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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0302/

PROGRAM

DAY1
07. 17 (WED)

17:25~17:30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개회사

17:30~18: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초청강연

18:00~19:00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

특별강연

19:10~20:30

환영만찬

08:30~09:00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초청강연 

09:00~09:50

조용민 구글코리아 매니저

경영트렌드                         

10:00~10:50

송호근 포항공과대학교 석좌교수

경제·사회            

10:50~11:40

최태원 SK그룹 회장

CEO강연             

12:00~18:00

자유일정 (골프 및 문화시찰)

21:00~22:00

문화공연 1

09:00~11:30

배은정 연예인에스테틱 태와선 대표
김가은 지엔공방 강사

가족 프로그램 1, 2

07. 18 (THU)

DAY2

12:00~18:00

자유일정 (골프 및 문화시찰)

21:00~22:00

문화공연 2

09:00~11:30

김다혜 요가강사
양형석 아토도예공방 강사

가족 프로그램 3, 4

DAY3
07. 19 (FRI)

08:30~09:30

김창경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

경영트렌드          

09:30~10:10

노엘라 바이올리니스트 겸 칼럼니스트

예술·교양

10:20~11:00

서   민 단국대학교 의예과 교수

인문학

11:00~11:50

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경영트렌드            

08:30~09:30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인문학

09:40~10:40

피터 카펠리 美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교수

특별강연                            

10:40~11:20

박세리 여자골프 국가대표팀 감독

리더십

11:20~11:25

참가자 추억 영상

제주포럼 메모리즈

11:25~11:30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폐회사

07. 20 (SAT)

DA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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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0504/

DAY1 07. 17 (WED)

환영만찬 19:10~20:30

야외 환영만찬

SPEAKER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두산인프라코어 회장(現)
DLI 대표이사 회장
국립오페라단 이사장
국제상업회의소(ICC) 집행위원
스페인 명예영사

개회사

초청강연 특별강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
英  샐포드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

EU, OECD, World Bank 자문역(現)
美 콜럼비아, MIT, 옥스퍼드대학교 교수
[저서] ‘글로보틱스 격변’ 등 

개회사 17:25~17:30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초청강연 17:30~18:00

한국경제, 새로운 성장의 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글로벌 금융위기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는 新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술혁신·경제구조 급변 

등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혼돈의 시기, 대한민국호의 경제 조타수인 부총리를 초청하여 

한국경제가 변화의 파고를 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성장 패러다임으로 나가는 길을 알아보자.

특별강연 18:00~19:00

세계화 4.0시대, 기업의 미래
리처드 볼드윈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 교수

올해 다보스포럼의 주제 ‘세계화 4.0’의 화두를 띄운 리처드 볼드윈 교수는 인류 역사를 세계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경제학자이다. 아이디어와 혁신이 융합하는 세계화 4단계 진입 길목에서 기업의 

미래 핵심가치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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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0706/

DAY2 07. 18 (THU)

자유일정 12:00~18:00

문화공연 1 21:00~22:00

SPEAKER

초청강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25대 특허청 청장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실장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 공사참사관
미주리대학교컬럼비아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CEO강연

최태원 
SK그룹 회장

대한핸드볼협회 회장(現)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장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회장
美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초청강연 08:30~09:00

혁신을 통한 산업 활력 회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5G 세계 최초 상용화, 바이오·수소차 등 우리 산업전반의 변화와 혁신이 진행되는 지금 실물 

경제와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산업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산업·통상 정책에 대해 들어보자.

CEO강연 10:50~11:40

사회적 기업 10만 양병설

최태원 SK그룹 회장

미래의 글로벌 인재들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도 함께 따진다. 사회적 기업이 우리 경제의 주체가 

되면 더 많은 사회적 혁신이 선순환 효과로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 전도사’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사회적 가치 추구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경영트렌드 09:00~09:50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 비즈니스 전략

조용민 구글코리아 매니저

5G 기술과 머신러닝이 만들어가는 현 시대의 비즈니스 리더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넘치는 기술 트렌드 속에서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정확한 의사결정의 인사이트를 

얻는 법을 알아보자.

경영트렌드

조용민 
구글코리아 매니저

삼성전자, IBM, 엑센츄어
CBS ‘세바시’ 등 강연
美 스탠퍼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경제·사회 10:00~10:50

한국사회 대통합의 길

송호근 포항공과대학교 석좌교수

한국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대통합으로 이끄는 길은 무엇인가? 평등과 정의를 목표로 갈수 있는 

우리사회의 해법은 무엇일까? 혁신동력을 살릴 수 있는 통합의 정책 패러다임을 찾아보자.

