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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회 세계지식포럼

등록절차안내

2012년 10월 9일 ~11일,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

세계지식포럼 사무국
서울 중구 필동 1가 30 매경미디어센터 5층 (우) 100-728

제 13회 세계지식포럼은 온라인 등록 접수만 가능합니다. (www.wkforum.org)

1. 온라인 등록절차 (REGISTRATION FLOW)

A: 1~9명

* 제 13회 세계지식포럼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E-mail로 발송해 드립니다.

Tel : 02-2000-2411~8
Fax : 02-2000-2419
일반문의 : knowledge@mk.co.kr
등록문의 : wkf_reg@mk.co.kr

개인정보입력
세금계산서
요청
(필요시)

온라인참가신청
단체참가자
개별정보입력

B: 10명 이상

참가비 카드결제
또는
은행송금

등록확인
메일수령
(입력정보 최종확인용)

등록완료

조기등록 할인은 8월 24일까지 결제 완료하신 분에 한합니다.
(미결제시 일반등록가 적용)
일반등록때에도 9월 24일까지 입금완료하셔야 최종등록으로
인정합니다.

2. 참가비 안내

참가비 포함 내역

A. 참가신청 (1~9명)

VAT 포함

Full Forum (10월 9일 ~ 11일)
구분

조기등록 할인
(~ 8월 24일)

일반등록
(8월 25일 ~ 9월 24일)

일반

￦2,650,000

￦2,950,000

10% 할인

인시아드 미니 MBA
(10월 10일)

뉴욕대 파이낸스 마스터
(10월 11일)

￦1,650,000

￦1,650,000

2011년 세계지식포럼 참가자
K-CEO, Economist Club, Diamond Club, 매경-외대 차이나 CEO 과정 회원
참가자의 직계가족 (부부, 형제, 자매, 부자, 모녀 등 )

￦2,380,000
30% 할인
40% 할인

￦2,650,000

* Full Forum : 포럼 자료집, 중식, 세계지식포럼 만찬
* 인시아드 미니 MBA, 뉴욕대 파이낸스 마스터 : 해당 세션 자료집, 중식

인시아드 미니 MBA, 뉴욕대 파이낸스 마스터 과정을 수료하신 분께는
인증서를 드립니다.
신청 취소 및 환불: 9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취소 요청 건에 한해
행사 종료 후 전액 환불 가능(처리수수료 제외)
참가자의 직계가족 할인 : 가족증명서를 사무국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는 분에 한합니다.

해당없음

해당없음

교수, 공무원

교수, 공무원, 대학생 할인 : 대학재직증명서, 공무원증 또는
재학증명서를 사무국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는 분에 한합니다.
대학생 할인은 전업 대학생에 한합니다.

￦2,060,000
참가비에 호텔숙박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가자에 한해 워커힐호텔 할인예약문의 가능, E-mail : wkf_info@mk.co.kr)

대학생

￦1,770,000
모든 세션에는 동시통역이 제공 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www.wkforum.org)나 브로셔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B. 단체 참가신청 (10명이상)
Full Forum (10월 9일 ~ 11일)

구분
A형(20명 이상)

30% 할인

예 ￦41,200,000 : 20인 기준

B형(10~19명)

20% 할인

예 ￦23,600,000 : 10인 기준

초대의 글
세계지식포럼 집행위원장 ∙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장대환

2012년 전세계는 커다란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올 한해에만 전세계 30여개 주요국에서
정권교체 여부를 묻는 선거가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세계
경제상황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유럽재정위기가 유로존 해체로 이어질 지, 전세계 불황으로 번질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리더십
공백은 곧바로 정치적 경제적 대혼란을 의미합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비즈니스포럼으로 성장한
세계지식포럼에서는 이에 따라 새로운 성장을 위한 창의적인 리더십을 주제로 위기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올해 커다란 정치 경제적인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300여년의 역사를
지닌 자본주의가 전에 없던 강력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단순한 경제위기 수준을 넘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또 다른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어떤 나라는 견조한 성장흐름을 유지하는데 어떤 나라는 갈수록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가 이들을 달라지게 했을까요? 기존의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선으로 세계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상상력을 더한 창의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하지 않는 철학'과 '새로운 시선'의 조화가 세계지식포럼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올해 세계지식포럼 전체 주제는 ‘위대한 돌파: 글로벌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 (The Great Breakthrough:
New Solutions for Global Crisis)’입니다. 위기돌파 해법의 핵심 요소로 ‘새로운 성장(New Growth)’,
‘리더십(Leadership)’, ‘행복(Happiness)’, ‘윤리성(Integrity)’, ‘창의력(Creativity)’ 5가지를 제시합니다.
지난 3년간 세계지식포럼은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아시아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었습니다. 올해는 아시아를 넘어 좀더 넓은 시각으로 글로벌 위기를 바라보고, 2013년 달라질
세계지도에 대해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토론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세계경제위기를 돌파해나갈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세계적인 정치지도자들과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CEO)들, 그리고 석학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나갈 수 있는 통찰력을 제시할 것입니다.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인 지식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는 창조적 혁신이 무엇인지, 인간 중심의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삶을 들여다보는 행복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도 이뤄집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를 맞아 올해 세계지식포럼은 감동을 이끄는
리더들과 함께 비전을 찾는 시간이 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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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세계지식포럼 주제

12회 세계지식포럼
The New Economic Crisis:
Reforming Global Leadership & Asia's Challenge
신 경제 위기: 글로벌 리더십의 변혁과 아시아의 도전
11회 세계지식포럼
One Asia Momentum, G20 Leadership &
Creatinnovation
원 아시아 모멘텀, G20 리더십 그리고 창의적 혁신
10회 세계지식포럼
One Asia, New Economic Order & Recovery
하나의 아시아, 신 경제질서 그리고 경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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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세계지식포럼
Collabonomics & Greater Asia
협력의 마법 & 아시아시대

6회 세계지식포럼
Creativity and Collaboration: Foundation for the New Era
창조와 협력 :새로운 시대를 위한 토대

8회 세계지식포럼
Wealth Creation and Asia
부의 창조 그리고 아시아시대

5회 세계지식포럼
Partnership for Renewed Growth
파트너십을 통한 세계경제의 재도약

7회 세계지식포럼
Creative Economy
창조경제

4회 세계지식포럼
Creating a New World Order and Economy
인류번영을 위한 새로운 세계질서와 경제의 창조

3회 세계지식포럼
Knowledge in a World of Risk:
A Compass towards New Prosperity
위기를 넘어, 새로운 번영을 향해
2회 세계지식포럼
Drawing Roadmap for Knowledge Economy
and Global Prosperity
지식기반경제 시대 인류공영을 위한 비전의 모색
1회 세계지식포럼
Shaping the New Millennium with Knowledge
지식으로 새 천년 새 틀을 짠다

위대한 돌파: 글로벌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
세계경제의 변화는 예측을 불허합니다. 사실 유럽 위기라는 복병을 예상했던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이 부상하고, 신흥국가가 기존의 구도를
바꿔놓는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흥국가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경제의 전통적인 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30여 개국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가 이런 변화를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세계지도는 다시 한번 바뀔 것 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선으로 세계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상상력을 더한 리더십을 가진 나라가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가만이 아닌 기업들도 가장 고민 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인들은 변화하는 2013년을 맞아
어떻게 기업경영을 준비해야 할까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디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할까요?
창의적인 리더십의 전제조건은 무엇이며 어떤 전략적 모델이 필요할까요?

세계지식포럼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오는 10월 9일~11일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위대한 돌파:
글로벌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라는 주제로 해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기존과는 다른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경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새롭게 찾아야
합니다. 단순한 경제위기 수준을 넘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또 다른 체제에 대한
논의가 상상력을 기반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우리는 외부적으로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과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라는 커다란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위기 수준을 넘어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내부 갈등, 경제적 문제를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세워야 합니다.

2012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해법을 찾아봅시다. 지난 12년간 쌓아온 명성에 걸맞게 글로벌 석학들과
비즈니스 리더가 대거 참석해 혜안을 제시합니다. 올해 10월은 이를 위한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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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연사는 블룸버그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Christian Wulff, Malcolm Gladwell, Paul Krugman, Joschka Fischer, Bob King, Yoshito Hori, Jane Buchan, David Gordon,
Christopher Hill, Donald Johnston, Jean-Pierre Raffarin, Michael Brown, Willem Wim Kok, Jean-Louis Beffa, John Chambers,
Jomo Kwame Sundaram, Mark Mobius, Richard Duncan, Lawrence Ho)

THE 13th
WORLD
KNOWLEDGE
FORUM

SPEAKERS

ܻࠁࣻઁܻػ؊भ
크리스티안 불프 Christian Wulff
전 독일 대통령

"유로존 국가들은 위기 경보체제 확립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으며 규정을 어기는 국가들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크리스티안 불프 독일 전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독일을 이끈 인물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매스컴에
수없이 보도될 때, 그는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며 정지적 역량을
키웠습니다. 유로존 위기에 대한 그의 호소는 단호합니다. 리더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불프 전 대통령은 2010년 역대 독일 최연소 대통령으로 선출
됐습니다. 그는 16세 때인 1975년에 입당해 줄곧 정치경력을 쌓은
정통 기민당(CDU) 출신 정치인입니다. 1994년부터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연방총리에 맞서 니더작센주 주 총리 선거에 출마했던
그는 내리 두 차례나 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선거에 후보로 나서 결국 주 총리에 오른 저력이 있습니다. 특히 주
총리 시절 주 최대 기업인 폴크스바겐을 포르쉐가 인수하려 하자
이를 무산시키고 오히려 폴크스바겐이 포르쉐를 인수하도록 이끌어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독일의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상징적 역할을 하는 직책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정권교체 전에 항상 차기 정권을 창출하는 진영이
먼저 자기 쪽 대통령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독일 정치세력의 현황을
읽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는 대통령 시절
온건하고 결단력있는 정치행보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권력에 대한 욕망과 모든 것을 바칠 의지가 부족하다"며 "난
우두머리형 남자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을 정도로 절제된 리더십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초 특혜스캔들에 연루돼 현재는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독일 정계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통할 정도로 정치력과 리더십을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1959년 독일 북부 오스나브뤼크에서 태어난 불프 전 대통령은
부친이 세상을 일찍 떠난 데다 모친도 병에 시달려 10대 때부터
모친과 여동생을 보살펴야 했던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오스나브뤼크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니더작센 주 당 의장을 지내기 전까지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세계지식포럼에서 그는 유럽위기의 문제점을 리더십의 부재에서
찾을 예정입니다. 그의 절제되고 합리적인 보수주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qನೌ્ܻझಕੋ
ӒܻҊਬۣਸݎଢ଼r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José María Alfredo Aznar López
전 스페인 총리

