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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명 칭 

2021수소모빌리티+쇼 (H2 MOBILITY+ENERGY SHOW 2021)

■ 기 간 

• 장치기간 : 2021년 8월 22일(일) ~ 9월 7일(화), (17일간)

• 전시기간 : 2021년 9월 8일(수) ~ 11일(토), 10:00 ~ 17:00, (4일간)

• 온라인 개막식 : 2021년 9월 8일(수) 09:30
• VIP 전시장 투어 : 2021년 9월 8일(수) 14:00
• 철거기간 : 2021년 9월 12일(일) ~ 14일(화), (3일간)

■ 장 소 

킨텍스 제2전시장 9홀(9홀 : 13,238㎡, 로비 : 700㎡)

■ 주 최 

수소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에너지네트워크, 한국수소산업협회

■ 주 관

수소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KOTRA
KINTEX

■ 후 원

산업통상자원

환경부

국토교통부

■ 주빈국

스웨덴

■ 전시품목

• 수소모빌리티 분야

- 수소차, 수소드론, 수소선박, 수소건설기계, 수소차 부품, 수소 자전거, 수소 이륜차 등

• 수소충전인프라 분야

- 수소충전소, 수소생산•저장•운송, 소형 수소 모빌리티 충전기 등

• 수소에너지 분야

- 연료전지(모빌리티용, 건물용, 발전용 등),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풍력 등)

■ 행사구성

전시회, 부대행사 등

2021수소모빌리티+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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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프로그램

■ 전시규모

12개국 154개사 참가(기업 : 120개사, 기관 및 단체 : 34개)

■ 참관객수

총 27,446명(국내 : 27,131명, 해외 : 315명)

일 자 9. 8(수) 9. 9(목) 9. 10(금) 9. 11(토) 합 계

참관객수 6,548 7,528 7,765 5,605 27,446

■ 언론인수

280명

● 온라인 개막식 및 VIP 전시장 투어

● H2 Innovation Award

● 국제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포럼

● Korea H2 Business Summit

● KOTRA 비즈니스 상담회

● 국제수소컨퍼런스

● 수소산업 온라인 세미나

● 수소분야 지식재산 스타트업 투자유치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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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목적은 무엇입니까?

구 분 응답수 응답률

회사 및 제품홍보 90 39.5%

동향 파악 53 23.2%

거래처 발굴 41 18.0%

정보 획득 38 16.7%

기 타 6 2.6%

합 계 228 100%

참여기업 설문조사 (원문.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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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참가 성과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합계

전반적인 만족도 0 0% 0 0% 8 9% 48 51% 38 40% 9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0 0% 2 2% 57 61% 25 27% 10 11% 94

판매(수출) 계약 체결 1 1% 6 6% 55 59% 25 27% 7 7% 94

브랜드 및 제품 인지도 향상 0 0% 0 0% 12 13% 50 53% 32 34% 94

고객 및 파트너 관계형성 0 0% 1 1% 16 17% 50 53% 27 29% 94

정보수집 0 0% 0 0% 12 13% 53 56% 29 31% 94

전반적인 만족도

브랜드 및 제품 인지도 향상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고객 및 파트너 관계형성

판매(수출) 계약 체결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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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부대행사 중 가장 만족한 행사는 어떤 것입니까?

구 분 응답수 응답률

개막식 및 초청인사 전시장 관람 투어 64 28%

국제수소 컨퍼런스 33 14%

AVING 참가업체 및 전시회 LIVE 방송 33 14%

KOTRA 비즈니스 상담회 29 13%

국제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포럼 25 11%

수소산업 온라인 세미나 23 10%

H2 Innovation Award 21 9%

합 계 22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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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동 전시회에도 참가할 의사가 있습니까?

구 분 응답수 응답률

참가할 것이며 부스 규모 확대 61 65%

참가할 것이며 부스 규모 동일 9 10%

참가할 것이며 부스 규모 축소 7 7%

참가할 것이며 부스 규모 미정 2 2%

참가하지 않을 것임 1 1%

미정 14 15%

합 계 9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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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

15%
2%

1%

 참가할 것이며 부스 규모 확대

 참가할 것이며 부스 규모 동일

 참가할 것이며 부스 규모 축소

 참가할 것이며 부스 규모 미정

 참가하지 않을 것임

 미정

10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구 분 응답수 응답률

10대 23 1.9%

20대 199 16.8%

30대 258 21.7%

40대 323 27.2%

50대 268 22.6%

60대 이상 117 9.8%

합 계 1,188 100%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구 분 응답수 응답률

서울 422 35.5%

경기 458 38.6%

인천 86 7.2%

경상도 105 8.8%

전라도 41 3.5%

충청도 58 4.9%

강원도 16 1.3%

제주도 2 0.2%

합 계 1,188 100%

관람객 설문조사 (원문. 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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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항목에 대한 2021수소모빌리티+쇼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구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합계

전시회 방문 성과 36 3.0% 16 1.3% 235 19.8% 564 47.5% 337 28.4% 1,188

참가업체

출품 수준
30 2.5% 43 3.6% 280 23.6% 526 44.3% 309 26.0% 1,188

부대행사

프로그램
35 2.9% 85 7.2% 458 38.6% 380 32.0% 230 19.4% 1,188

감염병 방역 34 2.9% 30 2.5% 211 17.8% 548 46.1% 365 31.7% 1,188

전시회 운영 22 2.7% 48 4.0% 277 23.3% 525 44.2% 306 25.8% 1,188

전시회 방문 성과

감염병 방역

참가업체 출품 수준

전시회 운영

부대행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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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수소모빌리티+쇼에서 가장 주목한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응답수 응답률

수소모빌리티 830 39.1%

수소충전인프라 644 30.3%

수소에너지 596 28.1%

International Pavilion 53 2.5%

합 계 2,123 100%

39.1%

30.3%

28.1%

2.5%

 수소모빌리티

 수소충전인프라

 수소에너지

 International Pavi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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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막식 행사개요

