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2일

울산 2015 – 65호

이 자료는 배포 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 목 : ｢한국은행 울산본부 · 울산상공회의소 공동 세미나｣ 개최

□ 한국은행 울산본부(본부장 오호일)는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와 공동
으로 지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오는 19일 “울산지역 주력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한국은행 울산본부·울산상공회의소 공동 세미나｣를
개최
o 일 시 : 2015.11.19.(목) 14:00
o 장 소 : 롯데호텔울산 2층 크리스탈볼룸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 「한국은행 울산본부·울산상공회의소 공동 세미나」 개최 계획(안) 1부
문의처: 울산본부 기획조사팀 권승혁 팀장, 이지혜 과장
전화 (052)259-7421, 팩스 (052)259-7491~2, 이메일 ulsaneco@bok.or.kr
“한국은행 울산본부 보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bok.or.kr/ulsan)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 임)

｢한국은행 울산본부 · 울산상공회의소 공동 세미나｣ 개최 계획(안)

□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울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울산지역 주력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국은행 울산본부·
울산상공회의소 공동 세미나」를 개최
o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울산지역 주력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절한 정책대안과 비전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며 총 4개의 주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됨
발표자

주제

제1주제 울산발전연구원 황진호 경제산업팀장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주요국의
대응 전략

제2주제

산업연구원 기계전자산업팀
이항구 선임연구위원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발전 방안

제3주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산업연구팀 양종서 선임연구원

조선 산업의 고도화 전략

제4주제 한국화학연구원 이동구 기획경영실장

석유화학 산업의 과제와 경쟁력
강화 방안

※ 참가신청 : 울산상공회의소 경제조사팀
(전화 : 052-228-3071, 팩스 : 052-271-2116, e-mail : research@ucc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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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한국은행 울산본부·울산상공회의소 공동 세미나｣ 진행순서(안)

시간

세부 내용

13:50~14:00

참가 등록

14:00~14:20

개회사 및 축사

14:20~14:40

14:40~15:00

기조연설
- 이흥모 한국은행 부총재보
<주제발표>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주요국의 대응 전략
- 울산발전연구원 황진호 경제산업팀장

15:00~15:20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발전 방안
- 산업연구원 기계전자산업팀 이항구 선임연구위원

15:20~15:40

조선 산업의 고도화 전략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산업연구팀 양종서 선임연구원

15:40~16:00

석유화학 산업의 과제와 경쟁력 강화 방안
- 한국화학연구원 이동구 기획경영실장

16:00~16:20

Coffee Break

16:20~16:50

<패널토론>
- 대한상공회의소 전수봉 경제조사본부장
- 울산광역시청 박순철 창조경제과장
-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조형제 교수

16:50~17:00

질의 및 응답

17:00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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