“스페인의 경제위기는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스페인은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공공지출을 줄이고
복지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스페인 전 총리는 지난 2011년 한 기고문을
통해 당시 정부를 이끌고 있던 사회당 내각을 강하게 비난 했습니다.
포퓰리즘에 가까운 복지정책으로 정부부채가 커지면서 결국 위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스나르 전 총리는 국민당 당수의 자격으로 1996년 스페인의 제
76대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1953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나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스페인
국민연맹 사무총장, 국민연맹 부의장, 스페인 국민당 총재, 스페인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등 스페인 보수진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마리아노 라호이 현 총리는 아스나르 전 총리의 후계자로
그와 정치철학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리 시절에는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쳤습니다. 시장 개방과
기업 민영화 등 다양한 경제 개혁을 시행해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흑자로 돌아서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국내총생산이 68% 증가했고, 스페인 경제는 세계 8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내에서 대표적인 친미파로 유명합니다. 총리 재직 당시
그는 친미정책의 일환으로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을 적극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이라크 전쟁
정책은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4년 총선 직전에는
마드리드 열차 폭탄테러 사건이 일어나 200명이 넘는 인명이
희생됐고, 그 결과 총선에서 패배하여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는
테러리즘이 민주주의와 세계 안보를 어떻게 위협하는 지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지식포럼에서 아스나르 전 총리는 이번에 참석하는 전 현직 총리,
대통령들과 함께 유럽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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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컴 글래드웰 Malcolm T. Gladwell
더 뉴요커 저널리스트

“50년 후 사람들은 빌 게이츠는 기억해도 스티브 잡스는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빌 게이츠는 자기 돈으로 말라리아를 치료해주기 때문이다.”
맬컴 글래드웰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의 이름을 알지는 못해도 ‘1만시간의 법칙’ 이라든지 ‘티핑
포인트’라는 용어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가 앞에서 했던 말은 자선활동을 벌이는 빌 게이츠와 생전에 단 1달러도 사회를
위해 내놓지 않았던 스티브 잡스를 비교해서 했던 말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는 날카로운 관찰력과
특유의 스토리텔링이 그의 장점입니다.
그의 저작은 대중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한국의 대중들은 그가 1996년 내놓은 저작 ‘티핑포인트(The
Tipping Point)’에서 나온 ‘소수의 법칙’의 좋은 예로 김치냉장고를 꼽고 있습니다. 맬컴 글래드웰에 따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폭발하는 바로 그 지점’을 의미하는 티핑포인트에는 모두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소수의 법칙으로 대유행의 시작점은 늘
입소문이 빠른 소수집단에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김치냉장고도 일부 주부들의 필요와 입소문에 의해서 번져나가 지금은 한국 대부분의
가정에 필수적인 가전제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맬컴 글래드웰은 1963년 영국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자랐고, 토론토대 역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워싱턴포스트에서
리포터로 근무했으며, 1996년부터 더 뉴요커의 기고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1996년 저서 ‘티핑포인트’로 주목 받기 시작해 이후까지 총 4권의
저서가 출간됐고, 모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로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현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례를 독특한 통찰력으로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타임지의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고 2009년과 2010년에는 <포린 폴리시>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한국은 내수를 늘리기 위해 재정을
확대하고 금리를 내리는 것 밖에는 대안이 없다.”
미국 및 유럽 위기 이후 가장 `뜨거운' 경제학자로 손꼽히는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
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늘고 소비가 떨어지는 현상에 대한
해법입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경기 확장 정책과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펴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폴 크루그먼은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논리 때문에 진보적
경제학자로 분류됩니다. '부시 저격수,' '오바마 저격수' 등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그의 공격적인 논파 방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의 날카로운 독설과 정확한 진단은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주류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정확히 예견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가 일약 스타덤에 오른 계기는 1994년에 쓴 논문에서 아시아의
위기에 대해서 지적했던 글 때문입니다. 폴 크루그먼은 ‘Foreign
Affairs’(1994년 11~12월호)에 실린 논문 ‘아시아 기적의 신화
(The Myth of Asian Miracles)'에서 "아시아 경제에 기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루그먼은 또 아시아 경제발전의 한계를 지적하여
국제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아시아의 성장은 효율성
향상이 아니라 생산요소 과다투입 때문이며 조만간 한계에 부딪혀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아시아는 결국 그로부터 3년
뒤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는 금융위기를 겪는
국가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 재정 긴축 처방을 비판해
화제에 올랐으며 1998년 8월에는 '달러의 위기?'라는 논문을 통해
미 달러화 가치의 폭락을 경고했습니다.
1953년 뉴욕에서 태어나 예일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03년부터 프린스턴 대
경제학부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010년 제11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해 니얼 퍼거슨과 논쟁을
벌였던 폴 크루그먼은 올해에도 다양한 연사들과 함께 토론에
나섭니다. ‘긴축 vs. 성장’ 세션에서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합니다.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위한 부채경감을
주장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스테판 잉브스 위원장이 참석해
그와 정 반대 견해에 서 있는 폴 크루그먼과 유럽의 금융정책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qࠛടਸղr
폴 크루그먼 Paul Krugman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ࠄઁޙীࢎైחࢲݏ
마틴 울프 Martin Wolf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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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불평등(Inequality)을 전 세계 경제가 갖고 있는 최대의
난치병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갈합니다.
“자본주의는 개인들의 사유재산(private goods)을 만드는데
그토록 좋은 기능을 발휘했지만 사회 불평등 해소나 사회간접자본,
금융안전성과 같은 공공재산(public goods)을 만드는 데는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틴 울프는 영국의 유력 경제지인 파이낸셜타임즈(FT)에서 수석
경제논설위원(Chief Economic Commentator) 겸 부주필로 일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제 칼럼니스트로 손꼽힙니다. 옥스포드대학교
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고 세계은행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10년간 일하면서 실물경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학에서 철학, 정치학, 경제학을 공부하고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좌파적 경제학자에 동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세계은행에서 일할 때 그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신흥국 시장의 부채가 증가하는 등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또 신고전파 경제학의 원류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영향도 받으면서 국가 개입에서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나 2008~2009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이후로
그는 또다시 생각을 수정합니다. 경제위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확장정책 밖에 없다는 케인시안적 사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울프는 최근 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며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경제학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지금의 유로존 구조가 불평등하다고 주장합니다. 독일 등의
국가가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과실을 따먹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이 25% 이상의 살인적 실업을 견뎌야 하는 고통스런
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마틴 울프는 이번 세계지식포럼에서
유럽의 경제위기 해법을 진단하는 ‘유럽 정상들로부터 듣는
유럽경제위기 해법’ 세션에 섭니다. 유럽 전직 정상들을 앞에 놓고
해법을 촉구하는 사회자로 나섭니다. 또 내년 세계경제의 위험요소를
분석하는 ‘2013년 경제위기 전망’세션에서도 활약할 예정입니다.

oੌةחܻ׳पਊܻ؊भp
요슈카 피셔 Joseph Martin Fischer
전 독일 부총리

그는 독일 전 외무장관 겸 부총리 (1998~2005)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나는 달린다’라는 책의 저자로 더
친숙합니다. 22세 연하의 부인과 네 번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1990년대 중반 세 번째 아내가 뚱뚱해진 자신을 버리고 떠나자
마라톤을 통해 110㎏이던 몸무게를 30㎏ 이상 줄이고, 1999년
에는 뉴욕 마라톤 대회 풀 코스를 완주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사실 그가 재임하던 시절 겪었던 국제 사건들은 하나 하나 굵직한
역사적 현장들입니다.
외무장관직에 있으면서 요슈카 피셔는 반전이라는 녹색당의 기본
이념에 반대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유고슬라비아 공습에 독일군 참전을 적극 옹호했고, 2001년
마케도니아와 아프가니스탄 파병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 당 내부로
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동평화 중재에 적극 나서는
등 독일 외교의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5년 슈뢰더 정부가 선거에 패배하면서 외무장관직에서 물러나
프린스턴대학교 초빙교수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경제위기에 대해서는 이미 유로존은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정치적 의사가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 통일성을 공식화해야
하며 유럽 각국의 경제회복을 위한 성장프로그램과 구조개혁도 병행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녹색당에 소속돼 정치권에 나오기 전에는 재야에서 극좌혁명
운동을 했던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1981년 신생 녹색당에
입당해 현실정치에 발을 들여놨고 이후 2년 간 연방의원을
지냈습니다. 헤센 주 환경장관을 두 차례 지냈으며 1994년
연방하원에 복귀한 뒤 1998년 총선에서 6%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 슈뢰더의 사민당(SPD)과 '적록(赤綠)연정'을 이뤄내면서
외무장관 겸 부총리에 올랐습니다.
요슈카 피셔는 이번 세계지식포럼에서 백악관의 타운홀 미팅처럼
글로벌 외교 관계 속에서 고심하고 있는 한국과 아시아 청중들을
상대로 실용주의 외교 노선이란 무엇인지 들려주는 심도 있는
미팅을 가질 계획입니다. 또 자신이 어떻게 체중을 줄여가며 훌륭한
리더십을 이뤄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ನ٘ࠗഝऀ
밥 킹 Bob King
전미자동차노조 위원장