•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9:30 ~ 10:00

• 장 소 : 킨텍스 제2전시장 조직위원장실

• 세부일정 :

구 분 시 간 내 용 장 소

개막사 9:30 ~ 9:40(1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수소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제언
킨텍스 제2전시장

조직위원장실전시회

브리핑
9:40 ~ 9:50(10‘) 수소모빌리티+쇼 주요사항 안내

Q&A 9:50 ~ 10:00(10‘) 질의응답 온라인

• 온라인 개막식 스케치

VIP 전시장 투어 행사개요

•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14:00 ~ 15:00

• 장 소 :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입구

온라인 개막식 및 VIP 전시장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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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일정 :

구 분 시 간 내 용 장 소

사전 환담 13:40 ~ 14:00(20‘)
참여기업 CEO 환담

(주요 내빈 10명)

킨텍스 제2전시장

조직위원장실

기념사진촬영 14:00 ~ 14:05(05‘)
참석 VIP 무대등단 도열 後

기념촬영
전시장 입구

전시장 투어 14:05 ~ 15:00(55‘) 주요기업 부스 방문 전시장

전시장 투어

• 진행방법 :

-  기념 촬영 후 주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을 방문하고, 해당 부스 내 출품 컨텐츠 및 

주요 특징을 기업 및 기관 등에서 설명

-  각 사 음향 장비 또는 이동형 마이크를 이용하여 기업 및 기관 담당자가 발표

• 전시장 투어 동선 :

1. Hynet

2. H2Korea

3. KOTRA

4. SK E&S

5. 스웨덴 대사관

6. 한국가스공사

7. 두산그룹

8. 창원산업진흥원

9. 비케이엠

10. 효성중공업&린데

11. 빈센

12. 현대중공업그룹

13. 일진하이솔루스

14. 포스코그룹

15. 에이리퀴드

16. 삼정이엔씨

17. 동화엔텍

18. 에이프로덕츠

19. 코오롱그룹

20. 현대자동차그룹

21. 한국수소산업협회

16



• 개막식 스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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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 개최목적

• 수소 및 모빌리티 산업 강국의 위상에 맞는 기술 전문 프로그램 필요성 대두

• 혁신기술 보유기업 발굴 및 수소 모빌리티 업계 교류 활성화

• 시상을 통한 수소 및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수상자 동기부여

■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 15:30 ~ 16:00

■ 장 소 : 킨텍스 제2전시장 401호

■ 주 최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 주 관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출품분야

• 수소모빌리티 분야

- 수소차, 수소드론, 수소선박, 수소건설기계, 수소차 부품, 수소 자전거, 수소 이륜차 등

• 수소충전인프라 분야

- 수소충전소, 수소생산 저장 운송, 소형 수소 모빌리티 충전기 등

• 수소에너지 분야

- 연료전지(모빌리티용,건물용, 발전용 등),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풍력 등)

심사결과

구 분 업 체 명 수 상

수소

모빌리티

빈센 우수상

현대모비스 최우수상

호에비거 우수상

수소충전

인프라

동화엔텍 최우수상

마그마 우수상

삼정이엔씨 우수상

한국가스공사 두산퓨얼셀 우수상

H2 Innovation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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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Innovation Award 스케치H2 Innovation Award

수소

에너지

비케이엠 최우수상

크래프트파워콘 우수상

포스코SPS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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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향

• 국제 협력 강화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포럼 개최

행사개요

•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 10:30 ~ 14:45

• 장 소 : 킨텍스 제2전시장 401, 402호

• 주최•주관•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현대자동차

• 주요 내용 : 국제 민간 수소산업 협력기구 발족, 국가별 수소산업 동향 발표

프로그램 (전체 LIVE 중계, ZOOM)

시 간 내 용 발 표 자

10:30~10:40 (10‘) 개회 선언 및 환영사
문재도 회장

수소융합얼라이언스

10:40~10:45 (5‘) 축사
박기영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10:45~11:00 (15‘)
글로벌 수소협회 얼라이언스(GHIAA)

공동선언 체결식
공동의향서 참여기관

11:00~11:10 (10‘) 장내 정리

11:10~12:20 (70‘)

기관별 주제발표 (1)
- 국가별 수소경제 이행전략 및 산업동향

•기관별 10분 자유주제 발표

H2KOREA
Hydrogen Europe

FCHEA
CHFCA

AHC
DWV

HFCAS

12:20~13:30 (70‘) 오찬

13:30~14:40 (70‘)

기관별 주제발표 (2)

- 국가별 수소경제 이행전략 및 산업동향

•기관별 10분 자유주제 발표

UK HFCA
AeH2
IHFCA
NWBA
NHF
FH

H2CHILE

14:40~14:45 (5‘) 폐회 및 퇴장

국제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포럼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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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포럼

국제 수소산업협회 얼라이언스 포럼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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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소컨퍼런스

04
운영방향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수소협단체를 통하여 국가별 수소산업 현황 및 비전 공유

행사개요

• 일 시 : 2021년 9월 10일(금) 10:00 ~ 16:00

• 장 소 : 킨텍스 제2전시장 401, 402호

• 주최•주관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환경재단, 국회수소경제포럼

• 주요 내용 : 수소경제 활성화 관련 현황 비전 전략 공유

프로그램 (전체 LIVE 중계, ZOOM)

시 간 내 용

10:00 ∼ 10:10
(‘10)

• 개회사(정만기 회장, 조직위원장 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 환영사(최열 이사장, 환경재단)

10:10 ~ 10:25
(‘15)

• 축사 1 김종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

• 축사 2 이종배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상 발표)

• 축사 3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 (*영상 발표)

• 축사 4 스웨덴 기업혁신부 이브라힘 바일란 장관 (*영상 발표)

Part. 1

10:25 ∼ 11:00
(‘35)

