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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계지식포럼

9월 15일(수)

테라 인코그니타

08:30~09:20 투키디데스의 함정 에 빠진 국제정세 : G2 갈등과 해법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석좌
다이너스티A 교수,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공존을 위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
9월 14~17일 장충아레나 신라호텔 일원
9월 14일(화)
08:00~ 09:20 샌델에게 듣는 우리 시대의 공정(개막식)
장충아레나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손지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
석 국민의힘 대표
09:30~10:30 폼페이오와의 대화 :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장충아레나
마이크 폼페이오 제70대 미국 국무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09:30~10:00 마이클 샌델 : 공정하다는 착각
다이너스티A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손지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10:00~10:40 가전산업의 미래 환경 및 기술 변화와 LG전자의 혁신
다이너스티B 게리 셔피로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회장 겸 CEO, 조주완 LG전자 CSO
10:00~11:00 글로벌 리스크 업데이트 2022 데이비드 제이컵 마시 아시아 CEO, 리처드 레빅 레빅 회장 및 CEO, 린
라일락
이푸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명예원장 겸 교수, 정형민 국제금융센터 리스크분석본부장, 이관휘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10:15~11:15 애쓰모글루와의 대화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다이너스티A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 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 오세훈 서울시장
10:40~11:20 손경식-마르쿠스 발렌베리 : 거장들의 대화
장충아레나
마르쿠스 발렌베리 SEB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10:50~11:30 미래의 전장을 대비하다 : 항공우주와 방위산업의 5가지 주요 트렌드
다이너스티B 로이 아제베도 레이시온 인텔리전스&스페이스 사장,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11:30~12:00 기후변화를 위한 행동
장충아레나 나이절 토핑 COP26 기후행동 챔피언, 윤순진 2050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11:30~12:30 [오픈세션] 우주, 그리고 인류의 미래 신재원 현대자동차 사장, 패멀라 멀로이 미국 항공우주국
다이너스티A (NASA) 부국장,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11:40~12:10 터키, 지속 가능한 글로벌 밸류체인 네트워크로서의 잠재력
다이너스티B 무스타파 바랑크 터키 산업기술부 장관, 이희수 한양대 명예교수
11:40~12:20 격동의 세계 속 도전과 기회
라일락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 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 테리 마르틴 앵커
12:10~12:35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동력
장충아레나
밥 스턴펠스 맥킨지앤드컴퍼니 글로벌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12:30~12:50 [온라인 전용관] 런치타임 레슨 : 신라호텔 소믈리에의 한식과 와인
라일락
최준선 서울신라호텔 라연 소믈리에
13:30~14:10 코스피 3000 돌파-불확실한 세상 속 주의 신호 오하드 토포 TCK인베스트먼트 회장, 황영기 TCK인
루비
베스트먼트 선임 고문, 마크 테토 TCK 인베스트먼트 대표
13:40~14:10 [오픈세션] 현실 세계를 위한 로봇 : 오늘, 내일, 그리고 미래(*로봇시연)
장충아레나
마크 레이버트 보스턴다이내믹스 창업자 겸 회장
13:40~14:30 데이터와 민주주의의 복원 닉 레이 브랜드아이 CEO, 사이먼 잭맨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CEO, 팀 황
다이너스티A 피스컬노트 창업자 겸 CEO, 한규섭 서울대 교수
13:40~14:30 비욘드나노-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여정
다이너스티B 에런 티엔 싱가포르국립대 공대학장, 나명희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 부사장
13:40~15:10 한일비즈니스포럼 : 탄소제로, 그리고 수소 생태계와 경제
라일락
우치다 야스히로 미쓰이물산 에너지솔루션본부 차세대 에너지사업부장, 전순일 현대자동차 연료전
지설계실장(상무), 백승욱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08:30~09:40 글로벌 경제전망 2022 : 최고 이코노미스트 열전 린이푸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명예원장 겸 교수, 사와다 야스
장충아레나
유키 도쿄대 교수, 조동철 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부총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 테리 마르틴 앵커