포드의 위기를 해결한 일등 공신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흔히
사람들은 앨런 멀러리 (Alan Mullalay) 현 CEO를 지목합니다.
하지만 사실 속사정을 살펴보면 밥 킹 전미자동차노조(UAW.
United Auto Workers) 위원장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포드의 위기는 오랫동안 누적된 재무구조 부실 탓이 컸습니다.
포드는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을 비축해 뒀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320억 달러에 이르게 되자
결국 2009년에는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그 때 등장한 것이 밥 킹입니다. 2010년부터 UAW 위원장을 맡은
그는 선거 당시 97%의 지지율로 선출돼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 언론에서는 그의 연설을 두고 "불꽃같다(Fiery)”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포드는 경영위기 당시 한 차례도 파업을 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협상을 통해 노동자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임금체계에 동의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사실상 임금 하락을
노조원들에게 설득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입니다. 언론들은 이
협상을 두고 '역사적(Historic)’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포드의 사례를
크라이슬러, GM 등은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미국
자동차업계가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는 노조가 단순히
해당 기업과의 이해관계만을 위해서 싸우기 보다는 보다 큰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실리를 위해 서로 연대해 나아가야 한다는 그의
신념(사회적 연대 가설) 때문이었습니다.
1946년생인 그는 미시건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디트로이트의 포드 공장에 취직한 그는 이후 디트로이트
대학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가 됩니다. 1968년과 1970년 기간
동안에는 한국에서 미군 사병으로 일한 적도 있어 한국과의 인연도
깊습니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에서는 노사가 함께 살 수 있는
리더십에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또 글로벌 CEO들에게 “노조가
건강하다면 기업과도 상생을 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리더십을
설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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Ҵоח৵पಁೞחо"
대런 에이스모글루 Daron Acemoglu
MIT 경제학과 교수

"중국이 지금처럼 과학과 신기술에 아무리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고 해도 착취적인 정부 제도가 혁신의 방해물로 작용할 것이다."
대런 에이스모글루 MIT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후진적인 제도에 대해 혹평을 내립니다.
그는 "개개인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경제제도가 (국가와 사회의)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포용적 정치제도가 없으면 포용적 경제제도도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결국 중국이 '창조적 파괴'를 통하여 낡은 경제와
정치제도를 개혁해나가지 못한다면 경제발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1967년 터키에서 태어났으며 런던 정경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으며, 2000년부터 MIT 정식 교수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관심분야는 다양합니다. 정치경제학, 개발경제학, 경제성장, 테크놀로지, 소득불균형, 노동경제학 등에서
전 방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최근 연구는 ‘사회제도가 경제개발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그는 제임스 로빈슨(James Robinson) 하버드대 교수와 함께 저작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를 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성공하는 국가는 ‘포용적(Inclusive) 경제 정치 제도'를 가졌고, 실패하는 국가는 ‘착취적(Extractive) 경제 정치 제도'를 가졌으며, 결국
성패(成敗)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한국과 북한의 예를
들면서 동일한 자원 하에서 제도를 통해 어떻게 두 나라가 변모하는지 밝혀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세계지식포럼에서 그는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 세션에 나서 제도의 중요성을 전달합니다. 특히 중국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그와 반대 입장에 서고 있는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교수와 논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성공하는 국가라면 어떤
특징을 가진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 청중들과 논의를 나눌 예정입니다.

അઓ୭Ҋਬ࠺౸о
대니 로드릭 Dani Rodrick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그는 현존하는 자유주의의 비판 진영 중에서 가장 이론적으로 날카롭고 학문적으로도 존경 받는 학자다. 대다수 자유주의 비판가들이
학계에서 이론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저널리스트 수준의 글을 쓰고 있는데 반해 대니 로드릭은 학계에서도 주목하고 인정을 받는다. 전 세계가
그의 글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한 국내경제학자가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교수에게 내리는 평가입니다. 그의 유명한 저서인 ‘세계화의 역설
(Globalization Paradox)’은 국민국가와 민주주의, 그리고 세계화라는 3가지 요소는 공존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화를 비판하며 여러 학술 논문을 통해서 세계화와 규제완화를 무조건 감싸는 주류 경제학의 약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경제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성장모델과 같은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 정책에 호의적입니다.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정치경제학을 가르치는 그는 이러한 성향 때문에 ‘포스트 장하준'으로 한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는 이런 평가에 불쾌해 합니다. 그가 장하준 교수보다 훨씬 정교한 이론적 틀을 가지고 세계화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폴 크루그먼과 함께 주류 경제학계 내에서 좌파적인 입장, 즉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대변하는 인물로도 꼽힙니다. 그는 또 몇몇
경제학의 핵심적인 논쟁에서 매우 공격적인 주장을 펼치곤 합니다.
터키계 미국인인 그는 1957년 이스탄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우등 (Summa Cum Laude)으로 졸업했으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번 세계지식포럼에서 그는 대런 에이스모글루 MIT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중국의
성장가능성에 대해서 논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두 교수는 경제발전에서 제도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대립된
시각을 지니고 있어 이 논쟁은 매우 흥미로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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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 정상들로부터 듣는 유럽경제위기 해법
국가는 대체 왜 존재하는가? 근대 국가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
지는 정치적 개념인 ‘주권’은 계몽주의 시대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세금을 내고 잠재적인 외부
침입자나 사회문제, 공공보건, 교육, 그리고 부의 재분배라는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경제위기는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서로 결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럽은행동맹이나 유럽합중국
등으로 묶이지 않는 이상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 또 다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각 국의 정상들이
자국민에게 세금을 부여하고 자체적인 통화를 구축하며 결국
자주권까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유럽의 리더들은 이처럼 심오한 각오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럴 준비가 돼 있는 것일까요?
이 세션에서는 유럽의 전 정상들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
해법이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
들어보기로 합니다.
- 유럽의 상황은 지금 얼마나 나쁘다고 보아야 하나?
- 유럽은행동맹이 현재 위기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 유럽합중국을 만든다는 것이 가능한가?
찬성과 반대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 유럽 국가들은 자주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정상 및 정부관료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을 용의가 있다고 보여지는가?
- 만일 이것이 유럽위기의 해법이 아니라면 대안이 무엇인가?
유럽은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까?

- 각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은 재정 긴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 그들의 경제적 해결책과 관련해 각국의 입장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
- 긴축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성장 정책과 긴축 정책의
경제적 결과는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나?
- 세계 경제가 언제쯤 회복할 것인가?
- 2013년 세계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무엇인가?

글로벌 CEO 라운드테이블:
공유 가치, 그리고 성장

타일러 코웬 (Tyler Cowen)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2013 경제 전망: 긴축 vs. 성장
과감한 재정 긴축을 시행해 2012년 대외 흑자로 돌아선 라트비아와
관련해 ‘긴축과 성장’ 논쟁이 1년 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재정 긴축을
지지하는 이들은 라트비아가 긴축을 망설이고 있는 유럽 국가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라고 주장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점, 실업률이 감소했다는 점, 정치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이번 위기 동안
라트비아의 국내 총생산(GDP) 감소세가 다른 나라는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지경까지 치달았다는 점입니다. 라트비아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률이 감소한 이유는 노동자들의 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긴축
또는 성장 정책을 통해 시련을 극복한 사례가 더 있을 수도 있는
한편 여전히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선택에 있어 각국의 지위, 입장, 능력을 토대로 주요
국가의 경제 정책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2013년
경제 전망을 향한 성장 옹호론자와 긴축 옹호론자의 전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통해 소개된 ‘공유 가치 만들기’ (Creating
Shared Value)라는 논문은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이익 및 가치를 위해 기업의 목적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은 사업관행을 대개
환경적, 사회규제를 준수하는 전통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상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기업 명성을 드높이자는 전략입니다.
공유 가치는 기업이 자신들을 위한 경제적 가치를 세우고, 동시에
사회, 환경 문제를 다루며 공동체를 위한 그야말로 `공유된’
가치를 이루면서 만들어집니다. ‘공유 가치’를 활용하는 접근법이
기업들에게 널리 채택되면 글로벌 사업에서의 생산성과 성장에
있어 혁신의 바람을 몰고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동안 눈 여겨 보지 않았던, 그러나 사실 매우
중요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새롭게 기업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 그런 기업들의 공유 가치를 향한
혁신적 활동들은 향후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줄 것이며, 기업들이
그동안 사회적으로 지고 있었던 부채에 대해 눈을 뜨게 해 줄
것입니다.
- 공유 가치의 관점을 채택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무엇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나?
- 공유 가치를 세운 각 기업의 관행 및 프로그램의 예는 무엇인가?
- 공유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행위는 실제로 공동체, 사회,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가?
- 무기력한 경제 회복, 더딘 일자리 창출, 건강 및 교육 부문에서의

정책 실패 등과 같은 사회적 또는 구조적 이슈에 대해 기업들은 왜
관여해야 하는 것인가? 그 정당성은 무엇인가?
- 대부분의 성공적인 조직은 공유 가치를 자신들이 얼마나
만들었는지에 대한 강력한 측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여러 다른 비영리 단체에서도 공유 가치 측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기업은 어떻게 공유 가치 창출에 대한
성공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공유 가치 프로그램을 위해 기업 내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미카 베빌레이넨 (Mika Vehviläinen)
핀에어 CEO