10:25 ~ 10:37
(‘12)

• 기조연설 1 포스코의 수소사업 비전과 전략
(포스코 산업가스 / 수소사업부 유병옥 부사장)

10:37 ~ 10:49
(‘12)

• 기조연설 2 수소충전소 기반의 수소사회 구현
(수소에너지네트워크 도경환 사장)

10:49 ~ 11:00
(‘11)

• 기조연설 3 Role of hydrogen in industry
   transition : an international outlook

- Dr. Gokce METE, Head of Secretariat, 

Leadership Group for Industry Transition(Lea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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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소컨퍼런스
11:00 ∼ 11:25

(‘25)

수소산업 주제발표 : 해외 수소산업 로드맵

11:00 ~ 11:12
(‘12)

• Hydrogen Economy Development : 
   A UK Snapshot (*녹화영상 발표)

- (Josh Lawrenc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 UK)

11:13 ~ 11:25
(‘12)

• Chile’s Green HydrogenStrategy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온라인 발표)

- (Camilo Aviles, Ministry of Energy - Chile.)

11:25 ∼ 12:30
(‘65)

• 수소산업 패널토론 : 수소모빌리티 산업 발전방안

(좌장 :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문재도 회장)

-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

- 현대자동차 김동욱 부사장

- 한양대학교 엄석기 교수

- Dr. Gokce METE, Head of Secretariat, 
   Leadership Group for Industry Transition(LeadIT)

12:30 ∼ 13:25
(‘55)

Lunch Break

13:25 ∼ 13:30
(‘5)

장내 정리 및 안내

Part. 2

13:30 ∼ 14:30
(‘60)

그린수소 주제발표

13:30 ~ 13:45
(‘15)

•국제 그린수소시장 동향과 우리 기업이 나아갈 방향

(딜로이트 최용호 상무)

13:45 ~ 14:00
(‘15)

•수전해 기술 고도화를 위한 주요국 정책현황 및 

시사점 (*녹화영상 발표)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진영 본부장)

14:00 ~ 14:15
(‘15)

•독일 수소 전략-북부독일 무어부르크 사례 

(*녹화영상 발표)

(독일 주재 객원기자 이유진 기자)

14:15 ~ 14:30
(‘15)

•한국의 그린수소 개발방향

(에너지 기술연구원 김창희 책임 연구원)

14:30 ∼ 15:45
(‘75)

•그린수소 패널토론 : 그린수소 활성화 방안 

(좌장 : 고려대학교 조용성 교수)

- 서울대학교 강상규 교수

- 수소지식그룹 장성혁 대표이사

-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 기자

※ 연사별 10분 발표 후 패널토론

15:45 ∼ 16:00
(‘15)

폐회사 및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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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소컨퍼런스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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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산업 온라인 세미나

05
행사개요

•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 11일(토), 10:00 ~ 17:00(일 2회 상영, 3시간 영상)

• 장 소 : 전시장 내 세미나실

• 주 최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주 제 : 수소관련 산업 정책, 기술, 제품, 기업 홍보 등 수소 영역 전반

• 참여기업 기관 및 발표 주제

구분 참여기업 기관 발표 주제 연 사

1부 글로벌 수소산업 신기술, 신제품 현황

1
슬로바키아 무역

투자부(SARIO)
Future of Mobility Developed 

and Made in Slovakia
Peter

Mikula

2 HyGear B.V.
“Roadmap to producing carbon 

negative hydrogen”
Gerard

Merkens

3 린데(Linde) Linde Clean Hydrogen Value Chain Vision
Steve

Graville

4 AVL
How to accelerat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fuel cell system ?
Simon
Fraser

5
크래프트파워콘

(KraftPowercon)

KraftPowercon in Green Hydrogen
- Optimizedpowerconversionso

lutionsforgreenhydrogen

Kraft
Powercon

6
임팩트코팅즈

(Impactcoatings)
Surface coatings for next generation 

fuel cell applications
Dr. Kristian 

Hillgren

7 ABB
Proven technology and integration partner 

throughout the hydrogen ecosystem
Ricardo Mendes,
NiclasLar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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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여기업 기관 발표 주제 연 사

2부 호주 지자체별 수소산업 비전 공유

1

호주대사관

무역대표부

(AustralianTrade
&Investment 
Commission)

The Australian Government’s 

design of the H2 Guarantee of 
Origin Certification Scheme (GO), 

the journey so far and next steps

Ron Green

2
호주 뉴사우스웨

일즈 주정부

Government
NSW Hydrogen Vision

Michael
Newman

3 남호주 주정부
Renewable Hydrogen Future 

in South Australia
Ms.

Edit Mucsi

4 서호주 주정부
Western Australia’s Renewable 

Hydrogen Industry and Vision
Caroline
Cherry

수소산업 온라인 세미나 스케치

• 전시장 내부에 온라인 세미나장 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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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비즈니스 상담회

06
운영방향

• 국내·외 참여기업과 해외 바이어간 1:1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무역거래 촉진

•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을 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KAMA-KOTRA 間 전시회 연계 협력사업 추진 MOU 체결(2021. 8)

행사개요

•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 10일(금), 10:00 ~ 17:00

- 2021년 9월 13일(월) ~ 10월 5일(화) : 각사 사무실에서 원격 접속으로 상담 진행

• 장 소 : 전시장 내 KOTRA 비즈니스 상담회장

• 주 최 : 수소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KOTRA, KINTEX

• 상담규모 : 국내 30개사, 해외 59개사

• 상담건수 : 147건

• 상담금액 : 81,000,000 USD •향후 1년간 수출유망 금액(국내기업 인터뷰 기반)

상담회 참가 국내기업 현황

분 야 수소생산 수소유통 수소충전 수소활용 합 계

국내기업수 7 9 2 12 30

상담회 참가 바이어 현황

(기타 : 멕시코, 칠레, UAE, 아제르바이잔, 스웨덴, 독일, 체코, 포르투갈)

