주 
 항공 및 선박시설 

하이드로제닉스의 연료전지전력 모듈은 설치가 쉬운 수소젼력시스템을 
찾는 OEM에게 견고하고 유연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통합이 용이/높은 내구성/탁월한 성능/견고한 기술력/유틸리티 스케일의  
솔루션/멀티 메가와트 스케일 솔루션/ 높은 내구성/ 다이나믹하고 융통성 
있는 솔루션 제공

주요 전시 품목

· 연료전지 스택, 연료전지 모듈, 시스템 등

주요 전시 품목

· 수소발전기/연료전지 전력 모듈/ 수전해/ 수소충전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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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Norman Chor, Senior Account Manager, Asia Pacific
TEL.1.604.412.8634    Fax. -
E-mail. norman.chor@ballard.com     Website. www.ballard.com/

220 Admiral Boulevard Mississauga, Ontario Canada L5T 2N6
PRESIDENT.  Alan Kneisz,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TEL.1.604.412.8634    Fax. -
E-mail.  akneisz@hydrogenics.com    Website. www.hydrogenics.com

Ballard Power Systems

Hydrogenics

 Company profile

 Company profile

Ballard Power Systems Inc. was a British Columbia company 
incorporated in 1989. The original predecessor to Ballard was 
founded in 1979 under the name Ballard Research Inc. to conduct 
research and development on high energy lithium batteries. Ballard 
changed its name to Ballard Power systems Inc in 2008. 

Ballard is recognized as a world leader in PEM fuel cell and power 
system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Its principal business 
is the design, development, manufacture, sale and service of PEM 
fuel cell products for a variety of applications, focusing on its power 
product markets of Heavy-Duty Motive (bus, truck, rail and marine 
applications), Portable Power, Material Handing and Backup Power, 
as well as the delivery of the Technology Solutions, including 
engineering services, technology transfer, and the license and sale 
of its extensive intellectual property portfolio and fundamental 
knowledge for a variety of fuel cell applications.

Hydrogenics is the worldwide leader in designing, manufacturing, 
building and installing industrial and commercial Hydrogen generation, 
Hydrogen fuel cells and MW-scale energy storage solutions. While our 
leadership comes from our technology, our success is the result of one 
essential ingredient – the human one. It’s our people, our engineers, our 
experts who are accelerating a global “power shift” to a cleaner energy 
future.
We offer world leading expertise for a range of applications, including
 · PEM and alkaline Hydrogen generators for Industrial processes and 
Fueling stations
 · Hydrogen fuel cells for electric vehicles, such as urban transit     
     buses, commercial fleets, utility vehicles and electric lift trucks
 · Fuel cell installations for freestanding electrical power plants,   
     critical power and UPS system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 “Power-to-Gas” the world’s most innovative way to store and  
     transport energy
Hydrogenics’ location is in Mississauga, Canada with manufacturing 
facilities located in Germany, Belgium and United States. We have other 
corporate and sales offices, and Hydrogen installations, operating 
in several countries around the world. Hydrogenics Corporation is a 
publicly listed company on the NASDAQ (HYGS) and the TSX (HYG).

Export product

Export product

Displaying item
· Fuel cell stacks, modules, and systems etc 

Displaying item
· Hydrogen generator/ fuel cell power module/ electrolyzers / 
hydrogen refueling sation etc 

Structure & Teatures
Ballard’s product offering provides for a cost effective and flexible set 
of fuel cell power solutions. Ballard provides products in four distinct 
product classes

- Fuel cell Stacks 

- Fuel cell modules for public transit systems
 buses, light rail and for commercial trucks 

- Fuel cell systems
 Backup Power Systems 

- Power management system 

Structure & Teatures
·  Industrial Hydrogen Generators 
 - Indoor Installation / Outdoor Installation / Power Plant Solutions /  
 Industrial Hydrogen Service & Maintenance 
·  Hydrogen Energy Storage Solutions 
 - Power-To-Gas / Hydrogen Fueling Stations 
· Fuel Cell Power Systems 
 - Hydrail: Hydrogen Powered Trains / Hydrogen Powered buses / 
 Hydrogen Mobility Power / Defence, Aerospace and Marine / Stationary 
  & Stand-by Power 
Our fuel cell power modules offer a robust and flexible platform for OEMs 
looking for an easy-to-install hydrogen power system. 
Easy installation/High durability/Superior performance/Robust technology/
Utility scale solution/Multi-megawatt Platform/High durability/Dynamic & 
flex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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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국가관
InterTek

캐나다국가관
CSA Group 

회사소개

회사소개

인터텍은 세계적인 통합 품질보증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1,000개 이상의 연구소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약 4,300명의 직원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지난 130년 동안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텍과 일해왔으며,  
인터텍의 보증, 검사, 감사 및 인증 솔루션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CSA Group은 안전, 사회적 안녕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기
업입니다. 