08:30~09:30 [지구와사람] 지구와 공존하는 미래 메리 에벌린 터커 예일대 종교와 생태 포럼 공동책임자, 송기원 연세대 교
다이너스티B 수 겸 지구와사람 공동대표, 카레나 고어 지구윤리센터(CEE) 설립자 겸 소장, 강금실 법무법인 원ESG센터 대표
08:30~09:30 조선해양산업의 절대적 두 가지 인자 : 탈탄소화와 스마트화 김부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주
라일락
원호 현대중공업 CTO, 폴 스클라브너스 MIT 교수, 김용환 서울대 교수
08:30~09:30 선진국 초입의 한국, 어떤 기초과학을 해야 하나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데이비드 스윙
에메랄드
뱅크스 스프링어네이처 호주-뉴질랜드 의장, 문길주 고려대 석좌교수, 한스 볼프강 스피스 막스플랑
크 고분자연구소 전 소장,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08:30~09:10 노벨리스 :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세상
서울클럽
스티브 피셔 노벨리스 사장 겸 CEO, 김주진 기후솔루션(SFOC) 대표

16:45~17:15 [오픈세션] K콘텐츠세계로날다-스마일게이트와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강정구카카오엔터테인먼트
장충아레나
카카오웹툰글로벌 본부장, 장인아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대표
16:45-17:15 [온라인 전용관] 인공지능 X 인간의 독창성 =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루비
짐 텅 매스웍스 부사장
17:00~18:30 [WKF & Try Everything] 2021 XTC 한-아세안 지역 경연대회
하늘극장
박창하 한국산업은행 부부장, 손영권 하만 이사회 의장
17:10~17:40 [온라인 전용관] 배양육의 첨단기술
에메랄드
마르크 포스트 모사미트 공동설립자
17:20~17:50 [온라인 전용관] 스마트 제조 등대공장을 통한 인사이트
루비
제이 리 폭스콘 부회장, 신시내티대 석좌교수
17:25~18:25 글로벌 운용사가 제시하는 ESG 투자전략과 해법 아드리 하인스부룩 NN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다이너스티A (NNIP) 최고지속가능책임자, 요핸 힐 애덤스스트리트파트너스 ESG 및 책임투자 부문 디렉터, 크리
스 뉴턴 IFM인베스터스 책임투자 전무, 함세훈 EQT파트너스 대표
17:30~18:10 마켓 업데이트 2022 : 골드만삭스의 투자 전략
장충아레나
피터 오펜하이머 골드만삭스 최고글로벌에퀴티 전략가, 최희남 금융협력대사

09:15~10:00 The Smart Money Method : 헤지펀드 프로처럼 주식 투자하기
루비
스티븐 클래펌 The Smart Money Method 저자

17:30~18:30 애그테크(AgTech)의 미래 길 로넨 NRGene 대표 겸 공동창업자, 우프 판 덴 보스 Ridder 최고혁신
라일락
책임자, 조진형 아이오크롭스 대표, 최성광 넥스트온 전무, 서현권 동아대 조교수

09:15~09:45 식품의 미래 : 실리콘밸리의 관점
토파즈
김소형 스탠퍼드대 연구센터 매니징디렉터

17:35~18:35 글로벌 시각에서 보는 K-POP : 미국 음악시장에서 한국음악의 위치에 대한 이해 데이비드 영인 김
다이너스티B 그래미상 수상 믹스 엔지니어, 폴 톨렛 골든보이스 CEO, 조주종 YG엔터테인먼트 USA 대표

09:25~10:25 [IE MBA] 정보화 시대 : 디지털화와 데이터화
서울클럽
크리스티나 스타토폴로스 IE 경영대학원 교수 겸 웨이즈(Waze) 데이터분석 담당 대표

9월 16일(목)

09:30~10:20 [오픈세션] 이민진과의 대화 : 소설 파친코, 세계인과 연결된 한국의 정서
다이너스티A 이민진 소설 파친코 작가, 네다 울라비 NPR 기자
09:40~10:40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 앤드루 김 전 미국중앙정보국(CIA) 코
다이너스티B 리아미션센터장, 제임스 캐러파노 헤리티지재단 부회장,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

08:30~09:15 루나 골드러시 : 달에 복귀하는 인류 브라이언 홀츠 만가타네트웍스 CEO,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
장충아레나
원 원장, 짐 로이터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우주기술미션 부문장, 헹크 로저스 국제달기지연맹
(IMA) 창립자 겸 회장, 김은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08:30~09:00 [WKF & Try Everything] 글로벌 Top VC와의 대담(1) : 유니콘의 비밀
다이너스티A 한스 텅 GGV 매니징 파트너, 마이클 전 솔라스타 벤처스 이사