국 적 중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인도 태국
아제르

바이잔
기 타 합 계

건 수 32 7 7 6 5 5 3 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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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비즈니스 상담회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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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 명 칭 : 수소분야 지식재산 스타트업 투자유치설명회

• 일 시 : 2021년 9월 9일(목), 14:00 ~ 15:00

• 장 소 : H2 Innovation Award 연계 개최

•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융합얼라이언스

• 참여기업 : 윈테크에너지

- ‘제2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통해 ‘도전 K-스타트업 2021’ 본선 진출한 기업

투자유치설명회 스케치

수소분야 지식재산 스타트업 
투자유치설명회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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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 명 칭 : 2021 Korea H2 Business Summit

•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9:30 ~ 12:40

• 장 소 : 킨텍스 제2전시장 301, 302 / 303, 304 / 403, 404

• H2 Business Summit 총회 : 회의실 301, 302호

• H2 Business Summit 분과회의

- 기술분과 : 회의실 301, 302호

- 글로벌 협력분과 : 회의실 303, 304호

- 정책분과 : 회의실 403, 404호

참석대상

• 총회 : 그룹최고경영자 / CEO 각 15인

• 분과회의 : 회원사 계열사 대표 및 임원

Korea H2 Business Summit 스케치

Korea H2 Business Summit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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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2 Business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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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



참여기업 현황 및 전시품목 현황

01
참가현황

• 12개국 154개사(기업 120개사, 기관 및 단체 34개)

• 국내 : 99개 

• 해외 : 55개

국가별 분류

NO. 국 가 참여기업수 주요기업

1 대한민국 99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포스코그룹,

두산그룹, 코오롱그룹 등

2 네덜란드 11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티엔오(TNO) 등

3 독 일 9 린데코리아, 버커트코리아, 비카코리아, 위첸만 등

4 캐나다 9 주한캐나다대사관 등

5 호 주 6 주한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 등

6 스웨덴 5 주한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 등

7 영 국 4 주한영국대사관, 마그마, 세넥스(CENEX) 등

8 프랑스 4 생고뱅코리아, 에어리퀴드코리아 등

9 미 국 2 에어프로덕츠 코리아, 에이비에스지컨설팅인크 등

10 스위스 2 부르크하르트컴프레이션코리아, 인피콘 등

11 체코 2 주한 체코 대사관, 비트코비체 실린더즈 코리아 등

12 오스트리아 1 한국 AVL

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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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류

NO. 품 목 참여기업수 주요기업

1 수소모빌리티 50
현대자동차그룹, SK E&S, 

현대중공업그룹, 빈센, 코오롱그룹 등

2 수소충전인프라 34
한국가스공사, 에어프로덕츠 코리아, 삼정이엔씨, 

원일티엔아이, 비트코비체 실린더즈 코리아 등

3 수소에너지 36
포스코, 두산그룹, 에어리퀴드코리아, 

린데코리아, 효성중공업, 파나시아 등

4
기관 및 단체

(대사관, 지자체, 

협회, 유관기관 등)
34

한국자동차연구원, 창원산업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강원테크노파크, 경남KOTRA지원단, 

네덜란드 / 스웨덴 / 영국 / 체코 / 캐나다 / 호주대사관 등

참여기업리스트 및 주요 전시품목

No. 품 목 구 분 국 가 업체명 주요 전시품목

1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가스디엔에이
가스감지기, 가스분석기, 

적외선온도계, 연기감지기

2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가온셀
직접메탄올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메탄올연료충전기 등

3 기관 및 단체
정부 및 

기관
대한민국 강원테크노파크 수소산업 인프라 및 모빌리티

4 기관 및 단체
정부 및 

기관
대한민국 경남KOTRA지원단 경남 수소기업 3개사(중소기업) 소개

5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대한민국 광신기계공업 수소충전소 설비 / 부품

6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기아 현대자동차그룹

7 기관 및 단체 해외기관 호주 남호주 주정부 무역투자부 수소 수출 정보 및 Modelling Tool

8 기관 및 단체 해외기관 네덜란드
네덜란드항공우주

연구소(NLR)
무공해 항공 연구, 수소 추진 플랫폼 등

9 수소에너지 기업 네덜란드 네로아(Neroa)
빌딩 블록 개발(소프트웨어 개발 

속도 상승 및 구현 시간의 단축)

10 수소에너지 기업 캐나다
넥스트 하이드로젠 

(Next Hydrogen)
혁신적인 알칼리 수전해 시스템

11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대한민국 대하
고압 밸브 및 구성 요소, 

공기 구동 가스 부스터 외

12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대한민국 동서디앤씨
압축수소 운송용 CFRP 압력용

기 및 TUBE SKID TRA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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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대한민국 동화엔텍 수소충전소용 Pre cooler

14 수소에너지 기업 대한민국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수소드론

15 수소에너지 기업 대한민국 두산퓨얼셀 연료전지 모형 외

16 수소에너지 기업 대한민국 두산 퓨얼셀 파워 건물 / 주택용 PEMFC 및 SOFC 제조

17 수소에너지 기업 대한민국 두진

액화수소 저장탱크, 액화수소 

탱크로리, LH2 진공단열배관, 

LH2 진공단열밸브, 극저온시스템

18 수소에너지 기업 네덜란드
디에스엠

(DSM)

재료 기술

(Akulon Fuel lock, Xytron)

19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디엠 수소충전기, 수소세프티밸브

20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디케이락 피팅, 밸브

21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독일 레오닉코리아
고압수소 질량유량계, 

수소 충전 노즐 세트

22 수소모빌리티 기업 캐나다
루프 에너지(Loop 

Energy)
수소 연료 전지 모듈, 청정 기술, 배기가스 

무배출 기술, 상업용 전기 운송 솔루션

23 수소에너지 기업 독일 린데코리아 린데 클린하이드로젠 테크놀로지

24 수소에너지 기업 영국
마그마

(액트코)
스팀개질촉매

25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메카센트론 수소화재감지용 불꽃감지기

26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모나일렉트릭
PEMFC 측점, 수분 전해질 시스템, 