표준 개발과 테스팅, 평가, 인증 분야에서 캐나다,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 리더
로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CSA Group 은 전세계 약 150여개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필요한 원스탑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2

B-2

제품소개

제품소개

구조 및 특징

인터텍의 글로벌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 
 기업의 운영, 서플라이 체인 및 품질관리 시스템에 내재된 위험을  
 분별하고, 줄여줍니다.

- 검사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품질, 안전, 지속가능성과 성능 기준을 
 만족시키고, 뛰어 넘는 방법을 평가해 줍니다.  

- 감사
 기업의 원재료, 제품과 자산의 사양, 가치 그리고 안전을 확인해 줍니다.

- 인증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가 모든 신뢰받는 외부내부 기준을 만족시킨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구조 및 특징

 · 표준 개발, 테스팅, 평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분야 

 -  건축 및 인프라 

 -  전기전자 

 -  환경 & 천연자원 

 -  연료전지 & 교통 

 -  건강 & 웰빙 

 -  관리 시스템 

 -  산업 기계 장비 

 -  석유 천연 가스 등 

주요 전시 품목

· 연료전지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성능 및 안전 

 테스팅은 물론 컨설팅/자문 서비스 제공 

주요 전시 품목

· 수소전기차 (FECV) 와 수소 충전소 관련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테스팅 과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산업 표준 기관. CSA 

Group은 FECV 제품과 부품의 고압 테스팅, 평가 및 인증 서비스 

제공 



49 2019 국제수소에너지전시회 및 포럼

Coquitlam, British Columbia, Canada 
PRESIDENT.  Sunny Minhas Global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 Alternative Fuels, Electrical & Network Assurance
TEL.+6016 217 0877     Fax. -
E-mail. sunny.minhas@intertek.com   Website. www.intertek.com

220 Admiral Boulevard Mississauga, Ontario Canada L5T 2N6
PRESIDENT.  Sean Allan
TEL. 1 604 244 6554     Fax. -
E-mail.  sean.allan@csagroup.org    Website. www.csagroup.og

InterTek

CSA Group 

 Company profile

 Company profile

Intertek is a leading Total Quality Assurance provider to industries 
worldwide. Our network of more than 1,000 laboratories and 
offices and over 43,000 people in more than 100 countries, delivers 
innovative and bespoke Assurance, Testing,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solutions for our customers’ operations and supply 
chains. For more than 130 years, companies around the world have 
depended on Intertek to help ensure the quality and safety of their 
products, processes and systems.

Intertek can sharpen your competitive edge 

· With reliable testing and certification for faster regulatory approval 

· Through rapid, efficient entry to virtually any market in the world 

· With Total Quality Assurance across your supply chain 

· Through innovative leadership in meeting social accountability 
    standards 

· By reducing cost and minimizing health, safety, and security risks 

· By becoming a TRUSTED BRAND 

CSA Group is a global organization dedicated to safety, 
social good, and sustainability. We are a leader in Standards 
Development and in Testing,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around the world including Canada, the U.S, Europe and 
Asia. Our mandate is to hold the future to a higher standard. 
CSA rely on an internationally-recognized company with 
a century of experience. CSA Group offers one-stop-shop 
certification services to help you access over 150 markets in 
the world. 

Export product

Export product

Displaying item
· Testing/Assurance/Inspection and Consulting services 

Displaying item
· Testing/assurance/certification service programs 

Structure & Teatures
· Assurance
Enabling you to identify and mitigate the intrinsic risk in your 
operations, supply chains and quality management systems. 

· Testing
Evaluating how your products and services meet and exceed quality, 
safety, sustainability and performance standards. 

· Inspection
Validating the specification, value and safety of your raw materials, 
products and assets. 

· Certification
Formally confirming that your products and services meet all trusted 
external and internal standards. 

Structure & Teatures
· CSA Group Standards cover a wide range of areas including
 -  Construction & Infrastructure 
 -  Electrical 
 -  Environment & Natural Resources 
 -  Fuels & Transportation 
 -  Health Care & Well-being 
 -  Management Systems
 -  Mechanical & Industrial Equipment 
 -  Petroleum & Natural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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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연구소

회사소개

재료연구소는 우리나라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속, 세라믹, 표면기술, 복합재료, 재료공정 등 재료관련 
연구개발과 기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시험평가 업무를 종합
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B-3

제품소개

구조 및 특징

-

주요 전시 품목

장기체공 연료전지 무인항공기 / 고성능 비귀금속 2차원 나노구

조 촉매 연료전지 탱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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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Changwon-daero, Seongsan-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TEL.+82-55-280-3792    Fax. +82-55-280-3369
E-mail.  jjh21@kims.re.kr      Website.  www.kims.re.kr

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Company profile

Korea Institute of Materials Science is a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 dedicated to conducting R&D in the field 
of metals, ceramics, composites, and surface technology.

