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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Time Contents Speaker 

10:00 - 10:40 

코로나 시대 석유화학 산업 대응 전략  

-  수요 산업 별 파급 영향 베인앤컴퍼니 

-  공급/경쟁구도 변화 전망 최정수 파트너 

-  M&A 시장 동향 및 대응 전략 시사점   

10:50 - 11:30 

국내 수소 산업 동향 및 수소 활용화 방향  

- 에너지 전환 과정 및 수소의 역할 SDG 

- 부생수소 활용 실태 및 방안 김동호 전무 

-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   

11:40 - 12:20 

국제유가의 최근 동향과 향후 전망  

- 코로나 19 발생 이후의 국제 유가 변동 에너지경제연구원 

- 코로나 19 의 세계 석유 수급에 대한 영향 이달석 선임연구위원 

- 2020~21 년 국제 유가 영향 변수와 전망   

12:30 - 14:00 점심식사  

14:00 - 14:40 

화학산업 성공을 위한 원동력, 지속가능 성장 전략  

- Long-term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BASF의 핵심 키워드, “지속가능” BASF 

- BASF의 핵심 지속가능 계획 발표 Anja Song 

  

14:50 - 15:30 

코로나 시대, 올레핀/폴리올레핀 수요 전망과 회복가능성 진단  

- 코로나 팬데믹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 S&P Global Platts 

- 코로나 팬데믹이 에틸렌 및 폴리올레핀 수요에 미치는 영향 Huang Yi-Jeng 

   

15:40 - 16:20 

아시아 정유 및 아로마틱 시장 전망   

- 중국 정유 산업 발전 및 아로마틱 공급 현황 ICIS 

- 아시아 아로마틱 무역 흐름 영향 분석 (벤젠/톨루엔/PX 등)      Anita Yang 

   

16:30 – 17:10 

“New Normal”시대, 한국석유화학 성장 방안 

화학경제연구원 

김은진 수석연구원 

- 화학산업 메가트렌드 변화와 시사점 

- 한국석유화학산업 경쟁력 분석 

- 미래 첨단산업 동반 성장 방안 제언 
 

 

* 프로그램 주제 및 일정은 연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외 연사는 영어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 동시통역 서비스는 오프라인만 제공됩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 X)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일부 해외 연사의 발표는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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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and schedule ar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speaker's circumstances. 

* Foreign speakers are conducted in English. 

*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ervices are provided only offline participants. 

* Due to the coronavirus situation, some foreign speakers' presentations will be conducted online.. 

 

 

Programs 

   

Time Contents Speaker 

10:00 - 10:40 

Petrochemical Industry Response Strategy in Covid19  

- Impact by demand industry Bain & Company 

- Prospects for changes in supply/competition structure Choi JeongSoo 

- M&A market trends and implications for response strategies   

10:50 - 11:30 

Domestic hydrogen industry trends & issues  

- Energy conversion process and the role of hydrogen SDG 

- Progress and Status of Domestic Hydrogen Economy DongHo Kim 

- Hydrogen economy activation plan   

11:40 - 12:20 

Recent trends and future prospects of international oil prices  

- International oil price fluctuations after the Corona 19. KEEI 

- Covid19’s impact on global oil supply and demand DalSuk Lee 

- International oil price impact variables and outlook for 2020-21   

12:20 - 14:00 Lunch  

14:00 - 14:40 

Sustainability as enabler for business success  

- Sustainability as key pillar of BASFs strategy towards long term  

business success 
BASF 

- Presentation of selected sustainability initiatives Anya Song 

  

14:50 - 15:30 

Safe harbor in the era of COVID-19?  

Aromatics and Olefins demand and the road to recovery 
 

- Impact of coronavirus pandemic on consumption S&P Global Platts 

- Coronavirus impact slow, not derail, ethylene and derivative demand Yi-Jeng Huang 

   

15:40 – 16:20 

China Refinery and its Implications for Asia Aromatics 

ICIS 

Anita Yang 

- China’s refi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aromatics supply 

- Impact on Asia aromatics trade flows:  

Analysis of trade flows for products such as PX/Benzene/Toluene. 