09:40~10:10 가상 레스토랑 : 식품소비의 미래, 외식 트렌드 및 배달
라일락
폴 앨런 오더마크 넥스트바이트 공동창업자 겸 사장

08:30~09:10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기술 :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방법 짐 굿나이트 SAS
다이너스티B 공동창업자 겸 CEO, 크리스토퍼 도너번 클리블랜드 클리닉 기업 정보 관리 및 분석 담당 전무, 고길곤 서울대 교수

09:45~10:45 [IESE MBA 1] 기후변화와 지정학
에메랄드
마이크 로젠버그 IESE 경영대학원 교수

08:30~09:30 성공적인 기업 디지털 전환의 비밀 수미르 바티아 레노버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 그룹 아시아태평양
라일락
사장, 제이슨 콘야드 VM웨어 CIO, 안성훈 서울대 교수

09:55~10:55 [오픈세션] 바비 브라운과의 대화
장충아레나
바비 브라운 바비브라운코스메틱스 창업자, 이사배 이사배아트 대표 겸 뷰티 인플루언서

08:30~09:20 [온라인 전용관] [NYU MBA] 밸류에이션의 대가가 말하는 코로나 위기에서 배우는 교훈
루비
애스워드 다모다란 뉴욕대 스턴비즈니스스쿨 재무학 교수

10:00~10:45 [한중수교 30년] 제 2의 한중 경제교류,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파즈
샹빙 창장경영대학원(CKGSB) 총장

09:15~10:00 [WKF & Try Everything] 피터 디어맨디스 : 실리콘밸리 대부 가 말하는 미래를 바꿀 기술
다이너스티A 피터 디어맨디스 엑스프라이즈재단 설립자 겸 회장, 함세훈 EQT파트너스 대표

10:00~11:10 [오픈세션] 과학콘서트 : 기초과학, 새로운 발견을 향하다 악셀 팀머만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
하늘극장
물리 연구단 단장, 차미영 IBS 데이터사이언스그룹 CI, 현택환 IBS 나노입자연구단 단장

09:30~10:15 AI 시대의 새로운 기회 이홍락 LG AI연구원 CSAI 겸 미시간대 교수, 테드 서전트 토론토대 교수, 이
장충아레나
경무 서울대 인공지능대학원 주임교수

10:15~11:15 인공지능(AI)과 뇌 건강의 미래 이재홍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 이진형 스탠퍼드대 교
루비
수, 백세연 SCL헬스케어 글로벌마케팅 본부장

09:30~10:20 포스트 코로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 조지프 캘러브리스 레이텀앤왓킨스 엔터테인먼트 스포츠&미디어 부문 총
다이너스티B 괄, 찰스리브킨미국영화협회회장&CEO, 크리스토퍼멜러댄드리일루미네이션CEO, 이석준레이텀앤왓킨스서울사무소대표

10:20~11:20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가상자산 김성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기획처장 겸 AI전략경영 교수, 마이크
라일락
벨시 비트고 CEO, 안타나스 구오가 전 유럽의회 의원, 얏 시우 애니모카브랜드 공동창업자 겸 회장,
요시카와 에미 리플(Ripple) 기업전략운영 부사장, 이신혜 GBIC 파트너

09:35~10:05 [온라인 전용관] [HEC Paris MBA] 노이즈 : 인간의 판단 속 또 다른 결함
루비
올리비에 시보니 HEC 파리 교수

10:30~11:15 창조적 솔루션 : 한미동맹, 전환 그리고 한반도의 실용적인 평화
다이너스티A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임호영 한국군사학회 회장, 조현승 한국군사학회 상임이사
10:40~11:40 [오픈세션] 2022 글로벌 투자 전략
서울클럽
데이비드 켈리 JP모건애셋매니지먼트 최고글로벌전략가,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10:50~11:50 격동의 세계-변곡점은? 김원수 여시재 국제자문위원장 겸 전 유엔 사무차장,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다이너스티B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선임고문,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티에리 드 몽브리알 프랑스 국제
관계연구소(IFRI) 회장,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09:40~10:30 뉴노멀 시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위한 비전 백롱민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아미트 파드니스 GE
라일락
헬스케어 최고디지털책임자(CDO), 장광희 GE헬스케어 코리아 디지털 솔루션 총괄 상무
09:40~10:10 [온라인 전용관] 데이터를 통한 전체 조직 역량 강화
에메랄드
가즈키 오타 트레저데이터 CEO, 고영혁 트레저데이터 코리아 대표이사
10:00~10:20 [WKF & Try Everything] 한아세안 스케일업(1) : 팀 황이 말하는 성공비결
하늘극장
팀 황 피스컬노트 창업자 겸 CEO, 박창하 한국산업은행 부부장
10:15~11:00 [WKF & Try Everything] 글로벌 Top VC와의 대담(2) : 책임감 있는 혁신
다이너스티A 헤만트 타네자 제너럴캐털리스트 매니징파트너, 마이클 전 솔라스타 벤처스 이사