전기 로더, 순환 전압전류 측정기기, EIS

27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독일 버커트코리아
솔레노이드밸브, 프로세스밸브, 

센서, 유량계 등

28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범한퓨얼셀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잠수함, 잠수정, 수소충전소

29 수소모빌리티 기업 독일 보스오토모티브코리아
VOSS LK40, 열관리(TM) 

밸브, TM 라인, 수소 라인 및 QC

30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스위스
부르크하르트

컴프레이션코리아부산
수소압축기

31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비나텍주식회사
수소연료전지 MEA, 

촉매, 지지체, 슈퍼캐패시터

32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대한민국 비엠티 피팅(프리포밍 피팅, 중고압 피팅) 및 밸브

33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독일 비카코리아
압력센서, 압력게이지, 

온도센서, 온도게이지, 로드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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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비케이엠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진단제어 통합솔루션

35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체코
비트코비체 

실린더즈 코리아

고압용기 및 고압용기 렉, 

실린더와 MECG

36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빈센 수소전기추진 시스템 & 보트

37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대한민국 삼정이엔씨 H2 냉각기

38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상아프론테크 수소연료전지용 강화막

39 기관 및 단체
정부 및 

기관
대한민국 새만금개발청 그린수소, RE100 산단 조성 등

40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대한민국 샘찬에너지
SAE J2601 코드를 충족시키는 

국내 최초 수소 충전기

41 수소모빌리티 기업 프랑스 생고뱅코리아
OmniSeal, Meldin, HT 폴리머 부품, 

Low Friction Liners

42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대한민국 성우 인스트루먼츠
GM, Pulse Tube, Coldhead, MLI, 온도

센서, 진공커넥터, 극저온 그리스, 에폭시

43 기관 및 단체 해외기관 영국
세넥스 

(CENEX)
수송, 에너지 인프라 등에 대한 사업 소개

44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대한민국 세아창원특수강 수소산업용 스테인리스 강관 및 봉강

45 수소에너지 기업 대한민국 수경화학 수전해 성능 안전 표준 평가장치

46 기관 및 단체 단체 대한민국 수소에너지네트워크 하이넷 소개, 수소충전소 현황 등

47 기관 및 단체 단체 대한민국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수소에너지, 수소경제 관련 교육 및 

홍보자료, 국내외 수소경제 관련 현황

48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스위텍
극저온 밸브, Multi-Layer 

Superinsulation, GM 극저온냉각기 등

49 수소에너지 기업 대한민국 신넥앤테크
1~70kW급 개질기, 버너, 이그나이터 외 

수소추출기 설계 및 제작

50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스웨덴 씨이제이엔코리아 리퀴드 쿨링용 퀵 카플링, 침랭키트 시연

51 수소에너지 기업 캐나다
씨-에프이알(C-FER) 

테크놀로지

파이프라인 리스크 평가 소프트웨어

(피라미드-PIRAMID), 파이프라

인 및 주택가 유출 모델링 외

52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아이팝 수소드론

53 수소에너지 기업 캐나다
아이노머 이노베이션 
(Ionomr Innovations)

이산화탄소 및 물 전기분해용 음이

온 교환 막 및 폴리머(Aemion+), 

연료전지용 양성자 교환막(Pem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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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대한민국 에너진 수소충전소용 압력용기, 열교환기

55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에스케이이엔에스 

(SK E&S)
수소드론 기체, 수소드론 관련 영상 등

56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대한민국 에스크
수소저장용기, 온도 유지 장

치 및 극저온 온도센서

57 수소에너지 기업 대한민국 에스퓨얼셀 건물용 / 발전용 연료전지

58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에스피지수소 

(SPG Hydrogen)
99.9999%(6N) 

초고순도 수소 생산

59 수소에너지 기업 프랑스 에어리퀴드코리아 수소에너지 밸류체인 및 수소충전설비

60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미국 에어프로덕츠 코리아 수소 생산, 수소 충전소

61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스웨덴 에이비비코리아
수소 산업 전반에 걸쳐 입증

된 기술 및 통합 파트너

62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미국 에이비에스지컨설팅인크 수소용기 인증 및 위험성 평가 서비스

63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대한민국 에이티엑스
고성능 수소 스텐레스 배관, 타이타

늄, 탄탈륨, 지르코늄 특수합금

64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대한민국 엔케이에테르 수소 튜브트레일러, 수소 저장시스템

65 수소에너지 기업 네덜란드
엘렉트리크

(Electriq)

재생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구성 요소인 수소 운송업체 사업

66 수소에너지 기업 대한민국 엘켐텍 PEM 수전해 장치

67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대한민국 엠에스이엔지 (MS ENG)
수소 디스펜서 1기, 단조 밸브 4종, 안전

밸브 4종, 초저온 밸브 3종, 홍보물 외

68 수소에너지 기업 캐나다
엠카라 

(Emcara)

대형 압축 가스(H2 및 CNG) 시스템의 

화재 감지 및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

69 수소에너지 기업 네덜란드
오씨아이

(OCI)
질소, 메탄올 등 관련 기술 소개

70 기관 및 단체
정부 및 

기관
대한민국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울산경제자유구역 홍보 및 투자유치 

IR(수소산업거점지구, 일렉드로겐

오토밸리, R&D 비즈니스밸리)

71 기관 및 단체
정부 및 

기관
대한민국 융합혁신지원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지원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 홍보

72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대한민국 원일티엔아이
수소저장합금 및 실린더, 가압형 모듈화 