마크 모비우스 (Mark Mobius)
템플턴자산운용 이머징마켓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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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 중국 성장 모델 디베이트
“재산권을 강화하고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며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포용적인 경제 제도는 소수에 의해 다수로부터
자원을 짜내어 만들어지는 착취적인 제도보다 경제 성장에 이롭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성장 모델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런 에이스모글루 MIT 경제학과 교수
“우리는 개도국들이 중국 모델을 모방하지 않도록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한다. 그들 또한 산업화와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율을 좀 더 능동적으로 이용하고 부담을 부국에
전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대신해 많은 개도국들은 자금
유입과 상품 수요의 붐에 편승해 자국 화폐가 고평가되도록
방치하는 쪽을 택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해를 추구하는 것에 책임을 물어선 안 될지도 모른다.” – 대니
로드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
중국은 과연 성공한 국가일까요? 중국 경제는 과연 앞으로 전
세계를 견인할 수 있는 성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한국은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이 특별세션에 특별한 두 사람의 경제학자들을 초청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터키 출신의 경제학자인 위 두 사람은
모두 제도주의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차기 노벨경제학상 후보들
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중국에 대한 시각은 매우 다릅니다.
MIT의 대런 에이스모글루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내의 소득 불균형
만큼이나 국가간의 성장과 소득 수준의 격차 또한 크게 존재하는데,
그 원인을 제도의 차이에서 찾고 있습니다. 국가는 ‘포용적’인
정치와 경제 제도를 발전시킬 때 번성했고, ‘착취적’인 제도를
키우고 소수의 기회와 힘에 집중할 때 쇠락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식 제도는 `성공하는’ 경제모델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면 하버드대의 대니 로드릭 교수가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그는
자유무역, 국민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는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입증해 보인 학자로 유명합니다. 그가 보기에 중국식 경제성장
모델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찾아낸 최적의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 세션을 통해 국가의 경제정책이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 찾아내 보고 싶었습니다. 또 그 정책에 영향을 받는

개별 산업과 공공 부문의 종사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정부와
국가 그리고 정치를 접근해야 하는지 보다 깊은 시각들이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 중국의 정책은 과연 포용적인가? 아니면 착취적인가? 착취적
제도라면 중국이 최근 급격한 성장을 구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한 국가에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가 공존할 수 있는가? 포용적
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포용적 제도가 경제 성장에 이롭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날에도 착취적 제도를 갖춘 국가가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착취적 제도 하에서 경제 성장은 불가능한 것인가?

세계화 논쟁: 세계화는 성장에 기여하는가?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은 교통과 통신의 혁신이 자유무역과 결합
되면서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들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옹호론자들입니다. 그들은 고용확대와
기술발전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선진국의 산업화 수준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효과적인
예시로 아시아 국가들의 세계화 성공 스토리를 제시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경영자는 특히 이 입장을 옹호할 수 밖에 없는데
신흥국가의 보다 낮은 고용임금으로 기업의 이익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부자국가가 다른 국가들에게 자국의
생산품을 더 쉽게 수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동시에 세계화는 신흥국의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속 아래로 끌어내리며 경제불안정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경제학자들이 화려한 경제 모델로
포장해서 실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세계화가 아무리 진전되었다 하더라도 개별 국가들의
규모와 권력은 이전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선진산업사회의 정부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상상하듯 경제적으로도
세계화가 진행되어있지 못하다”는 것이 폴 크루그먼 교수의 주장
입니다. 지금 우리가 유럽위기에서 보고 있듯이 국가가 없는 통합체는

붕괴하고 다시 개별국가 단위로 통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하다보니 정부들 역시 TPP,
동아시아 FTA, 아세안+6 등 새로운 형태의 자유무역 구역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자유무역이 강화될 경우 새로운
경제성장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노력이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에 재 점화를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션에서는 세계화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을 들어보고 우리의 최종 목표인 세계 성장을 위해 과연
어떤 정책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 세계화의 진실은 무엇인가? 세계 경제를 위해 얼만큼 공헌했다고
평가하는가? 왜 이번 경제위기 당시에는 이것이 효과적이지 못해
보였던 것인가?
- 자본의 유동성과 아웃소싱 덕분에 과연 노동인구의 국제적 이동은
얼마나 많이 이뤄졌는가? 세계화의 영향력이 과장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는가?
- 아시아 지역을 비롯해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에서 여러 개에
걸친 자유무역을 통해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러한 트렌드가 정말 새로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가?

장루이 베파 (Jean-Louis Beffa)
라자드 아시아 회장

- ‘직원들을 절대 해고하지 않는 기업’ 헤이세이 건설 스토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포드 자동차 스토리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포드는 어떻게 사측과 노조측 간의 장기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협정을 맺을 수 있었나?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타협을 이루어냈는데 이는 어떤 리더십인가?
기업 경영자, 노동자, 정부, 사회가 경제 위기 속에서도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전 세계에는 많은 도시가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패널들이 정립해놓은 기준에서 보면 어떤
도시가 가장 건강한 도시로 대표될 수 있는가?
다른 도시들은 이 대표도시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 도시는 어떻게 발전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도시의 최근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시민들에게 더 건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건강한 도시, 건강한 자본주의
조모 콰메 순다람 (Jomo Kwame Sundaram)
전 유엔(UN) 경제사회국 사무차장보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고용 없는 회복’은 세계 경제의 주요
경제적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기업의 판매와 이익은 위기 이후
상당 부분 회복했지만, 고용 창출은 세계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이런 고용 창출 문제는 단순히 위기 이후 사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은 1980년대 초기부터 특히 선진국에서 주기적
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경제 성장의 전반적인 고용 창출 능력은 웬일인지
감소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무기력한 고용 창출의 체계적인
이유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 경영자, 노동자,
정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고용자를 절대 해고해선 안 된다”는 독창적인
문화를 만든 기업가라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설명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주와 이제까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장을 위해
합의를 이룬 노동 운동가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설명해줄
것입니다.

“도시의 자본가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도덕성과 모든
자연 위에 군림하는 영적인 지혜이며 서로에 대한 이해 입니다.” 랄프 왈도 애머슨
이해하는 것이 아마 도시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때때로 도시가 메말라 보이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까닭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일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트렌드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그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창시한 아담 스미스도 건강한
도시가 없는 한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많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도시 구석에 숨어있는 건강한 정신과 분위기가 그 지역을
더욱 활기차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품이나 새로운 트렌드로 도시를 꾸미고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색다른 도시의 이면에 숨어있는
따듯한 정서를 생각보다 쉽게 발견합니다. 이 세션에 초대된
연사들은 동아시아의 주요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들로부터 건강한 도시란 무엇이며 더불어 건강한 자본주의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들어봅니다.

- 지금 전 세계가 맞닥드린 `고용없는 성장’ 얼마나 빠져 나오기 힘든
질곡인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 전 세계 거시경제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구조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

- 도시가 건강하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도시의 건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건강한 도시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드 부크홀츠 (Todd Buchholz)
‘러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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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의 주된 역할은 자원과
리스크를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금융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 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중국 금융이 자원과 리스크를 잘 분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중국의 산업, 인구, 금융 등을 망라한 국가 자본주의
모델의 성장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리처드 덩컨 (Richard Duncan)
‘신공황: 종이돈 경제의 몰락’ 저자

중국은 성장 중인가?
한동안 전통적 경제모델에 근거한 성장을 구가해 온 국가들이 경제
위기에 부딪히자 새로운 대안으로 ‘국가 자본주의’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본주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지원으로 자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해 다른 외국계
굴지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게끔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인 예로 중국을 꼽습니다. 든든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과
국내 경쟁력을 이점으로 성장한 거대한 국영기업 덕분에 중국은
지난 30년간 GDP가 평균 10%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패를
동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점
때문에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금융의 비효율성은 중국 경제

- 국가 자본주의가 기존의 자유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까? 중국이나 다른 신흥국이 성장을 위해
이 모델을 사용한 바가 있는가?
- 세계 경제가 기울며 소비심리가 위축된 이 상황은 과연 중국
은행권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경제위기에 대항해서 산업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중국 은행
시스템은 튼튼한가?
그 이전에 이들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가?
- 중국 은행들은 선진국의 금융서비스 없이 독립적으로 자원이나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가?
- 현재 시스템으로 중국은 창의성, 혁신, 기업가정신을 장려할 수
있는가? 중국 경제에 지속 가능하고 잘 통제되는 기술적 과정을
미래에 적용할 수 있을까?
창조적인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삶의 형태로 전환시켜 줄 서비스
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중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을까?

장 피사니-페리 (Jean Pisani-Ferry)
브뤼겔 연구소 소장

존 체임버스 (John Chambers)
S&P 국가신용등급평가위원회 의장

2013년 글로벌 경제위기 진단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지배적입니다. 국제 위기는 금융분야의
불평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 균형의
붕괴는 채권시장은 물론 노동 시장에까지 번졌습니다. 위기
회복속도가 너무 더디고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 이로 인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는 소위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이라고 불리우는 장기 경기 침체의 위기
입니다. 흑자를 내는 국가와 적자를 내는 국가 사이의 불균형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처럼 보이는 G20 국제 공조는 설 자리를 잃은 것 같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지배구조 리스크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국제 성장을 주도한 유일한 창구인 신흥국들도 중국의 버블이나
터키의 인플레이션 같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신흥국들의 성장속도가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은행규제는 신흥국들의 자체적인 금융 시스템 발전에
제한을 주어 성장속도를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젤III 규제는 분명 현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줄이는 반면, 신흥국의

- 지역별, 섹터별 부동산 시장에서 최근 활동은 무엇인가?
- 아직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는 세계 부동산 시장 영역은 무엇인가?
그 자질은 무엇인가?
- 아시아 지역의 부동산 시장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는가?
- 부동산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극복방안으로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가?