Furthermore we are providing test / evaluation and technical

service to the companies in order to promote national 
materials industries.

A materials leading frontier, KIMS, is together with the 
MATERIALS KOREA. 

Export product

Displaying item
-

Structure & Teat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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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회사소개

B-4

제품소개

구조 및 특징

-

주요 전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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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 profile Export product

Displaying item
-

Structure & Teatures
-

KOREA GA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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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연구원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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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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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광주과학기술원 창업진흥센터 B동 305호
대표자명. 곽병성     TEL.010-3264-3517     Fax. 062-974-9512
E-mail.  suho.jung@gamil.com    홈페이지.  -

㈜오버플러스 파워

회사소개

㈜오버플러스 파워는

1.태양광-연계 수소재생연료전지 시스템개발과

 2. 다양한 수소생산 솔루션(개질설비 및 수전해설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7

제품소개

구조 및 특징

· 태양광-수소 기반 통신기지국 백업파워

· 도시가스 개질 설비(100 - 100,000 Nm3/h급)

· 알칼라인 및 PEM 수전해 설비(5 - 200Nm3/h급)

주요 전시 품목

· 통신기지국 백업파워

· 수소생산 솔루션(개질설비 및 수전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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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Cheomdangwagi-ro, Buk-gu, Gwangju, Republic of Kore
TEL.+82-10-3264-3517    Fax. +82-62-974-9512
E-mail.  suho.jung@gamil.com     Website.  -

OVERPLUS POWER Co., Ltd.

 Company profile

Overplus Power Co., Ltd. is a corporate that provides 

1. solar-hydrogen based regenerative fuel cell systems for 
telecommunication towers and

 2. various hydrogen supply solutions such as methane 
reforming facilities and water electrolysis facilities.

Export product

Displaying item
·  Telecom Tower Backup Power Supply

·  Hydrogen Supply Solution(Methane Reforming and Electrolysis)

Structure & Teatures

· Solar-hydrogen based telecommunication backup power 

· Natural gas reforming facilities (100 - 100,000Nm3/h)

· PEM and Alkaline electrolysis systems (100 - 100,000Nm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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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152
대표자명. 곽병성     TEL.042-860-3114     Fax. 042-861-62224
E-mail.  eugene@kier.re.kr     홈페이지.  www.kier.re.kr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회사소개

1977년 국가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국가 에너지와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가지 솔루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로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사용 효율을 높이며 산업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에너지효율·소재기술,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감축기술, 석유 및 석탄의 청정연료화 기술, 그리고 
해양에너지 및 시스템 융·복합을 포함한 에너지자립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에너지4.0을 선도하는 '에너지 혁신 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기술을 통한 'Plus energy sociery' 구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연료 연계 CCU 기술'개발, 에너지 
자립섬 실현을 위한 지역특성화 '에너지 융·복합기술' 개발을 
위한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해 지속 가능한 사회로 한발 더 
다가가며 세계 지구온난화를 막고 친환경 미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B-9

제품소개

구조 및 특징

· 가압형 모듈화 고순도 수소 생산 유닛 설계 기술

· 금속수소화물을 이용한 정치용 수소저장시스템

·  폐기물 에너지화를 통한 초고온 스팀 생산 기술

·  고효율 양방향 고온수전해-연료전지 발전기술

·  신재생 하이브리드 이용 미래 에너지저장 기술

·  그린수소 생산용 고효율 수전해 기술 및 수전해 표준평가시스템

주요 전시 품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에너지기술 분야 중 대표성과(고효율 

양방향 고온수전해-연료전지 발전기술 외 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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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Gajeong-ro, Yuse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TEL.+82-42-860-3114    Fax. +82-42-861-62224
E-mail.  eugene@kier.re.kr      Website.  www.kier.re.kr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Company profile

The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KIER), a non-profit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consistently focused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of energy technologies, thereby making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nation’s energy security.

In particular, KIER is committed to conducting R&D in the areas 
of energy efficiency, new and renewable energy, climate change, 
advanced materials, and marine and offshore wind energy.