 

16:30 - 17:10 

“New Normal” Gener, Korea Petrochemical Growth Plan  

- Chemical Industry Megatrend Changes and Implications  CMRI 

- Analysis of competitiveness in the Korean petrochemical industry  Eunjin Kim 

- Suggestion for shared growth in future high-tech industries    

17:20 ~ Q&A and 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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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Speaker 

 
 

 

 

 

 

 

 

최정수 파트너 

Bain & Company 

 

 

 

 

 

 

 

 

이달석 선임연구위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김동호 전무 

SDG㈜ 

   

Dr. Anja Song 

Vice Director Country Development 

BASF Korea 

 

Huang Yi-Jeng 

Senior Editor 

S&P Global Platts 

 

 

 

 

 

 

 

 

 

Anita Yang 

 The Product and Data Analytics  

ICIS 

  

 

 

 

 

 

 

 

 

김은진 수석연구원 

컨설팅사업부 

화학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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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참가비 
 

구분 신청시기 금액 그룹 할인 

Early Bird 09/21–10/14 (18 시 마감) 35 만원(VAT별도) ∙ 3 인이상 신청 시 전체금액의 10% 할인 

* 홈페이지 일괄신청 시 할인적용 가능 

(개별 신청시 할인적용 불가) 

일반등록 10/15–11/11 (오프라인 마감) 

10/15-11/06 (온라인 마감) 

40 만원(VAT별도) 

현장등록 11/12–11/13 

* 선착순 마감될 경우 현장등록 불가 

  현장등록은 온라인 등록 불가 

45 만원(VAT별도) 

∙세금계산서는 참가신청 당일 발행되며, 참가비는 5 영업일 내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참가신청은 일주일전인 11 월 06 일까지 가능하며, 오프라인 – 온라인 변경 역시 11 월 06 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http://www.cmri.co.kr/)  

홈페이지 접속 → 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원하는 프로그램 클릭 → 신청하기 → 온라인결제 → 접수완료 
 

온라인 신청 방법 

* 신청하기 → 신청자 정보 입력 → 참가자 정보 입력 → 결제 정보 → 참가방법 (온라인으로 체크) 
 

취소 및 환불 규정 

∙ 세미나 11 일 전까지(~ 11/2 18:00) 100% 전액 환불 가능하며, 11/2 18:00 이후부터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된 경우 이체일로부터 10 일 내에만 환불가능하며 거래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문의 

∙ 세미나 관련 문의: 세미나팀 (02-6124-6660~8 ext. 504, seminar@chemlocus.com) 

∙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총무팀 (02-6124-6660~8 ext. 204, chemj@chemlocus.com) 
 

기타 

∙ 온라인 참가 선택 시 세미나 전날 안내가 진행 될 예정이며, 책자는 개별적으로 발송됩니다. 

∙ 온라인 참가 및 오프라인 참가 가격은 동일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현장결제 및 현장등록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사전결제로 등록 부탁드립니다.  

∙ 동시통역 서비스는 오프라인으로만 제공됩니다. (온라인 참가는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X) 

∙ 한정된 좌석 수로 인하여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일반등록 기간 내라 하더라도 현장결제를 선택한 경우 현장등록 참가비가 적용됩니다. 

∙ 현장결제 선택 후 사전 고지 없이 불참하는 경우, 향후 화학경제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참가자에게는 책자형 자료집, 전자형 자료집(PDF), 점심식사가 제공됩니다. 

∙ 주차는 무료이나 당일 교통혼잡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등록자라 하더라도 행사 시작 2 시간 이후 도착 시 좌석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이 될 시 온라인 세미나로만 진행됩니다.  
 

장소안내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3 층 다이아몬드 홀 

 

 

 

 

 

 

전경련회관 교통 안내 

http://www.cmr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