잠재적 성장에 미리 선을 그어둠으로써 선진국이 한때 누렸던
번영을 꿈꿀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는 신흥국 리스크입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그에 따라 이전에 비해 사회 응집력이
약해졌습니다. 사회 계층 격차는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이 격차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수반할 것이며 경제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열거한 리스크 외에도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한 잠재적인 리스크도 많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들로부터 2013년 우리가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경제문제에 대해 들어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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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2013년에 맞이할 가장 위급한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 리스크를 선제대응하기위한 조치는 무엇일까?
- 경기둔화 측면에서 볼때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는가?
성장속도가 더 더뎌질 수 있는가?
- 금융규제 강화가 경제성장에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지는가? 신흥국에 바젤III 규제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가?
- G20가 국제 불균형 문제, 그리고 나아가 금융공동체로 협력할 수 있을까?
- 신흥국의 현 경제상황에 리스크는 없는가? 제시할 수 있는가?
스콧 팬저 (Scott Panzer)
미국 존스랑라살르 부회장

메가트렌드, 2020년의 유행을 논하다
미래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모두에게 혁신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입니다. 이를 위하여 프로스트 앤
설리번에서는 두 개의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의 유행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먼저 테크비전 2020 입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전 세계의 흐름을 주도할 50개의
흥미로운 기술과 혁신사례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기술들은
혁신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산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메가트렌드 2020이
발표됩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트렌드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보여
주고 그들이 산업, 시장,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 논의
합니다. 그 후에 이루어질 잠깐의 워크샵을 통해 당신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가장 영향력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지
논의해보고 다음세대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과연 무엇일지
함께 논의해 봅시다.

2013년 부동산시장 전망
유럽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부동산시장은 기나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투자자와 임대인 모두 위험
회피적이며 지금 거래중인 투자 및 대출활동은 몇몇 우량 지역에만
쏠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대차대조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부채를 줄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금융권이 부동산
대출을 줄이면서 부동산 자산들을 반 강제적으로 팔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대출도 더 이상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부동산 자산들은 재고정리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부동산 가격 하락의 위험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한 현명한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부동산 중개인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만의 전략과 비전을
공유합니다.

빌럼 빔 콕 전 네덜란드 총리
장-피에르 라파랭 전 프랑스 총리
존 브루턴 전 아일랜드 총리
티에리 드 몽브리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창립자겸 회장
디팍 자인 인시아드 학장
데이비드 고든 유라시아 그룹 센터장
크리스토퍼 힐 덴버 국제관계대학교 학장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헤비에른 한손 노르딕 아메리칸 탱커스 회장 겸 사장
마이클 브라운 조지워싱턴 엘리어트 국제관계대학 학장
선 딩리 푸단대학교 교수
도널드 존스턴 전 OECD 사무총장

LEADERSHIP
경제 위기 속에서 새 리더십을 그리다

티에리 드 몽브리알 (Thierry de Montbrial)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창립자겸 회장

존 부르턴 (John Bruton)
전 아일랜드 총리

빌럼 빔 콕 (Willem Wim Kok)
전 네덜란드 총리

장-피에르 라파랭 (Jean-Pierre Raffarin)
전 프랑스 총리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영국 속담)
오늘날의 세계 위기는 차세대 리더들에게 더 강력한 협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기해법을 제시한 리더들은 어떻게 분열된 당파 사이에 강력한
유대감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임자들과 다르게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아 왔습니다. 우리는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은
차세대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리더들은 혁신을 통해 공유된
가치와 세계 경제에서 지속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성장을 확립하는
새로운 정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자국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세계적 리더들이 이 세션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들은 과거 자신이 어떻게 위기를 헤쳐나갔는지 경험을 바탕으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 인생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었던 당신의 리더십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 빈곤한 정부 그리고 고령자와 빈곤층을 위한 강화된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현실에는 어떤 복지 모델이 필요한가?
- 젊은 리더들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싶은가?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가?

소셜 미디어 시대, 소통의 리더십

한중일 FTA vs. TPP: 협력인가? 경쟁인가?

2007년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만 해도 최종
대선후보로 지명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많았습니다. 오바마
선거캠프는 페이스북 공동창업자인 크리스 휴즈에게 소셜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 홍보를 맡기면서 선거의 판도를 바꿔
나갔습니다. 20~30대 젊은 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배경에는 ‘마이보(마이 버락 오바마
닷컴)’라는 든든한 선거 지원 소셜 웹사이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을 통해 선거 자금을 모으고, 공약을 전달하고, 부정적인
루머를 적극 해명했던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소셜
(사회적) 평판’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올해는 30여개 주요국가에서 선거가
치뤄졌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의 위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여론을 수렴하는 데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파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도 큽니다. ‘소셜 평판’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소셜 미디어가 긍정적인 매체로 자리잡기
위해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이 세션은 또 비단
소셜 미디어뿐만 아니라 유권자들과 대권 후보가 제대로 소통하고
긍정적인 평판을 쌓아나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WTO의 다자주의에 대한 논의는 2011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무역협정의 트렌드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신 떠오르는 것은 지역 내부에서의 강한 무역협정들입니다.
원 아시아의 향후 중심지로 떠오를 동 아시아는 현재 두 가지
선택지가 겹쳐있는 곳입니다. 먼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입니다. TPP는 미국을 비롯하여,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등 9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TPP는 지적재산권 및 환경ㆍ노동기준
등에 대한 조항들이 주로 미국의 관점에서 만들어졌고 다른
참여국들에게 적용하기 힘들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중일 삼국간, 한중·중일·한일 양국간 이루어지는 한중일
FTA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산업구조가 비슷하고 제조업
경쟁력은 강한 일본과 섣불리 FTA를 맺을 경우 무역적자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일본도 농업부분을 개방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에 60%의 관세를 물리고 있는 중국도 FTA가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중심의 TPP와 중국 중심의 한중일 FTA
사이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한중일 3국의 GDP 합계는 전 세계의 5분의 1, 총교역량도 6분의1을
차지합니다. 한국의 선택은 이 거대한 지역 경제의 향배를 가르는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지도 모릅니다. 이 세션에서는 TPP와 한중일
FTA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다양한 학자들의 주장을 들어봅니다.

- ‘소셜 평판’에 대한 신뢰성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 대선 후보들은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 소셜 미디어는 정치인들의 소통에 있어서 약인가 독인가?

크리스토퍼 힐 (Christopher Hill)
덴버 국제관계대학교 학장

등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의 권력 교체 작업이 위기에 빠진 것도
불안요소 중 하나입니다. 유럽은 이미 해외에는 신경을 쓸 수 없을
만큼 내부적 정치 경제 문제 조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늘 화약고와
같은 중동은 이란 사태를 시작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아무도 이란의 정치적 위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알 수 없다”는 아우성을 쏟아냅니다. 시리아가 터키 전투기를
격추시킨 것도 양국은 물론 중동 - 러시아와의 관계를 불안하게끔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어쩌면 경제 보다도 더
중요할지모르는 2013년의 정치 리스크 문제를 집중 논의합니다.
백악관 등 전 세계 정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읽을 수 있는 위치에서
일했던 연사들이 쉽게 들을 수 없었던 혜안을 공유할 것입니다.
- 전 세계가 2013년 직면하게 될 최대의 정치적 위험요소를
하나만 꼽는다면?
- 우리는 어떻게 정치적 위험을 측정할 수 있을까?
가령 이란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수치화 할 수 있는가?
- 만일 수치화가 가능하다면 가장 2013년에 정치적 위험이 큰 것
으로 나타나는 국가 또는 지역은 어디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글로벌 정치 리스크 전망 2013
글로벌 경제가 정치의 리스크에 떨고 있습니다. 재정위기에
정권교체가 겹친 가운데 각국의 집권당들은 줄줄이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이 실종된 마당에 국가 내의 리더십 마저
희미한 상황이니 경제불안이 곧 정치불안으로 연결되는 형국
입니다. 전 세계 각국들을 돌아보면 정치적 위험을 가지지 않은
국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대선 이후 새로 집권하게 되는
정권의 대외관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라이 사건

마이클 브라운 (Michael E. Brown)
조지워싱턴 엘리어트 국제관계대학 학장

- 한중일 FTA와 TPP가 우리나라에 어떤 실효성을 가지는가?
- FTA와 TPP중 우리나라에 효과적인 경제협력 모델은 무엇인가?
- 한중일 FTA가 전 아시아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 TPP조약이 한미 FTA 체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가 TPP와 한중일 FTA의 협상에 동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이익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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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으로 만드는 `원 아시아’

바다: 그 개발과 지속가능성 사이

무일푼에서 성공신화를 만들어 낸 세계적 기업가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아시아 지역을 녹색 에너지로 연결시키는
아이디어 `원 아시아 그리드’를 세상에 소개한 지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후 그의 아이디어는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몽골,
한국, 중국, 일본을 아우르는 연결고리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개발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몽골 등에 전력 인프라를 제공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이끌어 내고, 원자력 사태 이후 친환경
에너지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일본에 친환경 에너지 공급원을
제공하며, 녹색 아젠다를 전 세계에 주장하고 있는 한국을 통해
전력망 연결을 도모하게끔 한다는 손 회장의 아이디어는 그의
천재적 리더십 감각을 보여주는 사례이자 새로운 거대 프로젝트로서
아시아를 보다 더 하나로 통합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이
지역의 에너지 생태계를 한층 더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것으로
만드는 변화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올해 세계지식포럼에는 아시아 지역의 거대 전기 기업들의 CEO
들이 참여해 손회장이 주장한 개념의 초기 단계보다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 입니다.

경제 성장을 바라는 모든 국가는 자원 개발과 환경 보존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자원 개발은 환경보존과 대립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세이셸은 이러한 선택에서 환경
보존이 우선이라는 확고한 정책을 외치고 있습니다.
세이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1~4배에 달하는 해저 석유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계 2위의 참치어장과 세계적인 관광지
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이 남다릅니다.
세이셸은 국토의 50%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정책 아래 아프리카 국가로는 이례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이 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해양자원을 개발하는
동시에 환경 보존을 위해 어떤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해양자원 개발과 환경 보존이라는 두 가지
업적을 모두 이루고 있는 세이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환경 보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세이셸의 제임스 미셸
대통령이 직접 창설한 ‘해수면 상승 재단’의 활동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미셸 대통령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러한 녹색성장
정책을 선도하는지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한국 역시 최근
서울에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2’을 개최하고, 녹색성장의
선두주자인 덴마크와 녹색성장동맹 회의를 개최하는 등 녹색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세이셸과 한국의 녹색성장 협력에 대한 가능성도
논의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입니다.

