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VITATION  
Korea-Denmark offshore wind seminar & match-

making 

 

 

한국-덴마크 해상풍력 세미나 및 매치메이킹 행사 초청장 

 

주한덴마크대사관이 KOTRA 와 공동 주최, 한국풍력에너지협회가 후원하는 '한국-덴마크 해상풍력 

세미나 및 매치메이킹 행사'에 귀사를 초청합니다. 

 

한국은 2030 해상풍력 에너지 생산 12GW 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오는 11 월 말 덴마크 해상풍력 기업 대표단의 한국 방문과 함께 주한덴마크대사관은 한국과 덴마크 

기업의 관련 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해상풍력 세미나 및 매치메이킹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전 

세미나에서는 국내 및 덴마크 유관 기관과 기업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이후 매치메이킹 

세션에서는 국내 및 덴마크 기업 간의 1 on 1 미팅이 이루어집니다. 

 

일시: 2022 년 12 월 1 일 (목) 9:00 – 17:00 

장소: 코엑스 본관 2 층 브로드캐스트 스튜디오 (스튜디오 159) 및 코엑스 C 홀 

참석자: 한국, 덴마크 유관 기관 및 회사 

*세부사항은 하기 프로그램 참조 

 

주한덴마크대사관 신나경 주무관 (nashin@um.dk)으로 문의 및 참석 확정 여부를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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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프로그램  

구분 시간 내용 연사 

 

 

 

 

덴마크 사절단 연계 

해상풍력 세미나 

09:00 – 09:05 주한덴마크대사 환영사 아이너 옌슨 대사 

09:05 – 09:10 
KOTRA 혁신성장본부장 환영사 

KOTRA 혁신성장본부  

정외영 이사 

09:10 – 09:35 국내 해상풍력 산업 현황 및 

정책 제도 

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발전추

진지원단 김민수 팀장 

09:35 – 10:45 덴마크 해상풍력 기업별 

구매정책 및 협업 수요 
COP 및 사절단 참가기업 

10:45 – 10:50 Break Time  

10:50 – 11:10 
신재생에너지 R&D 지원사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생에너지실 김덕근 실장 

 

매치메이킹 세션 

11:00 – 12:00 오전 매치메이킹 세션  

 12:00 – 13:30 Lunch Break 

13:30 – 16:30 오후 매치메이킹 세션 

16:30 – 17:00 폐회 

 

덴마크 참가 기업 소개 

회사명 기업 설명 홈페이지 

Rambøll 

1945년 덴마크에서 설립된 글로벌 엔지

니어링, 건축 및 컨설팅 회사. 해상풍력개

발 전생애주기 컨설팅 제공 

https://ramboll.com/ 

Lautec 

해상풍력개발시 프로젝트 컨트롤, 리스

크 매니지먼트를 포함한 전반적 사업 및 

품질관리, Project Management IT 

System 서비스 제공 

www.lautec.com 

ProCon Wind Energy 
해상풍력 터빈 하부 구조물 전기 시스템 

설계 및 공급 업체 
www.procon.as 

Peak Wind ApS(CPH) 

해상풍력 단지 운영/유지보수 관리 전문 

기업으로 관련 계약관리, 엔지니어링 컨

설팅 제공 

www.peak-wind.com 

Shoreline Danmark 

A/S 

해상풍력 단지 유지보수 및 운영 관리, 건

설 관리 및 자원 관리 솔루션 제공 회사 
https://shoreline.no/ 

Force Technology 
1940년부터 석유산업부터 풍력터빈까지 

이어지는 기술 컨설팅 및 서비스 회사로 
www.forcetechnolo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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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테스트 장비, 모니터링 등 서비

스 제공 

Kromann Reumert 

덴마크 대형 로펌으로 해상풍력관련 

사업 및 계약, 리스크, M&A, 투자 등 법적 

자문 제공 

www.kromannreumert.com 

JUM-BO Consulting 

Group A/S 

해상풍력 조달 및 계약 관리 전문 컨설팅, 

해상풍력 교육 컨텐츠 개발 
www.jumbocg.com 

EKF Danmarks 

Eksportkredit 

덴마크 정부가 소유 및 보증하는 덴마크 

수출 신용보증 기관으로 전 세계 총 150

억달러 이상 규모의 풍력 발전 프로젝트 

참여 

https://www.ekf.dk/en 

COWI A/S 

독립적인 글로벌 컨설턴트사로 해상 풍

력발전과 관련된 전범위의 엔지니어링/

설계 서비스 제공. (모노파일, 자켓 하부

구조, 부유체 설계및 운송, 설치 단계 등) 

https://www.cowi.com/ 

Vestas A/S 
글로벌 풍력터빈 제조 및 O&M 서비스 

회사 
https://www.vestas.com/en 

NIRAS 
해상 풍력 산업 관련 종합 엔지니어링 컨

설팅 회사 
www.niras.com 

Semco Maritime 

해상 변전소 EPC(I) 계약 20건을 포함하

여 수많은 해상 프로젝트 수행 실적을 가

진 글로벌 해상 전기시스템 EPC사 

https://www.semcomaritime.c

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