고순도 수소생산 스키드 유닛

73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독일 위첸만

수소 연소 엔진, 고온 연료전지

(SOFC), 금속 벨로우즈, 금속 호스, 

파이프 및 파이프 어셈블리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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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이플로우
수소연료전지 전기자전거, 마이크로모

빌리티용 수전행 / 압축 / 충진설비

75 수소에너지 기업 영국 인텔리전트에너지

연료 전지 모듈, 하이브리드 배터리, 

수소 실린더, 고정식 휴대용 전원 

제품, 자동차 적용 증발 냉각 연료 전지

76 수소모빌리티 기업 스위스 인피콘 Sentrac, XL3000Flex, LDS3000AQ

77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일진하이솔루스 수소튜브트레일러, 수소용기

78 수소모빌리티 기업 스웨덴 임팩트코팅즈
코팅 플레이트, 연료 전지 

장비 공급, 코팅 기계

79 기관 및 단체 대사관 네덜란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수소 생산, 교통, 연료 전지, 

재생에너지 관련

80 기관 및 단체 해외기관 호주 주한 서호주정부대표부 서호주의 재생수소 생산 및 수출 정보

81 기관 및 단체 대사관 스웨덴
주한스웨덴무역

투자대표부

스웨덴 수소산업 플랜, 

수소 관련 기업 홍보

82 기관 및 단체 대사관 영국 주한영국대사관

영국 수소모빌리티 및 수소에너지 분야 

우수성과 한국과의 협력 기회, 

영국 수소 등 에너지 분야 투자의 기회

83 기관 및 단체 대사관 체코 주한 체코 대사관
체코대사관, 체코투자관 및 체

코무역관 인쇄물 등 전시

84 기관 및 단체 대사관 캐나다 주한캐나다대사관

캐나다수소연료전지전문기업 소개 및 

1:1 매치메이킹 / 캐나다 수소

전략 및 투자환경소개

85 기관 및 단체 대사관 호주
주한호주대사관 

무역투자대표부

호주 수소 생산 / R&D 프로젝트 소개 및 

한•호주 정부 / 민간 수소협력 안내

86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지아이텍
이차전지용 슬롯다이, 

초정밀 분사펌프 등

87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대한민국 지티씨 수소 관련 압축기

88 수소에너지 기업 대한민국 지필로스
재생에너지 연계 P2G시스템, 

연료전지 전력변환시스템

89 기관 및 단체 대학 대한민국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소산업 지원기관

90 기관 및 단체
정부 및 

기관
대한민국 창원산업진흥원

창원시 홍보관, 수소 연료전지 

및 압축기 등 다수

91 기관 및 단체
정부 및 

기관
대한민국 충남테크노파크

충남 수소 국가혁신클러스터 소개 및 입주

기업 홍보(입주기업: 수소자동차 부품 등)

92 기관 및 단체
정부 및 

기관
대한민국 충청남도청 충청남도 수소산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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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기관 및 단체 해외기관 캐나다

캐나다

수소연료전지협회

(CHFCA)

연료전지개발, 수소생산, 충전인프라, 

자동차제조, 에너지저장, 테스트 및 인증, 

재료 및 부품, 리서치,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등

94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케이퓨얼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용 부품] 공기공급

장치, 수소공급장치, 열관리장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휴대용 연료전지 파워팩

95 수소에너지 기업 대한민국 코리아하이드로젠
PEM 수전해 촉매, PEM FC 촉매, 

SOFC 촉매, 기타 BOP 자재, 부품 등

96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독일 코볼드 인스트루먼트
수소충전소 고압용 질량 유량계

(코리올리스 질량 유량계)

97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코오롱글로벌 풍력에너지

98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코오롱글로텍 토우프레그, 수소고압용기

99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코오롱인더스트리 연료전지용 수분제어장치, PEM/MEA 외

100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코오롱플라스틱
소음기 배기 하우징, COD 히터 하우징, 가

습기 하우징, 수소 연료 탱크 라이너

101 기관 및 단체 단체 대한민국 코하이젠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및 

운영 소개

102 수소에너지 기업 네덜란드
쿨(Cooll Sustainable 

Energy Solutions)
가스 또는 수소로 구동되

는 Cooll heat pump

103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프랑스
크라이오스타

(타키언)
Cryostar SAS, France 국내 Agent

104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스웨덴 크래프트파워콘 코리아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동력 솔루션

105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터보윈 터보블로워, 터보컴프레서

106 수소에너지 기업 캐나다
테스트넷 캐나다 

(TesTneT)

고압 수소를 사용한 테스트 기술 소개

(극한 온도에서의 압축 사이클링, 

화재 테스트, 점화 테스트, 화력 테스트)

107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티앤이코리아
수소차용 공기압축기, 

수소발전용 터보블로워

108 수소에너지 기업 네덜란드
티에스쥐 

(TSG)

수소 관련 기술 제품

(TSG Charge, Wash, Systems, 
Fleet, Fuel Retail, Industry, Gas)

109 기관 및 단체 해외 기관 네덜란드
티엔오 

(TNO)
기관 소개 및 동영상

110 수소에너지 기업 대한민국 파나시아

수소추출기(가정 / 일반 건축물용, 산업용, 

산업플랜트용, 선박용), 

CCUS(수소추출기용, 육상 / 선박용),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111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패리티 액체수소 파워팩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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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수소에너지 기업 대한민국 포스코
수소생산, 인프라, 강재, 환원제철, 

수소도시, 터미널, 관련기술 등

113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대한민국 포스코건설 스마트 수소도시 모형 / 영상 등

114 수소에너지 기업 대한민국 포스코에너지
수소에너지 저장 및 공급설비 

및 관련 컨텐츠

115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포스코에스피에스
친환경수소차용 구동모터코아, 

수소차용 연료전지 금속분리판(470FC)