11:00~12:00 기업의 새로운 도약 : 사람관리와 외적 동기
에메랄드
정덕진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 교수

10:15~10:35 [온라인 전용관] 미 공군 수석과학자가 전하는 디지털 권위주의에 맞서는 방법
에메랄드
빅토리아 콜먼 미공군 수석사이언티스트 겸 전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디렉터

11:00~11:30 데스크톱 가상화 기술의 무한한 확장성
토파즈
송영길 엔컴퓨팅 CEO

10:30~11:15 할리우드와 엔터테인먼트 투자의 세계 바니아 슐로겔 앳워터캐피털 창업자 겸 CEO, 채닝 테이텀 프
장충아레나
리 어소시에이션 배우 겸 프로듀서 겸 창립자

11:10~12:10 [오픈세션] 이더리움의 미래와 가상화폐 투자
장충아레나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시자, 주은광 블록크래프터스 (Haruinvest.com) 공동창업자 겸 CTO

10:30~12:30 [WKF & Try Everything] 한아세안 스케일업(2) : 경진대회 with KDB넥스트라운드, 한-아세안센
하늘극장
터 김대현 오케이홈 공동창업자 겸 대표, 김대현 인진 이사, 송석규 피큐레잇 대표, 얼 발렌시아 플렌티
나 공동창업자, 이원홍 쉐어러블에셋 대표, 끼띠난 아누판 클레임디 대표, 박창하 한국산업은행 부부장

11:30~12:30 [최종현학술원]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에 대한 평가 에스코 아호 제37대 핀란드 총리,
다이너스티A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칼 빌트 제30대 스웨덴 총리 겸 유럽외교
협회 공동의장, 손지애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10:40~11:00 [온라인 전용관] 테라 코그니타를 향하여
에메랄드
로버트 머가 테라 인코그니타 저자

11:30~12:30 [McKinsey]아시아의 미래:2030년 아시아 소비자 김종윤 야놀자 및 야놀자 클라우드 CEO, 망누스 에크봄 라자다 그룹 CSO
라일락
겸 라자다 말레이시아 CEO, 올리버 톤비 맥킨지 싱가포르사무소 시니어파트너, 최원식 맥킨지한국사무소 시니어 파트너

10:40~11:40 [헤리티지재단] 워싱턴에서 보는 관점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제임스 캐러파노 헤리티
다이너스티B 지재단 부회장,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라인스 프리버스 제27대 백악관 비서실장

11:30~12:00 슈퍼리치들의 포스트코로나 라이프스타일
루비
톰 로런스 이든클럽 회장

10:40~11:20 [오픈세션] 픽사 소울 이 만든 세계관 : 창의성에 관하여
라일락
켐프 파워스 디즈니픽사 소울 극작가 겸 감독, 네다 울라비 NPR 기자

12:00~12:40 모빌리티 서비스의 미래
다이너스티B 프라디프 파라메스와란 우버 아시아태평양 대표,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 원장

10:50~11:20 [온라인 전용관] 혼란스러운 농업 : 사람과 지구를 위한 기술 및 디지털화 활용
에메랄드
안드레이 주 핀둬둬 수석부사장

12:30~12:50 [온라인 전용관] 런치타임 레슨 : 신라호텔 바리스타의 커피 한잔
라일락
이윤구 서울신라호텔 콘티넨탈 바리스타

11:15~12:00 [WKF & Try Everything]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삶에 들어오기까지
다이너스티A 크리스 엄슨 오로라 CEO 겸 공동창업자, 서승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13:40~14:40 수학과 인공지능
다이너스티A 로널드 페드큐 스탠퍼드대 교수, 웨이난 어 프린스턴대 교수, 강명주 서울대 교수