Having grown steadily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77, KIER is now 
at the forefront of energy technology innovation and has achieved 
rapid improvements with some remarkable results, including 
setting records for the highest performance and technology transfer 
to industries. Furthermore, in order to achieve the globalization of 
advanced energy technologies and promote prosperity worldwide, 
KIER devotes a great deal of effort toward establishing collaborative 
partnerships with overseas entities through joint R&D, technology 
transfer, knowledge sharing, and personnel exchange

Export product

Displaying item
Korea Inst itute of  Energy Research's  representative 
performances in hydrogen energy technology (a total of 6)

Structure & Teatures

·  Design of a Highly Efficient Pressurized Modular Hydrogen
 Production Unit for On-site Hydrogen Supply
·  Metal Hydride System for Hydrogen Storage and Delivery
·  Development of super-heated steam production technology
 by waste to energy
· Highly efficient power generation technology using 
 reversible solid oxide electrolysis and fuel cell
·   Future Energy Storage Technology by Using Hybrid   
 Renewable Energy System
·   High efficient water electrolyzer for dynamic operation and
 Standard Electrolyzer Te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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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융합
얼라이언스추진단

회사소개

저탄소 수소경제 사회의 조기 달성을 목표로 수소에너지 확산 
및 수소 연관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 및 업체의 
창구 역할을 통해 정책과제, 제도개선 및 민간주도의 수소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등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부 및 기관에 전달하는 2017년에 
설립된 민관협의체

B-11

· 주요역할 및 사업

- 수소산업 정부 정책 및 법 개정 지원

- 민간주도의 수소생산, 공급 및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 가속화를  
 위한 SPC 설립 지원

- 시장 중심의 친환경 수소기술 개발 및 상업화 촉진

- 산업기술 경쟁력,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 강화/지원

- 국제표준주도와 국제협력, 홍보

- 수소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실증 검증

- 수소경제 로드맵 작성 및 개발 지원

- Working Group 운영

-
대표자명. -      TEL.-                Fax.-
E-mail.-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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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KOREA

 Company profile

H2KOREA founded in 2017 is an association as a bridge 
role that accelerates a hydrogen energy spread and related 
industry development for the vitalization of carbon-
free hydrogen economy. To achieve this goal including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related public and private 
sector, H2KOREA operates working groups and provides an 
industry voice to government or public.

· The primary activities

 -  Formulating policies and resolutions for the vitalization of 
 the H2 economy

 -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SPC(Special Purpose  
 Company) for the deployment of private-oriented HRS,  
 production and supply

 - Developing an eco-friendly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y 
 and commercialization

 - Leading an International Standard

 - Promoting H2 energy business and international & domestic  
 cooperation

 - Supporting the vitalization of a H2 industry technical 
 competitive strength and ecosystem such as the deployment  
 of FCEV & HRS

 - Designing and verifying sustainable business models for 
  activating H2 energy supply

 - Developing Hydrogen Economy Road map

 - Operating Working Groups

- 
TEL.-       Fax.-
E-mail.-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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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빌딩 17층
대표자명. 정병기     TEL.02-3393-3900     Fax. 02-3393-3919
E-mail.  -     홈페이지.  www.gtck.re.kr

녹색기술센터

회사소개

녹색기술센터(GTC)는 기후변화대응 기술·정책의 싱크탱크로서 
글로벌 포용·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녹색·기후기술 정책을 연구하고, 글로벌 기후
기술 협력 선도를 위한 전략 연구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기후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하겠습니다.

B-13

연구 분야

· 미래선도형 녹색·기후기술 정책 연구

· 녹색·기후기술 종합정보 생산

· 기술·재정·탄소시장 연계 전주기 기후기술협력 모델 연구

· 글로벌 기후기술 협력체계 구축 지원

· 현지 맞춤형 기후기술 융·복합 전략 연구

주요 전시 품목

기관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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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Toegye-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82-02-3393-3900    Fax. +82-02-3393-3919
E-mail.  -       Website.  www.gtck.re.kr

GREEN TECHNOLOGY CENTER

 Company profile

Green Technology Center(GTC) leads inclusive and 
innovative global growth as a climate change policy think 
tank. GTC researches national green climate technology 
policies for realizing a sustainable society and strategies for 
leading global climate technology diffusion. GTC ultimately 
aim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climate 
industry and respond to global climate change.

Displaying item
-

 Research Areas
·  Researches future-oriented green climate technology policies

·  Produces integrated green climate technology information

·  Researches a full-cycle model for climate technology diffusion 
 linked with the technology-finance-carbon market system

·  Assist building global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systems

· Researches climate technology integration strategies for 
 lo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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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5 자동차회관
대표자명. 정만기     TEL.02-3660-1894     Fax. 02-3660-1901
E-mail.   jung@kama.or.kr     홈페이지.  www.kama.or.kr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사소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맞추어 

수소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수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

키기 위해 오는 2020년 3월 18일부터 20일 까지 킨텍스에서 

‘2020수소모빌리티+쇼’를 개최합니다.

B-14

제품소개

구조 및 특징

-

주요 전시 품목

2020수소모빌리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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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Banpo-dae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82-02-3660-1894    Fax. +82-02-3660-1901
E-mail.   jung@kama.or.kr      Website.  www.kama.or.kr

Korea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Company profile

-

Export product

Displaying item
-

Structure & Teat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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