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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에 따른 참가 요청

1. 귀하의 건승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12월 우리기업의 對중국 진출 핵심지역인 산동성에서 최고위급
정부인사 뿐만 아니라 지난(济南), 칭따오(青岛), 옌타이(烟台), 웨이하이(威海) 등 산동을
대표하는 도시들의 고위급 정부인사와 기업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본회는 다음과 같이 한-산동성간 경제통상 협력의 확대를 위한
교류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다

음 -

○ 행사명 : 한-산동성 경제통상 협력 교류회
○ 일 시 : 2019년 12월 3일(火) 16:30-20:00 (만찬 포함)
○ 장 소 : 그랜드하얏트호텔 1층 그랜드볼룸 (용산구 소월로 322)
○ 참석자 : 한중 양국 정재계인사 총 300여명
- 한국측 : 정부인사, 산동성 투자, 진출 CEO, 임․본부장 등 200여명
- 중국측 : 산동성 省市별 고위 정부인사 및 기업인 100여명
○ 프로그램 : <첨 부> 참조
○ 요청사항 : 온라인으로 참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minar.fki.or.kr

문의 및 회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종훈 과장(T. 02-3771-0453, haans@fki.or.kr)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허창수

<첨부>

｢한-산동성 경제통상 협력 교류회｣ 개최(案)
 행사개요
○ 일

시 : 2019년 12월 3일(火) 16:30-20:00

○ 장

소 : 그랜드하얏트호텔 1층 그랜드볼룸

○ 참석자 : 한중 양국 정재계인사 총 300여명
- 한 국 : 정부인사, 산동성 투자․진출 CEO, 임․본부장 200여명
- 중 국 : 산동성 省市별 고위 정부인사 및 기업인 약 100명
○ 언

어 : 한중 동시통역

○ 드레스코드: 비즈니스 정장
 프로그램(案)
16:30-17:00
17:00-17:05
17:05-17:10
17:10-17:15
17:15-17:20
17:20-17:30
17:30-18:15
18:15-18:30
18:30-20:00

등록 및 산동성 홍보동영상 시청
VIP 내빈 소개
한국정부 고위인사 인사말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인사말
허창수 전경련회장 인사말
류자이 산동성 당서기 기조연설
산동성 자유무역시험구 투자환경 소개
한-산동성간 중요 프로젝트 MOU 체결식
교류 만찬회

※ 참가신청 및 등록확인 (온라인 확인)
전경련 세미나 홈페이지 http://seminar.fki.or.kr
* 17:00 교류회와 18:30 만찬회 장소가 동일하여
18:30 만찬회만 참석 희망 시 좌석배정은 부득이 후순위 예정

산동성정부, 경제계 주요 참가자
11/18 현재 참석자, 계속 추가 예정

 산동성 省정부 인사
1. 刘家义 산동성 당서기

山东省委书记

2. 孙立成 산동성 상무위원겸 비서장

山东省委常委、秘书长

3. 周连华 산동성 발전개혁위원회 주임

山东省发改委主任

4. 张德平 산동성 상무청 청장

山东省商务厅厅长

5. 蔡先金 산동성 외사판공실 주임

山东省外办 主任

 산동성 省정부 기관장
1. 汲斌昌 산동성 공업정보화청 청장

省工业和信息化厅厅长

2. 王 磊 산동성 문화관광청 청장

省文化旅游厅厅长

3. 解维俊 산동성 사법청 청장

省司法厅厅长

4. 张 斌 산동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省国资委主任

5. 刘 晓 산동성 지방금융감독관리국 국장 省地方金融监管局局长
6. 吕 伟 산동성 상무청 부청장

省商务厅副厅长

7. 王 晓 산동성 공업정보화청 부청장

省工业和信息化厅副厅长

8. 孙业宝 산동성 외사판공실 부주임

省外办副主任

9. 毛胜军 산동성 주한국대표처 수석대표

省政府驻韩国经贸代表处首席

10. 王绪超 산동성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순시원 省国资委二级巡视员
 산동성 市정부 인사
1. 张述平 연태시 당서기

烟台市委书记

2. 王鲁明 위해시 당서기

威海市委书记

3. 郑德雁 제남시 상무부시장

济南市常务副市长

4. 薛庆国 청도시 상무부시장

青岛市常务副市长

5. 张代令 연태시 부시장

烟台市副市长

6. 杨 丽 위해시 부시장

威海市副市长

7. 刘艳秋 제남시 상무국 국장

济南市商务局局长

8. 赵士玉 청도시 상무국 국장

青岛市商务局局长

 중앙정부 駐산동성 기관장
1. 贺水山 청도해관 관장

青岛海关关长

2. 赵儒霞 제남해관 관장

济南海关关长

3. 周逢民 인민은행 제남분행 행장

人民银行济南分行行长

4. 张东方 청도해관판공실 주임

青岛海关办公室主任

5. 郑建旭 제남해관종합업무처 처장

济南海关综合业务处处长

6. 张 军 인민은행 제남분행 처장

人民银行济南分行处长

7. 毕德富 인민은행 제남분행 처장

人民银行济南分行处长

 산동성 省內 기업인
1. 邹庆忠 산동고속그룹 회장

山东高速集团董事长

2. 李希勇 옌쾅그룹 회장

兖矿集团董事长

3. 霍高原 산동항만그룹 회장

山东港口集团董事长

4. 包剑英 산동해양그룹 회장

山东海洋集团董事长

5. 谭旭光 산동중공업그룹 회장

山东重工集团董事长

6. 李 玮 중타이증권 회장

中泰证券董事长

7. 徐传钰 산동항공 회장

山东航空董事长

8. 刘守亮 루상그룹 부서기

鲁商集团党委副书记

9. 郭少泉 청도은행 회장

青岛银行董事长

10. 刘仲生 청도농상은행 회장

青岛农商银行董事长

 주한중국대사관 인사
1. 邱国洪 주한중국대사

中国驻韩国大使

2. 谷金生 주한중국공사

中国驻韩国大使馆公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