11:15~12:15 [온라인 전용관] [칭화대 MBA] 중국의 새로운 일반 소비
루비
류시 칭화대 부교수

13:40~14:40 백신의 미래 드루 와이즈만 펜실베이니아대 의과대학 교수, 리처드 해칫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
다이너스티B ) CEO,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IVI) 사무총장, 고성열 ILAb CSO 겸 전무이사 겸 연구소장

11:25~11:55 [온라인 전용관] 코로나19가 촉발한 임상시험의 미래-전통적인 임상시험 방식에서 분산형 임상시험
에메랄드
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글렌 드 브리스 메디데이터 공동창업자 겸 다쏘시스템 라이프사이언스 및 헬스케어 부의장

14:25~14:55 항공우주의 미래 : 디지털 및 지속 가능성
토파즈
비키 반구 롤스로이스 동남아시아 태평양 및 한국 지역 담당 사장

13:40~14:40 메타버스의 현재와 기업 혁신 전략 김대훤 넥슨코리아 신규개발 총괄 부사장, 김민석 자이언트스텝
라일락
최고사업담당, 전진수 SK텔레콤 메타버스 컴퍼니장, 유기윤 서울대 교수

14:40~15:25 파괴적 혁신 : 퀀텀 테크놀로지 시대에 대비하라
다이너스티A 파트리스 켄 탈레스그룹 회장 겸 CEO,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 원장

13:40~15:40 [WKF & Try Everything] K-POP 스타트업 세션 with 스파크랩 곽영호한터글로벌대표이사, 박남도(주)
하늘극장
엔디소프트 대표, 석철 뮤즈라이브 대표이사, 이종석 앰프 대표이사, 버니 조 디에프에스비 콜렉티브 대표이사

11:30~12:30 어드밴스드 에어모빌리티의 상업적 성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생태계 구축 박종원 모비우스에너지 공
장충아레나
동창업자 및 최고전략책임자, 브라이언윳코 보잉 지속가능성 & 미래 모빌리티 수석 엔지니어, 신재원
현대자동차 사장, 크리스티나 윤 알파오메가그룸 LLC 겸 국제 우주 프로그램 이사

14:40~15:40 문명사적 전환기, 미래 기업의 탄생 김용학 연세대 명예교수 겸 전 연세대 총장, 송호근 포스텍 석좌
다이너스티B 교수, 양원준 포스코 경영지원본부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회 위원장, 염재호 고려
대 명예교수 겸 고려대 전 총장

14:00~14:20 [온라인 전용관] 다큐멘터리 영화의 스토리텔링
에메랄드
캐롤라인 서 블랙핑크 : 세상을 밝혀라 감독

13:40~14:40 [오픈세션] 혁신가는 어떻게 길러지는가 기탄잘리 라오 2020년 타임(TIME) 선정 올해의 어린이, 최
에메랄드
예진 두브레인 창업자, 정솔비 두브레인 연구개발 전문가
13:40~14:10 예술과 새로운 관점의 탐색
토파즈
요하네스 하이지히 드레스덴 미술대 전 총장 겸 화가 겸 그래픽아티스트
14:25~15:25 우주 경제학 : 억만장자들은 왜 우주로 향하는가 다비데 페트릴로 국제청년우주위원회(SGAC) 상
장충아레나
무이사, 로버트 주브린 화성학회 회장, 크리스티나 윤 알파오메가그룹 LLC 국제 우주 프로그램 이사,
프랑수아 쇼파르 스타버스트 대표, 헹크 로저스 국제달기지연맹(IMA) 창립자 겸 회장, 줄리엣 뉴 만
가타네트웍스 공동창립자 겸 최고경험책임자
14:25~15:25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한 GVC 네트워크
루비
부라크 다을로을루 터키 대통령실 소속 투자청 청장, 에브루 외즈데미르 리막그룹 이사장, 이상진 한
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본부장, 김재영 서울대 교수

14:55~15:45 ESG 베스트 프랙티스-필립모리스의 혁신과 담배연기 없는 미래 비전 야체크 올차크 필립모리스인
에메랄드
터내셔널 CEO, 제니퍼 모틀레스 스비길스키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 최고지속가능책임자
(CSO), 백영재 한국필립모리스 대표이사, 이석재 서울대 교수, 김병도 서울대 교수

14:00~14:30 [온라인 전용관]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통한 리스크 관리
루비
존 Q 도일 마시 회장 및 CEO
14:00~15:20 2021 대한민국 지식혁신 스마트시티 대상
서울클럽
김소형 스탠퍼드대 연구센터 매니징디렉터

