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이지 프로그램

11：30～15：20▶출전기업 프레젠테이션 

 11:30 가고시마건설 주식회사

 11:50 노무라증권 주식회사

 12:10 주식회사 크레하환경 가나가와사업소

 12:30 공익재단법인 가나가와과학기술아카데미

 12:50 환경성 환경기술실증사업(ETV사업)

 13:10 주식회사 쇼에네

 13:30 미나마타시/주식회사 RBS

 14:05 베트남 바리어붕따우성

 14:25 카시콘은행

 14:45 주식회사 페달

 15:05 JFE그룹

센터 스테이지 프레젠테이션 스테이지

※프로그램의 내용 등은 예고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월14일(금)

10：00～10：25▶ ●개회식

11：15～11：30▶ ●시장 프레젠테이션
 후쿠다 노리히코 씨（가와사키 시장）

11：35～12：10▶ ●저CO2 가와사키 브랜드 ’13 인정결과 발표회
 인정 결과 발표·수여식

 인정 결과 강평    아다치 요시히로 씨(도쿄공과대학 교수)

 인정 결과 강평    아다치 요시히로 씨（가와사키 시장）

12：15～12：45▶ ●특별 강연 「COP19 이후의 지구환경 보전과 

가와사키 메커니즘」
 아다치 요시히로 씨（도쿄공과대학 교수）

12：55～14：50▶ ●그린 이노베이션 해외전개 사례 발표
 【사례 발표 1 】

 「ICT에 의한 그린 이노베이션과 중동 전개 사례의 소개」

 1 「중동의 환경문제와 일본의 환경·에너지 절약 기술의 중동 수출」

 나카무라 세이치 씨（후지쓰 주식회사 테크니컬 컴퓨팅 솔루션 사업본부 TC 전략실 매니저）

 2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향한 ICT에 의한 공헌」

 나루오카 쓰요시 씨（후지쓰 주식회사 환경본부 그린 솔루션 추진부 부장）

 【사례 발표 2 】

 「아시아의 저탄소 사회 구축을 향한 JCM 기업 세미나」

 ～환경 기술의 해외 전개에 관련된 일본 정부의 지원 제도～

1 아시아에서의 이국간 크레딧 제도를 활용한 아시아에서의 저탄소 도시만들기

 우에마쓰 도모키 씨（환경성 지구환경국 국제협력실 환경전문조사원）

2 이국간 크레딧 제도에서 기대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스누마 요시카즈 씨（경제산업성 산업기술국 지구환경연계·기술실 과장 보좌）

3 ODA를 활용한 지방자치체, 중소기업의 해외전개 지원

 스가 아쓰코 씨
（외무성 국제협력국 개발협력총괄과 겸 경제국 정책과 인프라 해외전개추진실 과장 보좌 겸 

에너지안전보장 전문관）

14：55～15：55▶ ●JETRO 세미나
 【강연 1 】

 「제트로 환경·에너지 분야의 해외전개 지원에 대해서」

 에바라 마사시 씨（일본무역진흥기구 기계�환경산업부 환경�에너지과 과장）

 【강연 2 】

 「환경기술의 글로벌 전개～수출 지원의 현장에서～」

 아리오카 요시히로 씨（주식회사 GEEMS 대표이사）

16：00～16：50▶ ●해외 비즈니스 포럼
 「상하이의 주목받는 에너지 절약 환경 프로젝트」

 주최/가와사키시, 상하이 교통대학, 상하이시 환경보호국

 후원/독립행정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기조 강연】

 「NEDO의 국제 에너지 소비효율화 등 기술·시스템 실증 사업」

 하야시 나리카즈 씨（NEDO 스마트 커뮤니티부 주간）

 「상하이의 에너지 절약 환경 프로젝트에 보이는 비즈니스 기회」

 【강연 1 】

 「고령자 대응형 주택 등 수퍼스마트사구(커뮤니티) 모델 사업의 건설 계획」

 Tang Hou-jun 씨（상하이 교통대학 전기공정계 교수, 스마트 그리드 연구센터 리더）

 Yu Wenwei 씨（상하이 교통대학 리허빌리공정연구소 객원교수, 지바대학 대학원 교수）

 【강연 2 】

 「PM2.5 대책과 저CO2추진 프로젝트의 소개」

 Lu Shu Yu 씨（상하이시 환경과학학회·상무부이사장）

 (사회) 나카무라 가즈오 씨（가와사키시 아시아기업가촌 구상지원사업 참여）



11：00～12：50▶ ●가와사키 환경 쇼윈도우 사업 2013 표창식
 쇼윈도우·모델사업 선정결과 발표·표창식

 쇼윈도우·모델사업 프레젠테이션

 쇼윈도우 대상 선정결과 발표·표창식

 쇼윈도우 대상 프레젠테이션

 선정결과 강평　나카지마 야스타카 씨（전문심사회 심사위원장）

13：00～14：00▶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발표①】

 「나노테크와 바이오가 융합…첫 실용 액체 바이오매스 발전」

 마쓰무라 다케히코 씨（나노마이저재팬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발표②】

 「미　정」

 미　정（일본원료 주식회사）

 【발표③】

「신규 하이포아 염소계 약액을 이용한 담배의 탈취 분해장치의 

개발과 그 응용」

 하라다 나쓰미 씨（주식회사 히라미야·공동연구기관 국립도쿄공업고등전문학교 학생）

 【발표④】

 「베트남 남부 빈투엉성 투자 세미나」(미폭 공업단지 소개)

 우에마쓰 간지 씨（베카맥스 IDC 일본부장）

14：10～14：50▶ ●환경산업 포럼
 「SPERA 수소 지요다의 수소공급사업」

 오카다 요시미 씨（지요다화공건설 주식회사 기술개발유닛 겸 수소체인사업추진유닛 기사장）

15：00～15：40▶ ●신에너지 산업 세미나
 「고효율 태양광발전으로 하기 위해서」

 스즈키 가즈히코 씨（가와사키시 신에너지진흥협회 회장, 주식회사 이스즈 대표이사）

 가네시로 도루 씨（공학박사）

15：50～16：20▶ ●도카이대학 솔라카에 관한 발표
 기무라 히데키 씨（도카이대학 공학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16：30～17：00▶ ●폐회식

스테이지 프로그램

센터 스테이지

※프로그램의 내용 등은 예고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월15일(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