- 과학기술의 발달은 매우 급격하다. '원아시아 그리드'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에 비해 지금의 기술은 매우 발달해 있을 것이다.
이를 이용해 원 아시아 그리드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은 없는가?
- 일본 중국 한국 몽골이 아시아를 하나의 전력망으로 엮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아시아 그리드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과 친 환경적 성격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해 어떤 리더십 협력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가?
- 경제적 측면에서 아시아 국가가 원 아시아 그리드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가?
각국이 전자 기술의 가격과 이익 및 손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협력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는가?

- 해양자원 개발과 환경 보존을 둘 다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 환경 보존을 위해 어떤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가?
이를 위한 특별한 정책 또는 관리 기관을 만들었는가?
- 향후 해저 석유자원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이를 위한 녹색성장 전략이 따로 있는가?
-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자원보다는 석유자원이 더
매력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해수면 상승 재단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
현재까지의 업적은 무엇인가?

빅터 차 (Victor Cha)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헤비에른 한손 (Herbjørn Hansson)
노르딕 아메리칸 탱커스 회장 겸 사장

북한, 2013
“자본주의 방법을 도입하는데 위축되지 말라.”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이 지난 4월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임 지도자였던 김정일의
죽음 이후 글로벌 사회는 그의 젊은 아들이 정권의 질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과감한 방식은 아니지만 서서히 개방된
리더십과 경제를 기대했습니다. 북한과 비슷한 정치적 배경을 갖춘
미얀마 사례는 북한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비관론자들은 북한의 경제 개혁이 항상 국가 내 우선적인 과제였을
뿐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경제적
혼란이 시민들을 더욱 절망적인 상황까지 몰아넣겠지만 지도층은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사실 지배적입니다. 북한 내 커다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는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현실에 맞추어
입장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북 외교정책에 있어
햇볕 정책으로 대표되었던 좌파에서 우파 진영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도 북한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시민들 조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문화적 사회적 유대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 멜로 드라마, 영화는 원격 통신
기술에 힘입어 북한에서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현재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평화적인 해법을
찾고, 2013년 북한의 전망을 예측해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 2013년쯤엔 북한 인권 문제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
-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은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하나?
- 이동통신 등 신기술과 사회적 혁신이 북한의 정치적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류가 남북 관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도널드 존스턴 (Donald Johnston)
전 OECD 사무총장

글로벌 어젠다 2013
당신이 세계를 이끄는 리더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일까요? 물론
다루어야 할 문제들은 셀 수가 없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논쟁의
대부분은 유럽발 위기, 리더들의 신뢰문제, 금융분야의 도덕적
해이, 각 국가에서 대선 후 정국의 변화 또는 기술 발전에 관한
것들입니다. 세계지식포럼이 특별히 마련한 이 브레인스토밍
세션에서는 전 세계의 리더들을 모아 이슈의 우선순위를 논하고
글로벌 어젠다를 도출해봅니다.
- 전 세계 주요 30여개 국가에서 2012년 대션이 열렸거나, 열린다.
새로 선출된 리더들은 어떤 이슈를 가장 긴급히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가? 지금 시장상황으로 비추어보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각 리더들은 주제는 그들의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고 어젠다가
있다. 하지만 넓은 맥락에서 보면 어떤 것이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
받을 수 있을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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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윤리성,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금융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비즈니스맨들과 어떤점에서
다를까요? 금융업 종사자들은 서비스업 종사자로서 자신의 이익
보다는 보다 넓은 의미의 고객 만족과 전체적 시장의 윤리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신하며 프로페셔널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금융인의 모습
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 받는 금융업 종사자들
중에서도 단기적 수익을 위해 종종 이러한 건전성과 윤리적 가치를
포기하는 일들이 잦습니다. 이미 2008년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융인들이 자신의 눈 앞에 있는 이익들만 챙겼기
때문에 그 결과 주택가격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까지 왜곡됐고 전체
경제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신뢰, 윤리, 건전성의 고갈 상태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신 금융업 종사자들 중 주요 임원들은
고액 연봉을 계속 받아갔습니다. 이는 결국 금융산업에 대한 일반
고객들과 시민사회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자본시장의 윤리성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이
윤리적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시장의 신뢰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형의 이익으로 떨어집니다. 이번 세션은 그 동안
자본시장에 등장했던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장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 그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테츠오 오치 (Tetsuo Ochi)
MCP자산운용 설립자

- 금융업 종사자들이 윤리문제와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최근
사례는 무엇인가?
이러한 논란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엇인가?
- 기업 또는 산업의 윤리성이 충실하고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한가?
금융산업 내 다양한 관계자들이 이러한 윤리성을 지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신흥국 역시 부채감축이라는 글로벌 어젠다를 따를 것으로 보는가?
신흥국이 이러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 부채감축의 리스크가 있음에도 바젤 III는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인가? 그렇다면 그 배경은 무엇인가?

금융 레버리지의 축소,
그리고 그에 따른 글로벌 충격파
자본주의의 아킬레스 건은 불균형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지난 20
년간 글로벌 시장 특히 신흥국 시장은 넘쳐나는 유동성에 의해
지배됐습니다. 신흥국의 기적은 소비를 늘리려는 부유한 서구
국가에 크게 의존했던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서구에서 흘러 들어왔던 유동성은 일촉즉발의 유럽 경제
위기와 바젤 III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다시 서구 은행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부채를 줄이라는 압박을 느끼는 많은 은행들은 결국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같이 자신들의 사업 중 리스크가 높은 부분을 파는
방향으로 결정 했습니다. 이는 이미 하나의 조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성이 축소되며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이미 금융권의 부채
축소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권의 긴축이 계속되는 와중에 중국 주택
가격 급락이 겹친다면 이는 신흥시장 경제 전체를 소용돌이로
휘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조만간
나타날까요? 이번 세션에서는 재정 긴축과 바젤 III와 같은 유동성
축소 정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위험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 왜 우리는 전체 금융 시스템의 부채감축이라는 선택밖에 할 수
없는 것인가? 부채감축 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는가?
- 부채감축에 따른 결과는 무엇일 것으로 생각하나?
신흥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가?

앤서니 스카라무치 (Anthony Scaramucci)
스카이 브릿지 캐피탈 공동대표

헤지 펀드 톺아보기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에 ‘헤지 펀드’라는 하나의 현상이 나타
났습니다. 하지만 불투명하고 덜 제도적으로 운영되는 헤지 펀드의
실체를 이해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수조 달러의 헤지펀드 산업은
이전보다 제도권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받아들이며 실질적인
금융권의 본무대에 부상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모든 투자자들은 헤지 펀드 부문에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헤지펀드 투자를 위해
특별한 조직 또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이는 대게 세금
면제 등의 혜택을 노리고 했던 관행들입니다.
헤지펀드의 자산이 이처럼 크게 증가하자 은행, 기관 투자자 그리고
심지어 일반 개인 투자자들 시장에서도 헤지펀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융 정책 당국자들이 헤지펀드에 대해 신경을

배리 아이켄그린 UC버클리 교수
앤서니 스카라무치 스카이 브릿지 캐피탈 공동대표
테츠오 오치 MCP자산운용 설립자
제인 부천 PAAMCO 창업자
스테인 반 뉴버버르그 뉴욕경영대학원 교수
찰스 록스버러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이사
크리스 클락 비자 동북아시아 지역 대표
제임스 크루거 맥쿼리증권그룹 글로벌 법률 대표
쑤 딩보 중국유럽국제경영대학원 (CEIBS) 부학장겸 교수
엠마뉴엘 리미도 센투리아 캐피탈 에셋 메니지먼트 CEO

쓰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헤지펀드들은 실제로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자산 보호를 위해 어떤 방법을 쓰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법규 준수 여부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들을 헤지펀드들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큰 위험입니다. 이 때문에 헤지펀드들은 규제의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 2008~2009년 이후 소위 거래 상대방이
파산하면서 시장 전체가 위험해 질 수 있음을 뜻하는 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Systemic Risks)이 커지면서 헤지펀드들이 주로
활용하는 레버리지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바젤III, 지급여력
제도(Solvency II), 그리고 볼커룰 등은 헤지펀드 시장이 확대
되는데 또 다른 위험요인입니다.
- 헤지 펀드는 “그림자금융”의 역할을 주도할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이런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려는 건전한 자산들이
있을 것인가?
- 헤지 펀드 시장의 성장을 위해 어떤 종류의 제약이 적절한가?
유럽에는 성장 희망이 보이는가?
- 전자거래가 성장하면서 자동적인 투자기법들이 성행하고 있는데,
헤지펀드는 이런 환경에서 어떠한 변신을 보여야 하는가?
- 헤지펀드 분야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헤지펀드의 자산, 전략,
자금모집, 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2012년은 어떤 변화의
한 해가 될 것인가?
- 전 세계 주요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보는 한국 시장의 방향은
무엇인가?
- 한국에서의 헤지펀드 시장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

제인 부천 (Jane Buchan)
PAAMCO 창업자

녹색 금융상품 만들기
‘녹색금융’은 지난 10년동안 거듭된 주제입니다. 많은 정책 입안자
들과 소비자들이 환경 파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글로벌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그 사이 중개를 담당하는 시장 관계자들은
그들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 굉장한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희귀 자원의 가치와 분배에 있어 금융기관이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녹색 경제 해법의 발전을 주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이 자연스럽게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탄소 거래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펀드까지 금융
서비스 산업은 환경 위험요소 완화, 자원 가격 책정, 녹색 사업
개발을 위한 해결책을 도모하는데 있어 빠르고 활동적인
혁신주체였습니다. 최근 대량 자원을 보유한 정부가 주도한
이니셔티브는 - 중국과 한국의 탄소 시장 임시 개입, 재생에너지에
대한 서구 경제의 금융 보조금, 호주의 탄소세 등 - 금융 중개자들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와 보다
친환경적인 경제 개발 정책을 향한 변화의 수용이라는 모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산업에 의한 친환경 이니셔티브는 대개 의미
있는 효과나 뚜렷한 이득을 거두는데 실패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녹색
금융상품을 꾸준하게 찾지는 않았습니다. 의도와는 달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나 상품 관리 인력들이
부족했습니다. 한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제 발전은 지구에
남아있는 자원들을 무리하게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향후
100년 동안 해수면, 기후 형태, 대기 상태가 격심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각 산업에 종사하는 책임 있는 관리자들이
과거 여러 녹색 금융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려던 도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보답은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다 진일보한 접근을 하기 위해
현재 ‘녹색’ 금융 개발이라는 상황 속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이전 세대의 녹색 금융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어느 부분에서 성공했고, 어느 부분에서 실패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녹색’ 금융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외부 지원 없이 성공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이러한 이슈에 접근하기 위한 적절한 KPI는 무엇인가?
관리 감독이 어떻게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향상
시키는가?
- 주요 주주들의 적절한 배합은 무엇인가?
- 적도원칙이나 글로벌 콤팩트와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는 어떤
방법으로 확대될 수 있는가?
- 녹색금융에대한 소바자 수요의 핵심 동력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이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나?