11:30~12:30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고등교육
라일락
다나카 아이지 와세다대 총장, 문성욱 KT 글로벌사업본부 본부장 겸 상무
11:50~12:50 국부펀드의 선택 2022 : 큰손 들의 견해 덩컨 본필드 국부펀드국제포럼(IFSWF) CEO, 박대양 한국투자공
다이너스티B 사(KIC) 최고투자책임자(CIO), 앨리슨 힐 QIC 최고투자책임자(CIO),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12:30~12:50 [온라인 전용관] 신라호텔 셰프가 말하는 양식의 미학
라일락
임형택 서울신라호텔 콘티넨탈 책임주방장
13:40~14:40 [오픈세션] 유니세프 75주년 기념-디지털 환경과 아동권리 보호 샬로테 페트리 고니츠카 유니세프 부
장충아레나
총재,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정갑영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 최시원 유니세프 친선대사

14:55~15:55 자산저장수단으로서의 인터넷 : 화폐의 미래 이영한 덴톤스리 선임변호사, 이정환 마인드AI 창업
서울클럽
자, 조슈아 홍 시네시스원 창업자, 제니 주 에어어드바이저스(AIRE ADVISORS) 시니어 파트너

14:25~14:55 [온라인 전용관] 리테일 혁신을 통해 신뢰 기반의 온라인 커머스 경험 구축하기
에메랄드
크리스 텅 알리바바그룹 CMO

15:10~15:40 독일 디갤러리 회장으로부터 듣는 아트 투자 전략 : 예술이 세상을 구한다
토파즈
페터 펨페르트 디갤러리 회장

14:30~15:30 [McKinsey] ESG 프리미엄 : ESG를 통한 가치 창출 레이철 로드 블랙록 아시아태평양 총괄 대표, 마르크
장충아레나
슈나이더 네슬레 CEO, 안드레 안도니안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이용진 맥킨지 한국사무소 시니어 파트너

13:40~14:00 [온라인 전용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의 해결책
에메랄드
수미르 바티아 레노버 인프라스트럭처 솔루션 그룹 아시아태평양 사장

15:40~16:40 [오픈세션] 글로벌 1인 크리에이터 시대-콘텐츠와 영향력이 만드는 시너지 유온 빅타임(Bigtime)
장충아레나
CCO, 이연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민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담 MBN 아나운서 겸 앵커

14:35~15:05 [온라인 전용관] 잉카그룹(이케아그룹) CEO와의 대담
루비
예스페르 브로딘 잉카그룹(이케아그룹) CEO, 배종훈 서울대 교수

13:40~14:40 [WKF & Try Everything] 항공우주 스타트업의 Lift-up 전략 김영제 GE코리아 사장 겸 CEO, 브라
하늘극장
이언 홀츠 만가타네트웍스 CEO, 이성희 주식회사 컨텍 대표이사, 김상돈 스타버스트 한국대표

15:40~16:10 차세대 개척지 : 기술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다이너스티A 루크 엘리스 맨그룹 CEO, 김천수 파라마크벤처스 창업자 겸 CEO

14:55~15:55 연금의 미래 : 지속가능성을 위한 변화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데이비드 닐 IFM인베스터스
다이너스티A CEO, 페르 누데르 전 스웨덴 재무장관, 허경욱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14:00~15:00 Try Everything 개막식
다이너스티A 오세훈 서울시장, 제이슨 솅커 퓨처리스트인스티튜트 의장, 슈테판 트로얀스키 스캔라인VFX 대표

15:40~16:25 우주여행의 기술 : 스페이스 오디세이
라일락
줄리엣 뉴 만가타네트웍스 공동 창립자 겸 최고경험책임자, 프랑수아 쇼파르 스타버스트 대표, 헹크
로저스 국제달기지연맹(IMA) 창립자 겸 회장, 최기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14:55~15:55 중국 유니콘기업 투자하기 가오양 보세라자산운용 CEO, 정펑 보세라자산운용 매니징디렉터, 안유
다이너스티B 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14:00~15:30 [경상북도 4차산업혁명 국제포럼] 이차전지 : 현재와 미래
다이너스티B 김해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송준호 한국산
업기술평가관리원 이차전지 프로그램 디렉터, 에스코 아호 제37대 핀란드 총리, 최영민 전지소재 개
발센터 LG화학 센터장 겸 상무, 최장욱 서울대 교수