경제·사회

송호근 
포항공과대학교 석좌교수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장(現)
서울대학교 대외협력본부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과장
美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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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0908/

DAY3 07. 19 (FRI) SPEAKER

경영트렌드

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NC 다이노스 스피릿 코치 (現)
소비자정책포럼 간사(現)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저서] ‘트렌드 코리아’ 등

예술·교양

노엘라 
바이올리니스트 겸 칼럼니스트

주간한국, 머니투데이 칼럼니스트(現)
미국 보스톤 골든 칼리지 강사 
IGM Global 비즈킷 인문학 교수 
美 플로리다주립대학교 대학원 음악박사

자유일정 12:00~18:00

문화공연 2 21:00~22:00

경영트렌드 11:00~11:50

밀레니얼 세대, 뉴 트렌드 코리아 

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변화란 단지 삶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삶 자체이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과 모바일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온 밀레니얼 세대는 오는 2020년이면 전세계 시장에서 구매력이 가장 높은 고객군이 

된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트렌드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 김난도 교수와 함께 디지털 

원주민인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읽고 미래 시장을 준비해 보자.

인문학 10:20~11:00

서민의 기생충 열전

서   민 단국대학교 의예과 교수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기생충과 몇 마리쯤 있어도 별 상관없는 기생충은 뭘까? 혹시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기생충도 있긴 할까? 착하거나 나쁘거나 이상한 기생충들의 신비하고 독특한 

생존기를 재미있게 소개한다.

경영트렌드 08:30~09:30

딥체인지, 세상을 바꾸다

김창경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

최근 3년간 유전자 편집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 편집기술에 대한 

관심도는 미약하다. 100세를 넘어 200세를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가져올 

인류의 근원적 변화, 사업 기회에 대해 들어보자.

경영트렌드

김창경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서울대학교 금속공학 학사·석사, MIT 재료공학 박사

예술·교양 09:30~10:10

그림과 클래식의 하모니

노엘라 바이올리니스트 겸 칼럼니스트

예술가들이 명작을 탄생시키기 위해 보낸 역경과 삶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 그림과 

음악을 통해 노엘라 자신의 에피소드와 일상의 감정들을 덧붙여 담아낸다. 일상 속 예술을 공유하고 

소통하길 바라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시간에 빠져보자.

인문학

서   민 
단국대학교 의예과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기생충학 박사
EBS1 ‘까칠남녀’, MBC ‘컬투의 베란다쇼’ 방송출연
[저서] ‘서민의 서재는 제2의 자궁이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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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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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4 07. 20 (SAT) SPEAKER

리더십

박세리 
여자골프 국가대표팀 감독

리우(2016), 도쿄(2020) 올림픽 여자골프 국가대표팀 감독
LPGA, KLPGA 명예의 전당 헌액
LPGA투어 통산 25회 우승
숙명여자대학교 정치행정학 학사

인문학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스페이스컨설팅그룹 대표(現)
MIT 건축연구소 연구원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 석사
tvn ‘알쓸신잡’ 방송 출연 
[저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서 살 것인가’ 등

리더십 10:40~11:20

세상을 보는 균형, 금빛 리더십

박세리 여자골프 국가대표팀 감독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 골프 국가대표팀을 금메달로 이끈 것은 따뜻한 보살핌이었다. 

골프전설 박세리는 감독으로서 선수들을 지도할 뿐 아니라, 때로는 선배처럼, 친언니나 엄마처럼 

선수들의 몸과 마음을 보살폈다. 박세리 감독의 진솔한 금빛 리더십 스토리를 직접 들어보자.

제주포럼
메모리즈

11:20~11:25

참가자 추억 영상

폐회사 11:25~11:30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인문학 08:30~09:30

도시와 공간 그리고 삶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지난 수천년의 인류역사를 통해서 도시진화의 숨겨진 원리를 찾아본다. 이를 통해서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가 만나고 만들어갈 도시와 공간 그리고 인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 될지 상상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특별강연 09:40~10:40

새로운 생존방식, 애자일(Agile) 전략

피터 카펠리 美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교수

기존의 관행과 낡은 조직문화는 현 시대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인사, 리더십, 마케팅 등 모든 

분야에 유연성과 빠른 대응을 강조하는 ‘애자일 전략’ 전문가 와튼스쿨의 피터 카펠리 교수로부터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들어보자.