찰스 록스버러 (Charles Roxburgh)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이사

배리 아이켄그린 (Barry Eichengreen)
UC버클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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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린 WWWINS 창립자겸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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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 요시토 글로비스 그룹 CEO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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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그위츠먼 팝캡 게임 AP대표
에릭 김 매버릭캐피탈 상무

데이비드 드러먼드 (David Drummond)
구글 CLO

게임 = 새로운 미디어
디지털 사회에서 대표적인 여가활동, 문화활동으로 자리잡은
미디어가 게임입니다. 전통적 미디어들의 성장에 비해 게임의
성장은 특정 세대를 넘어 새로운 문화현상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컨텐츠 산업 중에서 가장 성장이 두드러지는 것이
게임 산업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게임이
지속적인 발전을 보여주고 있음이 이를 증명합니다. 해외에서는
게임에 대한 평가가 `예술'과 같은 경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유명
베스트셀러 게임인 ‘문명’의 주제곡은 미국 그래미상을 받았고,
좀비 게임인 ‘데드아일랜드’의 광고는 칸 국제광고제 금상을 차지
했습니다. 2011년에는 미국법원이 게임을 책, 음악, 영화와 같은

예술로 규정 하면서 게임 개발자는 예술가와 동등한 입장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성장 속도 면에서도 게임은
독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디어입니다. 2010년 세계 게임시장
규모는 850억만 달러로,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으로서 전자게임이 본격 출현한 1970년대를 기점으로
증강현실 게임의 등장까지 게임콘텐츠의 비약적 발전은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게임은 테크놀로지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수용하고 있으며 미디어 발달의 문화적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게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며 게임이 유년기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야기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게임을 혼자 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게임은 이미
사회적으로 얽혀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한
경험 공유와 게임을 통한 경험 공유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세션에서는 게임의 문화산업적 가치와 새로운
매체로서의 게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합니다. 나아가 게임의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이 세션에서 들어봅니다.
- 게임세대, 그들이 만들어낼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 컴퓨터 게임의 사회적 위치와 책임은 무엇인가?
- 게임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최신 트렌드가 있다면?
- 게임에 대한 이해는 1970년대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게임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임스 그위츠먼 (James Gwertzman)
팝캡 게임 AP대표

연구 개발 네트워크를 통해 원 아시아를 꿈꾸다

- 과학기술이 필요한 국가와 과학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들 간의
상호 연결이 R&D 네트워크의 핵심적 요소이다.
아시아 내에서 R&D의 수요 – 공급이 일치할 수 있는 단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 한국 일본 등 기술적 우위를 가진 아시아 내 국가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R&D 네트워크 형성에 임해야 할 것인가? 다른 국가들은
또 어떤 자세로 이 네트워크 형성에 임해야 할 것인가?
- R&D 네트워크 협력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어떤 리더십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가?

원 아시아 모멘텀은 아시아는 하나이자 세계의 미래이며, 한국,
일본, 중국이 특히 앞장서서 아시아를 하나로 만들고 노력하자는 것
입니다. 현재 아시아 전체에 종교 및 문화 차이가 있지만, 이 모든
국가가 힘을 합해 노력하면 보다 풍요롭고 개방적인 원 아시아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아시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선 아시아
국가들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각국의 적절한 장단기 전략이
수립돼야 합니다. 그 중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은 아시아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아시아는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충분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EU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유럽 통합 이후에 프랑스는 유럽 산업계의 첨단기술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유레카(Eureka)라는 기술개발
협력기구를 설립했습니다. 또 다른 R&D 프로그램인 유럽에너지
기술플랫품(ETP; European Technology, Platforms)은 EU는
물론 국가, 더 나아가 지역적 수준의 기술개발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독려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유럽이 통합 이후에 기술 및
연구협력을 시도했다면 아시아는 기술 통합을 먼저 이루고 이후
지역적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원 아시아가 갖는 의미와 원 아시아를 형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U 정책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아시아의 국가들 간 정서를 공유하면서 원 아시아를
표방하는 경제 단체를 만들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원
아시아를 형성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 문제점,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류 르네상스

- 실제로 원 아시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과학기술 R&D 네트워크를 수립한다면 아시아가 하나로 통합
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 경제적으로 통합된 원 아시아라는 모델이 실제로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면 과학기술 R&D를 통한 아시아 통합은 실현가능한
모델인가?

‘0.7%의 반란’. K팝을 대표로 하는 한국대중문화의 활약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입니다. 전세계 70억명 중에서 한국의 인구는
불과 5000만명에 불과한데도 이들이 만들어낸 콘텐츠를 전세계
235개국에서 보고 듣고 즐기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문화비평가 기
소르망도 "세계적으로 상품과 문화를 동시에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 뿐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류가 속한 문화콘텐츠는 소프트파워가 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호리 요시토 (Yoshito Hori)
글로비스 그룹 CEO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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큽니다. 제조업보다 수출증가율이 2배 더 높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현재 7조원 수준인 한류의 경제적
가치는 2015년에는 19.8조원, 2020년에는 57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류에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먼저
한류콘텐츠의 주요수입국은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이 98%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만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 일본이 한류를 소비하지 않으면 한류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콘텐츠의 질도 문제입니다. 수출액으로 따지면 게임이 과반
이상을 차지해 편중이 심합니다. 게임 산업이 무너지면 한류가
그야말로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한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류의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전문가, 문화경제학자, 엔터테인먼트
종사자와 함께 한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진단해 봅니다.
- 한류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주류문화로 발돋움할 수 있는가?
- 한류는 소프트파워로서 가능성이 있는가?
- 한류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는 요인은 무엇인가?
- 한류가 고급문화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당국자, 문화콘텐츠
종사자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아르빈드 라잔 (Arvind Rajan)
링크드인 아시아 MD겸 부사장

한국지식경영(KKM) 케이스 스터디

도린 로렌조 (Doreen Lorenzo)
프로그 디자인 창립자겸 CEO

한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식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식경영이 도입됨에 따라 생산성
향상에 있어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올해 매경미디어그룹, 부즈
&컴퍼니,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함께 한국지식경영(KKM)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상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그리고 한국
정부기관 및 지자체도 포함됐습니다. 수상자들이 충분한 사례들을
이끌어낸 만큼 이번 세션을 통해 수상자 기업의 지식경영 리더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

아시아 국제지식경영대상(MAKE) 케이스 스터디

페이스북 창업자겸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미션은
사회를 연결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맺어주는 것” 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주식시장 상장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의견이나 아이디어,
상상력, 감정을 공유하게 되면 정보의 양은 그만큼 풍부해지고
헬스케어, 공공정책, 교육, 비즈니스, 심지어 개인의 삶의 영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이전에 우리가 살아오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지식경영컨설팅 전문기관인 영국 텔레오스가
선정한 국제지식경영대상(MAKE) 수상 기업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지식경영을 우수하게 실천해 안정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수상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노력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지식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그린 원 아시아

- 우리의 건강에 관한 자료가 쉽게 공유된다고 생각해보자.
질병의 근원이나 치료법을 찾고 연관성을 찾아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현명한 기업들은 그들의 고객과 직접 의사소통하며
제품을 만드는데 협력할 수도 있다. 기업들이 상상하는대로
실질적인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을까? 예시가 있다면?
- 소셜 사이트는 웹 서핑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이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에게는 이득이
있을지 몰라도 정작 정보 전달자들에게는 별 이득이 없다.
페이스북이 추구하는 ‘수동적인 정보공유’처럼 개인정보를
모집하고 사용하는 것이 더 독창적일 수 있다.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공유하게 하는 정책은 사회적으로 이득이 될까?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그리고 지진 등 다른 자연 재해가
인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에너지 부족 문제가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수요 급증, 전통적인 화석 연료의 고갈, 지리적으로
불균형한 자원 문제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이슈들은 정치적 문제와
혼합되면서 수요와 공급에도 불안전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랐고, 앞으로도 그 추세는 계속될
지 모릅니다. 녹색성장이 기후변화 문제, 에너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시아의 GDP는 세계
GDP의 총 30%를 차지합니다. 아시아의 에너지 소비는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38%를 차지하며, 이산화탄소 중 약 44%가
아시아에서 배출됩니다. 즉 아시아 경제 구조는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심각한 환경 파괴를 야기합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녹색 기술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을 100%로 보았을 때 유럽연합(EU)은
99.4%, 일본은 95.3%, 한국은 77.7%, 중국은 67.1%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유럽에 비교했을 때 아시아
국가의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시아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녹색 에너지 기술
R&D를 지원하는 녹색성장 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 1개
국가보다는 여러 아시아 국가가 협력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아시아의 지속적인 번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보다 발달된 기술을 갖춘 국가들이 아시아
공동 개발에 기여한다면 이런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른 국가 역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특별 세션에서는
아시아에서 녹색 에너지 기술을 촉진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과
시스템에 대해 탐구 및 논의할 예정입니다.
- 녹색 에너지 기술을 촉진시키기 위해 아시아는 어떤 정책과
노력을 시행하고 있는가? 녹색 에너지 기술 개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과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는가?
-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R&D 부분에 있어 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이 절실하다. 어떤 R&D 협력 시스템이 갖추어졌는가? 또는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하는가?
-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실제 기술 전이와 아시아 선진국 또는 신흥국에서
에너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선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 아시아 슈퍼그리드가 아시아 녹색성장을 위한 잠재적 협력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기술적 이슈로 인해
아직은 실현이 어렵다. 이에 대해 자국 또는 다른 아시아 국가와
논의해본 적이 있는가?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 유로존 경제 위기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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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적당한 윤리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과연 그 기준이 기업들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션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훨씬
높아진 사회의 기업에 대한 윤리요구 수준과 기업들이 받아드릴 수
있는 CSR에 대해서 고민해봅니다.

