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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소개 또다른 10년, 2020년대세계경제는환경적측면에서 ‘뉴앱노멀’, 위험관리측면에서는 ‘초불확실성’

의시대로전개될것입니다. 경제주체들은어느날갑자기닥쳐올 ‘빅체인지’에 먼저다가가적극적으로

기회를창출해야할때입니다. 더이상성장둔화요인을중국의추격등외부에서만찾으면안되며, 성장

동력개발과고객가치창출등경영프로세스개선을위해끊임없이경주해야합니다. 한상춘한국경제신

문논설위원은대내외경제전망부터선도기업의경영사례를바탕으로기업의생존전략을제언합니다.

강연
소개

2020년글로벌정세와대한민국이나아갈방향

격동하는국제정세속에서우리는앞으로일어날세계적변화와불확실성요소를예측해야합니다. 특히

2020년은한반도정세에영향을끼칠북한비핵화문제, 한미동맹의미래를통해평화또는긴장고조의

가능성을진단할수있으며, 한국총선과미국대선에따라국내외정치적중요성을갖는한해가될것입

니다. UN 대사를역임한오준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이밖에도세계화, 미중대립, 경제불황과불평등

의키워드를중심으로 2020년글로벌정세와대한민국이나아갈방향을제시합니다.

뉴앱노멀시대!대내외경제전망과국내기업의생존전략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 前 UN 대사

■현) 경희대평화복지대학원교수

■전) UN 경제사회이사회의장

■전) 주싱가포르대사

■저서 : 생각하는미카를위하여

한상춘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현) 한국경제TV 해설위원겸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전) 한국은행및대외경제정책연구원선임연구원

■저서 : 2020-2030 경제의미래

또다른 10년이온다



회차 개최 일시 연사 강연 주제

540회 2018년 7월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SMART & CONNECTED! 미래공장, 생산소비 혁명 시대가 온다

540회 2018년 7월 김헌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시대를 관통하는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찾는 경영의 지혜

541회 2018년 8월 이지훈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위기를 기회로, 결국 이기는 힘!

541회 2018년 8월 황농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몰입과 창의성이 4차산업혁명을 지배한다!

542회 2018년 9월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미래 자동차, 모빌리티 혁명과 기업의 비즈니스

542회 2018년 9월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 소장)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신북방정책과 경제 진출 전략

543회 2018년 10월 박웅현 (TBWA KOREA 크리에이티브 대표) 소셜 네트워크 시대, 브랜드 이미지 혁신 전략

543회 2018년 10월 최진석 (건명원 원장)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과 네 번째 물결

544회 2018년 11월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박사) [2019년 경제전망 세미나] 위기에서 기회로! 대한민국 경제 지형을 넓혀라!

544회 2018년 11월 곽수종 (한국조지메이슨대 경제학과 교수) [2019년 경제전망 세미나] 위기에서 기회로! 대한민국 경제 지형을 넓혀라!

544회 2018년 11월 이두영 (닐슨 코리아 상무) [2019년 경제전망 세미나] 위기에서 기회로! 대한민국 경제 지형을 넓혀라!

545회 2018년 12월 신현암 (팩토리8 대표) BIG PROFIT, 사회를 변화시키며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

545회 2018년 12월 민정웅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 아마존을 알면 4차산업혁명이 보인다. SCM 혁명을 통한 미래 산업의 진화!

546회 2019년 1월 이홍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CEO의 창조 습관! 변화와 위기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생존전략!

546회 2019년 1월 고순동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기업 문화의 변화

547회 2019년 2월 홍대순 (기술경영경제학회 부회장) 파괴적 혁신의 실현, 아트 경영!

547회 2019년 2월 최재홍 (강릉원주대 과학기술대학 교수) 디지털 트윈!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다!

548회 2019년 3월 박연관 (한국외대 베트남어과 교수) 포스트차이나 베트남! 새로운 기회를 찾다

548회 2019년 3월 박원주 (특허청장)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로 혁신 성장을 주도하다!

549회 2019년 4월 김영세 (이노디자인 회장) 세상을 바꾸는 빅디자인 경영! 

549회 2019년 4월 박진수 (대학내일 20대연구소 수석연구원) 파워 신인류 밀레니얼 & Z세대가 주도할 트렌드에 주목하라!

550회 2019년 5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특별대담] 새로운 미래를 선도할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인가?

550회 2019년 5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특별대담] 새로운 미래를 선도할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인가?

551회 2019년 6월 이승윤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공간은 경험이다! 최적의 고객 경험을 설계하라

551회 2019년 6월 박영택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는가!

552회 2019년 7월 한젬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초가치를 만드는 아트 X 비즈니스 콜라보

552회 2019년 7월 박항기 (메타브랜딩 사장) 뉴노멀 시대의 브랜딩 솔루션 제언! 

553회 2019년 8월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한·일 경제전쟁! 미래를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553회 2019년 8월 김창경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 포스트 게놈 시대! 인류와 생명과학의 미래

554회 2019년 9월 서진영 (자의누리 경영연구원 원장) 퇴계 이황의 이기이원론(理氣二元論)과 스마트 팩토리

554회 2019년 9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 중앙대 교수) 게임 속에 경영위기 탈출 해법이 있다!

555회 2019년 10월 민은정 (인터브랜드 CCO)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브랜드 네이밍 전략!

555회 2019년 10월 임영익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대표) 인공지능 판사와 프레디쿠스!

556회 2019년 11월 김지윤 (정치학 박사) [2020년 경제전망 세미나] JUMP UP KOREA! 위기 극복 DNA를 깨워라

556회 2019년 11월 박종훈 (KBS 경제부 부장) [2020년 경제전망 세미나] JUMP UP KOREA! 위기 극복 DNA를 깨워라

556회 2019년 11월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 [2020년 경제전망 세미나] JUMP UP KOREA! 위기 극복 DNA를 깨워라

557회 2019년 12월 차두원 (CODE42 정책 총괄) 공유와 자율이 바꾸는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557회 2019년 12월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사회적 가치를 통해 기업의 성장 동력을 장착하라!

최근 개최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