116 수소에너지 기업 대한민국 포스코인터내셔널 수소(암모니아) 관련 밸류체인 모식도

117 기관 및 단체
정부 및 

기관
대한민국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그린수소의 밸류 체인별 핵심 

기술의 조기 상용화 위한 연구

118 기관 및 단체 해외기관 프랑스
프랑스미래자동차

클러스터 (PVF)

미래 자동차, 모빌리티, 파워트레인, 

자율 전기 자동차 및 공정과 재료 혁신 

분야의 산업과 연구 융합

119 수소에너지 기업 네덜란드
프로톤벤처스 

(Proton Ventures)
수소 / 암모니아 생산 기술 및 

투자 관련 서비스

120 수소에너지 기업 네덜란드
하이기어 

(HyGear)
Hy.GEN, Hy.GEN-e, Hy.REC (산업용 

수소, 질소, 산소 및 의료용 산소 가스)

121 수소모빌리티 기업 캐나다
하이드로제닉스-커민스 
(Hydrogenics-Cummins)

엔진, 연료전지, 전해조 공급

122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하이리움산업 액화수소 드론

123 수소에너지 기업 대한민국 하이창원 수소액화플랜트 사업개요 외

124 수소모빌리티 기업 오스트리아 한국AVL
연료전지차량(중장비 및 트럭&버스 포함)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테스트 시스템

125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대한민국 한국가스공사
KOGAS 수소사업 및 신규사업

(LNG벙커링 / GTP / LNG냉열), 

미래기술 및 연구개발 등

126 수소에너지 기업 대한민국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수소용기 반복가압시스템 시험 모형

127 기관 및 단체 대학 대한민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홍보

128 기관 및 단체 단체 대한민국 한국수소산업협회 수소산업 및 회원사 홍보

129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대한민국 한국유수압
충전소용 수소압축패키지, 

충전소용 자동 밸브 외

130 기관 및 단체 단체 대한민국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장밀착형 지원사업 홍보

131 기관 및 단체
정부 및 

기관
대한민국 한국자동차연구원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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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기관 및 단체
정부 및 

기관
대한민국 한국전기연구원 수소•초전도 융합시스템 외

133 수소에너지 기업 대한민국 한국전력공사
P2G, 메탄화, 연료전지 모형, 

그린수소 사업모델 등

134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그룹

135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대한민국 한국화이바 수소저장용기(정형 / 비정형)

136 수소충전인프라 기업 독일 허스텍 WEH TK17 등 수소 충전기 관련 제품

137 수소에너지 기업 독일 헤레우스 코리아 PEM 수전해 및 PEM 연료전지 촉매

138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수소굴착기, 

[현대산업차량] 수소지게차

139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현대글로벌서비스
디지털영상

(수소연료전지 기반 전기추진패키지)

140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현대로템 현대자동차그룹

141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그룹

142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그룹

143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현대오일뱅크 현대중공업 그룹

144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현대위아 현대자동차그룹

145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현대일렉트릭 앤 

에너지시스템
현대중공업 그룹

146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신개념 연료전지 모빌리티, 승상용, 트램, 수

소충전 특수차량, 연료전지 시스템 등

147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현대제철 현대자동차그룹

148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룹

149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현대케피코 현대자동차그룹

150 기관 및 단체 해외기관 호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무역투자진흥청

수소 관련 프로젝트 소개, 정책 / 규제 

안내, 자금 지원 및 보조금 프로그램 설명

151 기관 및 단체 해외기관 호주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 한국대표부

호주빅토리아주 사업 소개

(액체 수소의 안전한 생산과 운송)

152 기관 및 단체 해외기관 호주
호주 퀸스랜드 

주정부 한국 대표부

글로벌 비즈니스 에이전시

(수소, 에너지 및 자원 관련 등)

153 수소모빌리티 기업 대한민국 홍스웍스
금속 적층제조 (3D프린팅) 및 DfAM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수소재순환시스템 이젝터

154 수소에너지 기업 대한민국 효성중공업 수소충전인프라 관련 전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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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홍보

• 총 16건 보도자료 배포(행사전 9건, 행사 내 6건, 행사 종료 후 1건)

• 관업 기간 중 총 2,966건 기사 게재

- 기 간 : 2021년 7월 1일(목) ~ 9월 15일(수) 기준

- 분석채널 : 온라인 뉴스 모니터링 서비스(아이서퍼) / 주식 관련 기사 배제

방 송 지 면 온라인 합 계

43건 158건 2,765건 2,966건

※ 2020수소모빌리티+쇼 진행 기간 대비 55% 증가(1,050건 증가)

해외 홍보

• 총 1건 보도자료 배포(영미권 1건)

• 해외언론사 내 총 134건 기사 게재

기자 초청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출입 및 수소(에너지) 전무지, 자동차 전문지, 사진부 기자단 초청

• 기자 사전등록자 총 443명(등록대행업체 시스포유 등록 기준)

• 현장 방문 기자단 총 280명

01

02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미디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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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도자료 추진 내역

국내 보도자료 추진 현황

• 총 16건 보도자료 배포(행사전 9건, 행사 내 6건, 행사 종료 후 1건)

• 전시 개최 전 배포 보도자료

배포일 헤 드 라 인

2021.07.01 수소모빌리티+쇼, 전시기간 나흘로 연장

2021.07.26 수소모빌리티+쇼, ‘수소모빌리티’ 분야에 관심 고조

2021.08.05 수소충전인프라 기술 국산화 앞장 강소기업들, 수소모빌리티+쇼에 잇단 참여

2021.08.16 한국자동차산업협회, ‘H2 Innovation Award’, 결선진출+10개사+발표

2021.08.18 2021수소모빌리티+쇼, 탈탄소의 핵심 ‘그린수소’ 에너지기업 한자리에

2021.08.26 2021수소모빌리티+쇼, ‘사전등록’으로 안전하게 관람하세요!