소셜 미디어 혁명과 CSR
올해 4월 기준으로 페이스북의 가입자는 9억 9,000명 입니다.
아프리카 인구가 10억300만명임을 감안하면 페이스북은
아프리카 대륙과 비슷한 규모의 인구 기반을 가진 셈입니다. 트위터
또한 가입자만 5억 5000명을 웃돌고 있을 뿐 아니라 2011년
포천이 선정한 세계글로벌 100대 기업 중에서 무려 77개사가
트위터 계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제 소셜 미디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소셜 미디어는 이제 스마트 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얻으면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접근성까지
갖췄습니다. 소비자들도 과거와는 달리 소셜 미디어에 힘입어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쉽게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떤
제품이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졌는지 추적할 수 있는 시대. 특히
소셜 미디어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들이 쌓이면서 형성되는 기업에
대한 평판은 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NIKE)사는 1990년대 개발도상국 계약 공장의
저임금과 언어 폭력과 같은 노동 환경 문제가 불거지면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 초기 나이키는 이러한 문제들은
해당국가와 계약공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NGO)와 언론은 나이키가 제조과정
전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불매운동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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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불매운동이 전세계적으로 번지자 나이키는 개발
도상국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재단을 설립한 후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2001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외부에 공시했습니다. 이 사례는 CSR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에 CSR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처럼 스마트
폰을 통한 소셜 미디어가 활발해진 상황에서는 그 파급력은 더욱 클

-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기업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의식의
수준이 과거와는 달리 높아진 것인가? 기업 경영자들은 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 CSR은 그 효과가 장기에 걸쳐서 나타나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과
같은 경영지표와는 달리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CSR의 중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가?
- 소비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업은 물론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있다. CSR 활동에 소셜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더 나은 직장을 위하여
좋은 직장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높은 연봉? 또는 자유로우면서
수평적인 회사 분위기? 비즈니스 전문 잡지인 포천은 ‘2011년 가장
일하고 싶은 100대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좋은 직장의 기준을

인재경영을 중시하는 회사, 남다른 경쟁력을 갖춘 회사, 사업과
경영에 혁신적인 회사 등을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실제로 노동시장
에서 젊은 인재들을 제때에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불균형
현상이 선진국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고 그들이 떠나지 않게 붙잡는 전략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포천이 내세웠던 기업들의 자질들은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기업들은 더욱 더 훌륭한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한껏
발휘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과연 인재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은
어떤 것이고 그들이 회사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
합니다.
- 좋은 직장의 기준은 어떤 산업이든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가?
- 우수한 인재가 기업에서 장기적으로 일하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직원의 만족도가 기업 성장의 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새로운 경제학
경제학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의 불균형을 해석하는데 실패
했습니다. 아직도 성장이냐 긴축이냐, 산업정책은 유효한가, 작은
정부냐 큰 정부냐, 버핏세는 옳으냐 그르냐, 국가자본주의냐 일반
자유자본주의냐 등에 관련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논의들 속에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사람의 인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제학 패러다임을 찾아야만 합니다. 인간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경제학은
무엇일까요? 이 세션에서는 사람의 본성을 파헤치고 행복에 관한
사회적 진실과 경제학적 행동에 대해 연구한 젊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경제학의 흐름은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 기존 경제학에서 잘못되었던 기본가정이나 모델을 바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 새로운 경제적 위기의 시작에 부상하는 경제학은 무엇인가?
경제 재건을 위해 이론이나 실제 정책에서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인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꽃피우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트위터의 비즈 스톤, 구글의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 이들의 공통점은 IT산업을 기반으로 무섭게
성장한 젊은 CEO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한 벤처기업의
창업자가 아니라 상상력으로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어가는
리더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존 기업
생태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룰을 만들어내는 룰셋터(rule
setter)들입니다. 혁신적인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고,
바뀐 세상을 또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머리 속에만
남겨두지 않고, 과감함을 무기로 기존의 산업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조직의 운영체계를 창조해내는
그들만의 경영방법과 원칙, 그리고 아이디어를 실제 수익사업으로
어떻게 연결시켜내고 있는지 들어봅시다.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
리더들의 창의력이 조직의 번영으로 이어졌는지, 어떻게 이들은
조직이 항상 창조력을 분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 그 과정도
자세히 알아봅시다.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 영리더들이 창의적인 조직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 상상력과 실제 경영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과 유의점은 무엇인가?

바양자르갈 비얌바사이칸 (Bayanjargal Byambasaikhan)
뉴콤 CEO

딘 칼런 (Dean Karlan)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뇌과학은 당신의 행복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질병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얼마 전
꽃다운 나이의 신인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우울증이 원인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인식은
과학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뇌는 뭔가 달성하면 목표를 즉시
상향 조정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추구할수록 행복할 기회는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뇌는 현재를 긍정적으로 볼 때
지성과 창의력, 열정도 함께 월등하게 높아집니다. 이것이 행복
어드밴티지입니다. 인간은 긍정적일 때 31% 더 똑똑해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더 열심히, 더 잘, 그리고 더 똑똑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성공해야 한다는 잘못된 공식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경제학도 이제 더 이상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는
가정을 붙들고선 답을 얻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인간이 합리적
이라면 왜 충동구매가 일어나고 당첨률이 낮은 로또를 사는
것일까요? 이런 소비자의 구매결정은 무의식적이고 감정적일 때가
번번히 나타나고 있고, 이런 소비자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뉴로마케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당신의 뇌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귀 기울여 봅시다.
-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 성공과 행복은 무엇이며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숀 아처 (Shawn Achor)
‘행복 어드벤티지’ 저자

사회적 가치를 디자인하다
녹색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화가 시급한 오늘날 디자인의
역할도 과거와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환경/사회적
이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의 역할은 미미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거 디자인의
역할이 소비의 촉진과 인위적 폐기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더욱 키웠을 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디자인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 (종교간의 갈등,
사회계층간의 갈등, 빈부격차 증가, 만성질환, 고령화 사회, 삶의 질
하락 등) 의 해결을 위해 디자인이 과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새로운
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지역과 섹터의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에서 공공정책 수립 시
디자인적 사고와 방법론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고, 디자인 정책
기관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기획/지원하기도
하며, 디자이너들이 보다 효과적이고 질 높고 만족스러운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디자인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사회적 디자인, 사회혁신을 위한 디자인에 대한 가치가
다시 조명받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와 프로젝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디자인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만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의
역할, 이를 실천하는 사례 및 방법에 대해 들어보고자 합니다.

추아벵화트 (Chua Beng Huat)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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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비지니스
스쿨 클래스

혁신적이고 기업가 정신에 충만한 조직의 비결
세계적인 명문 비즈니스 스쿨인 스페인의 IE 비즈니스 스쿨이 올해 두번째로 세계지식포럼에 미니 클래스를 개최합니다.
IE는 전체적인 세계지식포럼의 주제에 걸맞게 세션을 구성하여 기업의 미려경영을 이끌어나갈 여러분과 함께 하려 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IE가 최근
시작한 '긍정 리더십 (Positive Leadership - 긍정심리학과 리더십 교육을 합한 개념)과 전략 경영'이 이번 미니 클래스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최근 IE의 비즈니스 리더십 회의단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미래 비전을 대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 기업의 리더들은 다름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어떤 경영자가 새로 와서 기업을 혁신시키고 변화를 주도하려
할 때는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비공식적이고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상황의 변화, 세계화 그리고 지식경영의 흐름 속에서 오늘날 기업 경영자들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어떻게 리드해
나가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좇는 리더십은 당연히 지양해야 할 겁니다. 대신 인적자원들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토양과 그에 따른 조직의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지향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대신 이런 새로운 리더십과 혁신을 위해 IE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관련분야 최고의 교수들을 세계지식포럼에 파견합니다. 각기 개인들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늘리기 위해 리더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리더십과 마케팅의 연관관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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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시아드
경영대학원 미니 MBA 과정
새로운 경제에 어울리는 리더십 기술
세계를 주도하는 가장 큰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자부심으로 인시아드는 50년 넘게 전 세계의 사람들, 문화, 그리고 아이디어를 한데 모아 세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범국가적 시각과 다양한 문화적 접근으로 인시아드의 연구와 교수는 이미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02년부터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온 세계지식포럼 안의 미니 MBA 과정을 올해는
‘’새로운 경제에 어울리는 리더십 기술’ 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내로라하는 교수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제와 혁신적인 마케팅, 기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리더들과 관리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장점을 활용하여 발전할 수 있는지 비법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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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파이낸스 마스터 클래스:
현대 투자론
파이낸스 분야에서는 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에서 올해 세 번째로 파이낸스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 근원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해 보았을 친밀한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투자 (Investment)’ 입니다. 투자는 주식을 사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원리는 깊고 심오합니다. 투자는 왜 이뤄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이 세션에서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면서 투자행위가 이뤄지는 근본원리에 대해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주식가격 결정모델과 위험이 높은 주식을 어떻게
하면 투자 포트폴리오 속으로 제대로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분산, 즉 어떻게 하면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을 낮추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최신의 이론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 세션은 마지막으로 금융시장과 투자전략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로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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