15:40~16:20 우주여행의 네 가지 미래
루비
브렌트 셔우드 블루오리진 ADP 부사장, 신휴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55~15:55 ESG-실천에 앞서는 기업들 로베르트 메츠커 로열필립스 부사장 겸 지속가능성 최고책임자, 사친 사
라일락
트푸테 노벨리스 수석 부사장 겸 아시아 사장, 힐데 뢰에 에퀴노르 기후 및 지속가능성 수석부사장, 박
희정 엑세스커뮤니케이션 상무

15:55~16:40 노벨상 수상자 폴 밀그럼과의 대화 폴 밀그럼 스탠퍼드대 교수 겸 202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최병
다이너스티B 일 재단법인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15:00~15:30 [온라인 전용관] 폭넓은 협의, 공동 공헌, 공동의 이익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함께하는 공동체 발전
에메랄드
쿵단 중신개혁발전연구기금회 이사장

15:55~16:25 변화의 시대 속 마케팅 클라우드의 역할 및 중요성
토파즈
안익진 몰로코 대표

15:10~15:40 [온라인 전용관] 비즈니스 및 사회적 가치의 연계 : 일의 미래와 임팩트 연계 사례
루비
조 스파이커 오토데스크재단 부이사장

16:05~16:35 콤팩트 시티, 20세기 도시를 넘어서
에메랄드
김세용 고려대 교수

15:35~16:05 [온라인 전용관] Profit and Prejudice : 편견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에메랄드
폴 도너번 UBS 글로벌 자산관리 수석이코노미스트

16:10~16:50 한러협력과 미래
서울클럽
니콜라이 크로파체프 국립상트페테르부르크대 총장, 우윤근 법무법인 광장 고문

15:45~16:30 더 넥스트 스페이스
장충아레나
미하엘 쇨호른 에어버스 디펜스앤드스페이스 CEO, 이희환 에어버스 DS 한국지사 대표

16:25~17:05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술 경로
다이너스티A 워런 이스트 롤스로이스 CEO, 폴 스타인 롤스로이스 CTO, 문정빈 고려대 교수

15:45~16:05 [온라인 전용관] 넷제로로 가는 길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루비
폴 보드너 블랙록 지속가능투자 대표

16:35~17:15 라이프 온 마스 : 바빠지는 화성
루비
로버트 주브린 화성학회 회장,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

16:00~17:00 럭셔리 시장과 디지털 혁명 미셸 슈발리에 HEC파리 방문 교수,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 미셸 구차츠
서울클럽
르자르댕 레트루베 대표, 스텔라 윤 LBI부루벨코리아 전략제휴 상무

16:40~17:40 [OECD] 공기업의 균형적 발전과 혁신
라일락
고름 프리만슬룬드 바네노르 CEO, 김종갑 한양대 특훈교수, 라케시 쿠마르 인도국영석탄공사 회장,
한스 크리스티안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부국장

16:10~17:10 팬데믹 이후의 머니 무브 제인 폴리 라보뱅크 선임 FX 전략가, 제프리 유 뉴욕멜런은행 선임 EMEA
다이너스티A 시장 전략가, 폴 도너번 UBS 글로벌 자산관리 수석이코노미스트, 천영록 두물머리 대표

16:40~17:10 퍼스널 브랜딩, 그리고 창업
토파즈
최영훈 프레임몬타나 CEO
16:55~17:55 [UNGC] UN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 10주년과 ESG 엘린 브존키 덴마크인권연구소 기업과 인권국
다이너스티B 국장, 크리스티네 카우프만 OECD 기업책임경영 워킹파티 의장,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설립자, 박
상희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윤석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NHRCK) 기업과 인권 전문관, 이
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 송세련 경희대 법무대학원 법전원 교수

16:10~17:20 [서울국제포럼] 바이든 시대의 미 중 통상분쟁 :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과 중국의 신기술 분야
다이너스티B 육성 버나드 호크만 유럽대학연구소(EUI) 대외관계학 학장, 세바스티앵 미루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농업통상부 선임무역정책분석관, 아나벨 곤살레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투신취안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
WTO 연구센터장 겸 교수,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겸 전 통상교섭본부장

13:40~14:40 NFT의 미래 그리고 게임, 메타버스, 디지털 경제
라일락
김균태 해시드 공동창업자 겸 파트너, 세바스티앵 보르제 더 샌드박스 공동창업자 겸 COO

