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시간

내용

13:00~13:30

참가자 등록

13:30~13:40

개회사 및 축사
국내 철강 및 강관 수급 전망

13:40~14:10

강관산업 발전 세미나
글로벌 강관시장 동향과 강관산업 대응 전략

포스코경영연구원 공문기 연구위원

2020년 강관 수요산업 전망
산업부 소재부품정책 및 R&D 지원 방향
대일 기술 독립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전략

14:10~14:40

제15회

진행

산업부 R&D전략기획단 임영목 PD

14:40~15:00

휴 식

15:00~15:30

해양플랜트 현황 및 강관 수요 전망
국내외 해양플랜트 전망에 따른 강관사 대응 전략

대신증권 이동헌 연구위원

15:30~16:00

에너지 및 강관 기술의 현황과 전망
국내외 기술 현황과 차세대 기술 전망

한국가스공사 김우식 수석연구원

16:00~16:30

북미 에너지용 강관 시장 Trend 및 요구 품질 특성
북미 에너지강관 시황 분석 및 에너지 개발 기술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휴스턴SPS 이찬학 사장

16:30~17:00

질의응답 및 폐회

참가신청

2019. 11. 21(목) 13:30~17:00

사전참가 등록 기한

| 2019. 11. 15(금) 18:00 까지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

참가 접수처

| 한국철강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http://www.kosa.or.kr)

참가비

| •강관협의회 회원사(무료) •비회원사(유료 등록)

사전참가자 대상 혜택 | 고급 경품 및 세미나 자료집 제공

•(사전등록) 30,000원 •(현장등록) 50,000원
•(참가비 납부) 계좌이체 또는 현장 현금 납부만 가능

초대의 글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500-973798(예금주 : 한국철강협회)

2019년은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확산과 내수 침체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오시는 길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내년은 더 어려운 해가 될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40 포스코센터

강관협의회에서는 국내외 강관시장과 기술 수준을 알아보고,
미래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자 강관산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하철

2호선 | 선릉역 1번 출구, 삼성역 4번 출구

버스노선

좌 석 | 1100, 1700, 2000, 7007, 9303, 8001

한전

현대백화점
인터콘티넨탈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강관산업 발전 세미나가 국내 강관산업의 생존전략 수립에

◀역삼

기업은행
해성빌딩

선릉역
①번 출구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삼성역
④번 출구

2019년 11월
한국철강협회 강관협의회 회장 김 석 일
주최

간 선 | 146, 333, 341, 360, 740
지 선 | 2415, 3011, 3411
※ 주차권을 지급하지 않사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롯데캐슬 ▶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

종합운동장 ▶

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