피터 카펠리 
美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교수

와튼 인적자원 센터 소장(現)
HR매거진이 뽑은 ‘2011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0인’ 선정
英 옥스퍼드대학교 노동경제학 박사
[저서] ‘부품사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 등

특별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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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프로그램 문화공연

DAY2
21:00~22:00 ‘한국의 퀸’, 부활... 클래스가 다른 대한민국 락밴드의 전설

문화공연 1

1985년 결성 후 34년간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락밴드로 감성적 발라드를 ‘락’음악의 파격적인 

사운드에 접목시켜 ‘락’의 대중화를 이끈 개척자들입니다. ‘비와 당신의 이야기’, ‘희야’, ‘사랑할수록’, 

‘네버엔딩스토리’ 등 부활의 대표곡을 파워풀한 보컬과 서정적인 멜로디로 함께하는 잊지 못할 

제주의 여름밤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DAY3
21:00~22:00 트로트의 황제 설운도와 ‘다함께 차차차’

문화공연 2

현철, 태진아, 송대관 등과 함께 한국의 트로트 4대 천왕으로 꼽히는 트로트 인생 30년에 빛나는 

설운도가 제주포럼을 찾아옵니다. ‘잃어버린 30년’, ‘쌈바의 여인’ 등 주옥같은 히트곡을 부른 트로트 

레전드와 함께 ‘다함께 차차차’를 부르며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DAY3
09:00~11:30

가족프로그램 3

요가는 바쁜 일상속의 쉼표이다. 현대인의 삶속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시간.

25만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가진 요가 인플루언서 Kathy 김다혜 강사와 함께 아침을 열어보자.

김다혜  요가강사

- 25만 팔로워가 인정하고 선택한 요가 바이블 ‘누구나 거꾸로 설수 있다’ 저자
- 요가 인플루언서
- 국제공인요가강사(RYT200), 임산부요가강사

아침을 여는 요가

가족프로그램 2

김가은  작가 (제주 지엔공방 대표)

- 제주 마크라메 & 소품 디자이너
- 마크라메 강사

아라비아 레이스 ‘마크라메’ 공방 체험 

현대에 들어서면서 인테리어 용품으로 활발히 사용되며, 악몽을 걸러주고 좋은 꿈만 꾸게 해준다는 

의미의 드림캐쳐를 마크라메로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 보자.

양형석  도예가 (제주아토도예공방 대표)

제주를 담아낸 도자기시계 만들기

가족프로그램 4

- 이중섭 창작스튜디오 도예교실 전임강사
- 함덕고등학교 행복교실 도예강사

바쁜 일상의 연속을 지나 제주에서 만나는 힐링의 시간. 제주를 담아낸 도자기시계 만들기를 통하여 

즐겁고 소중한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 보자.

DAY2
09:00~11:30

배은정  마사지 테라피스트 (태와선 대표)

- <기적의 동안마사지> 저자
- 소녀시대, 이효리, 김희선, 이미연, 김우빈 등 유명 셀러브리티 뷰티케어 담당

10년 젊어보이는 스킨케어 비법

가족 프로그램 1

집에서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스킨케어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대한민국 대표 연예인들의 

스킨케어를 책임지고 있는 배은정 대표만의 특별한 피부관리법부터 동안을 위한 마사지까지, 

숨겨진 비법을 통해 나의 젊음을 되찾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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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DOOR ACTIVITY TOUR PROGRAM

핀크스

휴양과 레저, 문화가 숨쉬며 편안한 휴식과 힐링을 제공하고 있는 고품격 골프장입니다. 미국의 골프다이제스트로부터 세계100대 

골프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27홀 모든 코스에서 쪽빛 바다와 한라산, 오름들의 조화가 한눈에 조망되는 자연미와 사계절 언제나 

푸르른 곳. 핀크스가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참가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롯데스카이힐 CC

제주 본연의 모습과 특색,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는 지형적 장점을 담은 프리미엄 코스를 가지고 있는 자연친화적인 골프장입니다. 

탁 트인 수려한 경관과 안정성을 자랑하며,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진 페어웨이와 고도 250~300M의 낮은 평지에 위치한 곳. 

