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개요
행사명 : Asia Steel Forum 2019
주 제 : 개방을 통해 함께 상생하자(Opening up & Win-win)
시 기 : 2019년 9월 18일(수)~20일(금)
장 소 : JW 메리어트호텔 상하이 창펑 파크
구 성 : 개회식, 세션별 컨퍼런스, 환영만찬, 철강사 투어,
비즈니스 프로그램 외
인 원 : 약 400명 예상
언 어 : 한 · 중 · 일 · 영 동시통역

프로그램
<ASF & EXHIBITON>

상세 프로그램
＃ 9월 18일(수) 1일차
시 간

주

09:00~12:00

등록

13:30~14:00

Opening Speech

▶ ▶▶

제

발표자(진행자)

POSCO, CISA, Mysteel

Session 1. 거시경제와 철강산업

14:00~14:30

글로벌 경제현황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노무라연구소 Ting Lu 선임연구원

14:30~15:00

중국 철강업계의 친환경 발전 및 에너지 절약
방안

중국강철공업협회 환경보호기술부
황도 부장

15:00~15:30

한국 철강산업 현황과 2020년 전망

한국철강협회
Coffee Break

15:30~16:00
16:00~16:30

일본 철강산업 현황과 2020년 전망

16:30~17:00

인도, 동남아시아의 산업구조 분석 및 미래 전망

17:00~17:30

아시아 철광석 수급 구조 전망

18:00~20:00

일본철강연맹 시게로 하기우다 위원장

동남아철강협회 탕아영 사무총장
FMG

2019년 제 9회 ASF 환영 칵테일파티 & 저녁 및 중국 철강 수출사 발표

상세 프로그램
＃ 9월 19일(목) 2일차
시 간
▶ ▶▶

주

제

발표자(진행자)

Session 2 : 철강업계 혁신 및 국제 협력 방안 논의

08:30~09:00

철강 &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공장

09:00~09:30

일본 철강 업계 내 환경 보호 추세

일본제철 기술관리부
토시오 이소하라 책임자

09:30~10:00
10:00~10:30

일본 철강 무역 거래 및 에이전시 서비스
철강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계 경쟁력 향상

MetalOne Cooperation
Banksteel서세주 본부장

10:30~11:00

중국 일대일로(신 실크로드 경제벨트)정책 내 야금그룹의 해외 투자
전략

11:00~11:30

국제 철강 생산 능력 협력 및 발전 교류 포럼

야금그룹, 해강, 동남아시아, 일본철강연맹

Session 3. 철강 시장 수급 분석 및 수출 기회 발굴

14:00~14:30

아시아 자동차용 강판 시장 분석

14:30~15:00

아시아 백색가전 시장 내 철강 수요 전망

15:00~15:30

중국 철강시장 현황 분석 및 FOB가격 지수 발표

15:30~16:00

한국 철강 시장 현황 분석 및 미래 전망

16:00~16:30

인도&동남아 철강시장 현황 분석 및 전망

17:00~

중국야금과공그룹회사 장예 부사장

중식(뷔페)

11:30~12:30
▶ ▶▶

포스코 기술연구원 이덕만 그룹장

보산강철그룹 자동차강판 장기 영업부장
포스코 경영연구원 유승록 박사
마이스틸 철강사업부 주첸런 부장
스틸앤스틸 김홍식 부사장
인도 스틸민트 연구부장
Nishtha Mukerjee
저녁식사(뷔페)

EXHIBITON
일
시:
참가업체 :
형
태:
크
기:

9월 18일(수) ~ 19일(목)
중국 철강, 제조, 무역, 물류, 보험 등 약 30여 업체
판넬, 사진, 2개의 서포트라이트, 카펫, 책상, 의자 2, TV
3m x 3m (Width x Height)

역대 ASF 철강사 고위임원 참석 현황
구분

장소

참가자

1회
(2010년)

서울

<한국> 포스코 정준양 회장, 현대제철 박승하 부회장,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등 철강협회 회장단
<일본> 일본철강연맹 하야시다에이지 회장(JFE 사장) 등
<중국> 푸싱그룹 왕쥔빈 회장 등 40여명 / 총 300여명 참가

2회
(2011년)

중국 푸동

3회
(2012년)

일본 요코하마

<일본> 다이토특수강 시마오사장, <한국> 포스코 조뇌하 부사장,
<중국> 바오산강철 리하잉 부총경리 등 12명 / 총 200여명 참가

4회
(2013년)

서울

<한국> 포스코 김준식 사장, <일본> JFE 오구라야스츠구 부사장,
<중국> 난징강철 양쯔밍 사장 등 20여명 / 총 300여명 참가

5회
(2014년)

중국 상하이

<중국> 화링강철그룹 차오후이췐 회장, <한국> 포스코 오인환전무,
<동남아> 동남아철강협회 탕아영 사무총장 등 20여명 / 총 300여명 참가

6회
(2016년)

대만 카오슝

<대만> CSC 리우지강 총경리, <한국> 포스코 정탁 전무,
<동남아> 동남아철강협회 탕아영 사무총장 등 20여명 / 총 300여명 참가

7회
(2017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니> Mas Wigantoro 인도네시아철강협회 회장, <한국> 포스코 김지용 인도네시아 법인장,
<동남아> Nguyen Van Sua 베트남철강협회 부회장 등 20여명 / 총 200여명 참가

8회
(2018년)

서울

<한국> 현대제철 송윤순 부사장, <중국> 바오산강철 리하오핑 부총경리
<일본> 아이치제강 쇼키지 야스카와 회장 등 20여명 / 총 400여명 참가

<한국> 포스코 김광수 전무, 어기구 국회의원, <중국> 후잉 CISA 국제철강무역협상 대표,
<대만> 황진촨 대만농업구조협회 상무, <일본> 슈에나가 사토시 JETRO SEOUL 부사장,
<인니> 쟈티산티아노 인니 KHI강관 대표 / 총 200여명 참가

사진으로 보는 AS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