2021.09.02 스웨덴, ‘2021수소모빌리티+쇼’ 주빈국으로 참여

2021.09.05 2021수소모빌리티+쇼, 8일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나흘간 열려

2021.09.07 2021수소모빌리티+쇼 국제수소컨퍼런스 10일 개최

• 전시 기간 내 배포 보도자료

배포일 헤 드 라 인

2021.09.08 2021수소모빌리티+쇼 개막, “수소는 탄소중립경제의 확실한 대안”

2021.09.09 H2 이노베이션 어워드’, 오늘 본선발표 진행

2021.09.09 2021수소모빌리티+쇼 온라인 세미나 개최

2021.09.09 포스코SPS, H2 이노베이션 어워드 대상

2021.09.10 2021수소모빌리티+쇼 국제수소컨퍼런스 개최

2021.09.10 수소연료전지로 구동하는 레스큐 드론, 수소모빌리티+쇼에 등장

44



• 전시 기간 이후 배포 보도자료

배포일 헤 드 라 인

2021.09.12 2021수소모빌리티+쇼 폐막

• 해외 보도자료 추진 현황

• 총 1건 보도자료 배포(영미권 1건)

배포일 지 역 헤 드 라 인

2021.06.25 US1
"H2 Mobility+Energy Show, a showcase for 
the future of the hydrogen industry, to be 

held at KINTEX in September 2021"

보도자료 추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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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언론기사 하이라이트

방송 매체

• DATE : 2021-09-06  

• MEDIA : SBS BIZ
• HEADLINE : [김박사 오늘 기업 사람] 현대차•사조산업•네이버•보잉

• DATE : 2021-09-06 

• MEDIA : SBS BIZ
• HEADLINE : 차 철 물류, ‘K 수소 어벤저스’ 모인다… 이번 주 ‘수소대전’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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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하이라이트

• DATE : 2021-09-06 

• MEDIA : MTN 머니투데이방송

• HEADLINE : [갈 테마 가라] 5G 통신장비주, 美 투자 + 아이폰13 출시 지금 적극 매수할 때?

• DATE : 2021-09-07 

• MEDIA : MTN 머니투데이방송

• HEADLINE : [마켓줌인] 수소산업 본격화... LS ELECTRIC 수혜 입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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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1-09-07 

• MEDIA : TV 조선

• HEADLINE : "누구나, 모든 것에, 어디에나"… 현대차그룹, 미래 수소 사업 로드맵 공개

• DATE : 2021-09-07 

• MEDIA : SBS BIZ
• HEADLINE : ‘제로백 4초’ 수소차 수소드론 공개…정의선 “2040년 전 세계 수소사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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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1-09-07 

• MEDIA : SBS BIZ
• HEADLINE : ‘진격의 수소경제’ 2025년 2100조원 시장… 내일 10개 주요그룹 수소협의체 출범

• DATE : 2021-09-07 

• MEDIA : MBN 뉴스

• HEADLINE : 정의선 "2040년 수소에너지 대중화"…10대 그룹 총수 수소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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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1-09-08 

• MEDIA : MBN 뉴스

• HEADLINE : 현대차 "2040년 수소 에너지 대중화"…수소 모빌리티쇼 개막

• DATE : 2021-09-08 

• MEDIA : MTN 머니투데이방송

• HEADLINE : '수소 드림팀' 공식 출범…현대차•SK•포스코 '공동의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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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1-09-08 

• MEDIA : MBN 뉴스

• HEADLINE : 불붙은 수소 경제…10대 그룹 총수가 직접 나서 수소공식협의체 출범

• DATE : 2021-09-08 

• MEDIA : SEN 서울경제TV 뉴스

• HEADLINE : 국내 총수 총출동…수소기업협의체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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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1-09-09 

• MEDIA : MBN 뉴스

• HEADLINE : 수소에 꽂힌 10대 총수들…43조 원 투자에 협의체도 출범

• DATE : 2021-09-09 

• MEDIA : SBS 뉴스

• HEADLINE : 수소로 뭉친 10대 그룹…투자로 '탈탄소'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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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1-09-09 

• MEDIA : SBS BIZ
• HEADLINE : [이슈분석] 기업들 ‘수소 동맹’ 맞손…수소경제 전환 빨라진다. 

• DATE : 2021-09-09 

• MEDIA : SBS BIZ
• HEADLINE : [김박사 오늘 기업 사람] 카카오•SK케미칼•인텔•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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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1-09-08 

• MEDIA : 아리랑티비(Arirang News)
• HEADLINE : Leaders of S. Korea's major conglomerates to launch hydrogen consultative body

• DATE : 2021-09-08 

• MEDIA : 아리랑티비(Arirang News)
• HEADLINE : Future of hydrogen mobility on show at H2 mobility+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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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21-09-08 

• MEDIA : 아리랑티비(Arirang News)
• HEADLINE : Hydrogen's role in South Korea's push to go carbon neu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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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홍보물

옥외 가로등배너 (600 X 1,800mm)

한류월드 외벽 (1,500 X 5,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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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3 현판 (18,000 X 1,000mm)

하역장3 (18,000 X 1,500mm)

구름다리현수막 (18,000 X 1,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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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가로등배너 (1,250 X 2,500mm)

1층 로비천정배너 (800 X 1,000mm)

1층 빵빠레배너 (600 X 1,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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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배너 (7,500 X 3,000mm)

무빙워크상단 & 좌우 캐노피배너 (3,000 X 400mm & 400 X 1,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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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빵빠레배너 (600 X 1,500mm)

2층 벽면 빵빠레배너 (800 X 2,000mm)

2층 로비천정배너 (3,000 X 8,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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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입구 현수막 (7,500 X 1,000mm)

천정배너 (9,000 X 6,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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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별 천정배너 (3,000 X 6,0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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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환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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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각종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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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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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 합 / 보 / 고 / 서

문 의 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소모빌리티+쇼조직위원회 사무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5 (자동차회관) T : 02-3660-1858 _ E : h2@kama.or.kr
www.h2mobilit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