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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회의 개요

APEx (Association of 세계 전력거래기관
Power Exchanges)

연합회 회의

GO15 (Grid Operator

세계 15대 대형

15, 구 VLPGO)

계통운영자 총회

주요 참여국/기관
북미 (PJM, IESO
등), 유럽 (Nord
Pool, EEX 등) 등
북미 (PJM, MISO
등), 유럽 (RTE,
NGC 등) 등

결과 및 추진계획
연차회의 참석
’06 서울총회 주최
GB회의 및
연차총회 참석

CIGRE (Conseil
International des

국제 대전력망

90여 국가의 학술

심포지엄 및

Grands Reseaux

기술회의

단체 및 유관기관

정기총회 참석

Electriques)
APER (Asia Pacific
Energy Regulatory
Forum)
EISG (Energy
Intermarket
Surveillance Group)

아태지역 에너지
규제기관 교류회의
전력시장
감시협의회
PJM과의 기술,

PJM 연례회의

현안, 인적 교류를
위한 경영진 회의

구주전력 기술회의

ESCJ 기술교환회의

중국, 인도, 일본
등의 규제기관
등), 호주 (AER),

미국 PJM (중북부
계통운영자)

기술, 현안 교류를

(큐슈지역

위한 회의

전력회사)

ESCJ와의

일본 ESCJ

전력수급, 계통

(전력계통

운영 관련 회의

이용협의회)

기술동향 교류회의

’16 총회 주최예정

심포지엄 참석

필리핀 (PEMC) 등

일본 구주전력

사용자그룹 대상

총회 참석

북미 (PJM, IESO

구주전력과의

Alstom EMS
Alstom 컨퍼런스

미국 (FERC), 호주,

미국 Alstom
(전력기술회사)

회의 주최 및 참석

회의 주최 및 참석

연례회의 참석

연례회의 참석

국제협력 관련 연도별 참여 현황
대상

2010년

2011년

연차회의(3월, 호주)

연차회의(3월, 인도)

연차회의(10월, 아일랜드)

연차회의(10월, 브라질)

APEx

2012년
연차회의(11월, 인도)

북경 워크숍(3월, 중국)

-

GB회의(4월, 중국)

GB회의(9월, 일본)

GO15

2013년

2014년
연차회의(10월, 폴란드)

GB회의(3월, 호주)
GB회의(4월, 영국)

GB회의(4월, 브라질)

GB회의(9월, 러시아)

연차총회(10월, 스페인)

GB회의(9월, 인도)
GB회의(9월, 남아공)

GB회의(9월, 이탈리아)

연차총회(11월, 프랑스)

심포지엄(4월, 브라질)

정기총회(8월, 프랑스)

연차총회(10월, 중국)

워크숍(2월, 말레이시아)

CIGRE

심포지엄(4월, 포르투갈)

정기총회(8월, 프랑스)

정기총회(8월, 프랑스)

APER

-

EISG

정기회의(9월, 필리핀)

PJM

연례회의(10월, 스페인)

구주전력 기술회의(5월, 서울)

-

-

연례회의(11월, 서울)

-

1차 총회(미국)
- 미가입, 불참

-

2차 총회(8월, 뉴질랜드)

-

심포지엄(4월, 캐나다)

-

-

연례회의(10월, 서울)

-

-

-

간담회(1월, 일본)

ESCJ

기술교환회의(11월, 일본)

기술교환회의(11월, 일본)

연례회의(10월, 일본)

연례회의(10월, 서울)
연례회의(11월, 나주)

Alstom

컨퍼런스(6월, 미국)

컨퍼런스(6월, 미국)

컨퍼런스(6월, 미국)

컨퍼런스(6월, 미국)

컨퍼런스(6월, 미국)

대상

2010년

2011년

아세안 에너지 규제기관
컨퍼런스(2월, 태국)
원자력 전문가 컨퍼런스
(9월, 오스트리아)

기타

CEPSI 2010
(AESIEAP 관련)
(10월, 대만)
Gridweek 2010
(10월, 미국)
APP(아시아 에너지 기구)
시장개발 포럼(11월, 호주)
Smart Grid Asia 2010
(12월, 베트남)

2012년

2013년

2014년

ICEE 학술대회
(7월, 일본)
ISF 심포지엄
(6월, 체코)
ICEE 학술대회
(7월, 홍콩)
Gridweek 2011
(9월, 미국)
SMARTricity Asia
Congress (9월, 중국)

AERN(아시아 에너지
규제 네트워크) 세미나
(3월, 태국)
PES(태평양 에너지회의)
(3월, 베트남)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컨퍼런스(3월, 일본)
ASEF(아시아 태평양
에너지 포럼) (4월, 인도)
4차 한일 그린파트너쉽 라운드
(11월, 일본)

ICEE 학술대회
(7월, 중국)
GENARA 컨퍼런스
(환경-에너지 박람회)
(2월, 스페인)
한-터 에너지 워크숍
(6월, 터키)

전력계통 워크숍
(3월,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