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021년 석유화학산업 전망세미나’ 온라인 개최 안내

▢ 세미나 개요
ㅇ 행사명 ‘2021년 석유화학산업 전망세미나’
ㅇ 목적

국내 외 석유화학산업 동향 전망 파악을 통한 실무자 업무역량 제고

ㅇ 대상

회원사 기획‧영업 실무자, 관련 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

ㅇ 내용 : 2개의 세션(Session)으로 진행되며, 총 10건의 강연으로 구성
- (SessionⅠ) 세계 경제, 석유화학용 원료 시장 및 석유화학산업 전반에 대한
동향과 전망, 최근 다수 기업의 관심 이슈 위주의 강연으로 프로그램 구성

- (SessionⅡ) 석유화학의 주요 전방산업 동향 및 전망 강연과 이를 토대로 석유
화학 전문가가 전방산업과 석유화학제품간 영향을 분석하는 해설 강연으로
프로그램 구성

ㅇ 일시

(SessionⅠ) ’20. 11. 27(금), 15:00 ~ 12. 11(금), 18:00 (2주)
(SessionⅡ) ’20. 12. 4(금), 15:00 ~ 12. 11(금), 18:00 (1주)

ㅇ 프로그램 안
- (SessionⅠ)
분 량
50분
50분
50분
50분
50분

주제 및 강연자
1. 국내·외 경제 동향 및 전망
_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
2. 미국 ECC 증설과 NCC의 미래
_ 한화투자증권, 박영훈 리서치센터장
3. 석유화학산업 동향 및 전망
_ Bain & Company, 최정수 파트너
4. 그린뉴딜 정책과 화학산업
_ 한국화학연구원, 최지나 책임연구원
5. 석유화학 ‘Green’ 전략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
_ NH투자증권, 황유식 연구위원
6. Battery War : 배터리사업 전망 및 소재산업의 영향 분석

50분

_ 메리츠증권, 노우호 연구위원(정유/화학),
김준성 연구위원(자동차/타이어), 주민우 연구위원(전기전자/2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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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Ⅱ)
분 량

주제 및 강연자

20분

1-1. 섬유산업 동향 및 전망
_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정성헌 실장

40분
20분

20분

1-2. (해설) 섬유산업 관련 석유화학제품 영향 분석
_ 메리츠증권, 노우호 연구위원
2-1. 글로벌 자동차산업 동향 및 전망
_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장재룡 책임매니저

40분
20분

20분

2-2. (해설) 자동차·타이어산업 관련 석유화학제품 영향 분석
_ 메리츠증권, 노우호 연구위원
3-1. 가전·전기전자산업 동향 및 전망
_ 키움증권, 김지산 리서치센터장

40분
20분

20분

3-2. (해설) 가전·전기전자산업 관련 석유화학제품 영향 분석
_ 메리츠증권, 노우호 연구위원
4-1. 건설·주택산업 동향 및 전망
_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

40분
20분

4-2. (해설) 건설·주택산업 관련 석유화학제품 영향 분석
_ 메리츠증권, 노우호 연구위원

* 상기 프로그램 주제는 연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ㅇ 신청방법

20. 11. 9(월) ~ 11. 25(수)
온라인 접수 (http://www.kpia.or.kr)*, 회사별 인원 제한 없음

* 홈페이지 → (메뉴) 석유화학소식 → 행사 참가확인/수정 → 행사 참가신청

ㅇ 참가비 : 무료
ㅇ 참고사항 : 1회 신청으로 ‘SessionⅠ+Ⅱ’ 서비스 모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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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운영 방법
ㅇ 실무자분들의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소규모 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지속으로 온라인 개최로 전면 전환
ㅇ 세미나 개최 당일*, 신청자 E-mail로 ‘강연 자료’ 및 ‘동영상 링크(URL)’
안내 예정 (* (SessionⅠ) 11. 27(금), 15:00 / (SessionⅡ) 12. 4(금), 15:00)
ㅇ 강연 자료 및 동영상은 강연자의 초상권·저작권 문제로 신청자에 한해
한시동안(1-2주)만 제공되며, 영상은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공유 플랫폼
(Google Drive, YouTube)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로 지원
ㅇ 행사 종료(~12.11(금)) 전까지 Google 설문조사에 질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전문가에게 확인 후 참여자 전원에게 답변서 공유 예정
ㅇ 참가확인증은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12.16(수)) 담당자 E-mail로 신청
→ 12.17(목), 사본(PDF)을 신청자 E-mail로 일괄 발송

▢ 접수 ︳문의

연구조사본부, 임 다 은 사원
전화번호 : (02) 3668-6154 / E-mail : delim@kp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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