14:15~14:45 [온라인 전용관] 중국의 디지털 전환 및 업그레이드와 탄소 피크 및 중립성 전략 전망
에메랄드
장샤오창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 부이사장
14:45~15:15 [온라인 전용관] 일상을 변화시키는 다목적성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기술
루비
라비브 멜라메드 바이야 창업자 겸 CEO
14:50~15:20 [온라인 전용관] 기후변화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에메랄드
크리스티 에비 워싱턴대 교수
15:00~16:00 바흐 위원장과의 올림픽 대담 : 도쿄에서 베이징, 그리고 서울 김연경 전 국가대표 배구선수, 토마스
장충아레나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겸 세계지식포럼 공동의장
15:00~15:45 아세안 기업인상 누르 헬미 IX텔레콤 창업자 겸 CEO, 데스몬드 테이 GUUD CEO, 레홍투이띠엔 아
라일락
이멕스팬퍼시픽(IPPG) CEO
15:00~16:00 [WKF & Try Everything] 여성들의 창업 노하우 : 투자유치에서 네트워킹까지 안태양 푸드컬쳐랩
하늘극장
대표, 이정윤 빌리지베이비 공동창업자 겸 대표, 이선용 펄핏 창업자 겸 대표, 이나리 헤이조이스 대표
15:40~16:30 [경상북도 4차산업혁명 국제포럼]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전망과 기업 상생 방안 박재홍 피엠그로
다이너스티B 우 CEO, 윤홍식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원, 이강명 성일하이텍 CEO, 이재한 홍익대 교수
16:00~18:00 [WKF & Try Everything] Create a Better Life with Startups
다이너스티A 나희선 샌드박스 네트워크 에반젤리스트, 박헌영 인테리어 티쳐 대표이사, 오세정 ㈜애기야가자 대
표이사, 임세라 ㈜마블러스 대표이사, 장동하 교원그룹 기획조정실장, 조준형 마이로 대표, 진승혁 클
레온 대표, 채우진 피버 창업자 겸 대표이사
16:00~16:30 [온라인 전용관] 인공지능 X 인간의 독창성 =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에메랄드
짐 텅 매스웍스 부사장

16:10~16:55 넷제로 에너지 전환
라일락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유정준 SK E&S 부회장

16:15~17:15 [WKF & Try Everything] 스케일업을 위한 SNS 광고마케팅 전략
하늘극장
김은영 구글코리아 유통 금융 여행 산업총괄 상무, 서은아 페이스북 상무

16:55~17:2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타트업 육성
에메랄드
망누스 그리멜란 앤틀러(Antler) 창업자 겸 CEO

16:10~16:30 [온라인 전용관] 미래의 비즈니스를 형상하는 인공지능(AI)
에메랄드
치한 위 애피어 CEO 겸 공동창업자

16:30~17:00 [온라인 전용관] 뉴노멀 시대 성공을 위한 혁신
루비
사이먼 멀카이 세일즈포스 최고혁신책임자(CIO)

17:25~17:55 4차산업시대가 온다고 1차산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토파즈
이의현 로우로우 창업자 겸 CEO

16:10~16:40 [온라인 전용관] AWS : 실제 머신러닝 사용하기
루비
미셸 리 AWS 머신러닝솔루션랩 부사장

9월 17일(금)

17:25~18:25 김치 세계화는 가능한가 박채린 한국식품연구원부설 세계김치연구소 책임연구원, 이하연 대한민국
서울클럽
김치협회 회장, 장 부스케 몽펠리에대 명예교수, 민승규 국립한경대 석좌교수

16:10~16:55 [WKF & Try Everything] Tech for Good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기술과 혁신
하늘극장
손영권 하만이사회 의장, 라르스 레거 NXP반도체 부회장 겸 최고기술책임자

10:00~12:30
[WKF & Try Everything] Try Everything Now : 전 국민 창업오디션
하늘극장

17:30~18:00 1000배 성장을 일궈낸 조직의 공통점
루비
제니 주 에어어드바이저스(AIRE ADVISORS) 시니어 파트너

16:35~17:05 [온라인 전용관] 넷제로 미래를 향한 덴마크의 로드맵
에메랄드
마티아스 바우센바인 오스테드 아시아 태평양 대표, 핀 모르텐센 덴마크 스테이트오브그린 대표

14:00~17:30
[WKF & Try Everything] Try scale-up with GENIE Forum
하늘극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