롯데스카이힐CC가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참가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화시찰 C DAY3   07. 19 (FRI)

11:40 신라호텔 출발
→ 12:00  중식(상차림상)
→ 14:30  섬 속에 섬 - 우도 팔경 투어(검멀레 해변, 우도봉, 서빈백사 관광)
→ 18:00  신라호텔 도착

우도 팔경 투어

문화시찰 D DAY3   07. 19 (FRI)

12:00 신라호텔 출발
→ 12:10  중식(전복뚝배기)
→ 14:00  자연 그대로의 숲길 “숫모르 숲길”

→ 15:40  녹차 족욕으로 피로를 푸는 “다희연 족욕”

→ 17:30  신라호텔 도착

숫모르 숲길, 다희연 족욕

문화시찰 A DAY2   07. 18 (THU)

12:00 신라호텔 출발
→ 12:10  중식(통갈치구이)
→ 14:20  빛의벙커 “클림트”

→ 16:00  돌, 나무, 넝쿨들이 어우러진 곶자왈 “천연 교래자연휴양림”
→ 18:00  신라호텔 도착

빛의 벙커 ‘클림트’, 천연 교래자연휴양림

문화시찰 B DAY2   07. 18 (THU)

12:00 신라호텔 출발
→ 12:10  중식(돌솥밥 상차림상)
→ 14:00  제주맥주 “맥주 브루어리”
→ 16:00  피톤치드로 몸속 독소제거 “치유의 숲”
→ 17:20  제주 감성카페 “바다다”
→ 18:30  신라호텔 도착

제주맥주 브루어리, 치유의 숲, 감성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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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안내 참가안내

1. 기본 참가비 (상공회의소 입금) 

구 분 가족 참가 단독 참가

상공회의소 회   원 2,000,000원 1,300,000원

상공회의소 비회원 2,500,000원 1,800,000원

• 비용: 전 일정 수강료, 환영만찬, 문화공연(2회), 참가기념품, 조식쿠폰(가족 6매, 단독 3매) 포함

• 부부 및 가족동반 참석 가능 (추가비용 없음)

• 회원사 기준 1개 기업당 2팀 이상 신청시 각각 30만원 할인 (단독신청, 가족신청 무관)

2. 골프비 (상공회의소 입금) 

일 자 조편성 골프장 이용 요금  (1인 기준)

7/18(목) 남녀별 핀크스 / 롯데스카이힐CC 250,000원 / 240,000원

7/19(금) 부부동반 핀크스 / 롯데스카이힐CC 250,000원 / 240,000원

• 요금: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 오찬, 그늘집 비용, 골프공(1줄) 포함

• 골프는 7. 10 (수) 이후 신청/변경 불가

• 골프장 사정상 일부 골프장은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입금
방법

기본 참가비, 골프비 : 상공회의소 계좌로 입금
- 입금계좌: 하나은행, 776-910001-01605 (예금주: 서울상의)

※ 입금자를 ‘회사명’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한상의 제주포럼 사무국 

Tel. 02-6050-3190, 3191  Fax. 02-6050-3427  E-mail. jejuforum@korcham.net

3. 호텔비 (제주신라호텔에서 개별 결제) 

구 분 기본 숙박비(1박 기준) 보조침대 또는 패밀리트윈

룸타입
스탠다드 마운틴 435,600원 / 디럭스 마운틴 459,800원 36,300원 추가 / 패밀리트윈(1박당) *디럭스만 가능

48,400원 추가 / 보조침대(1박당) *더블&트윈만 가능스탠다드 가든 496,100원 / 디럭스 오션 532,400원

• 가격: 약 30% 할인가격(봉사료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 예약: 참가신청서에 의거 일괄 예약/관리

• 계산: 호텔 Check-Out시 본인이 직접 호텔에 지불

• 취소수수료: 숙박 6일~2일전 1박요금의 20%, 숙박1일전 1박요금의 80% 위약금 부과

• 객실수 여건상 일부 타입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대한상의 특별제공: 조식쿠폰(가족참가 6매, 단독참가 3매)

4. 문화시찰비 (지정여행사 입금) 

일 자 문화시찰 코스 문화시찰비 (1인)

7/18(목)
문화시찰 A 클림트, 교래자연휴양림 대인: 82,000원 / 소인: 71,000원

문화시찰 B 제주맥주 브루어리, 치유의 숲, 감성카페 대인: 93,000원 / 소인: 88,000원

7/19(금)
문화시찰 C 우도 팔경 투어 대인: 93,000원 / 소인: 82,000원

문화시찰 D 숫모르 숲길, 다희연 족욕 대인: 77,000원 / 소인: 66,000원

• 중식 및 다과 비용, 차량, 가이드, 전문해설사 비용 포함 (소인: 만12세까지)

• 제주현지에서 신청/결제 가능   

• 문화시찰은 현장(제주) 취소시 ‘중식비’ 제외 후 환불

5. 항공비 (지정여행사 입금 또는 개별 예약) 

구 분 서울/제주 부산/제주 대구/제주 광주/제주 청주/제주

1인 항공료

(소인)
(경로)

215,000원

(164,500원)
(196,400원)

228,000원

(174,250원)
(208,000원)

178,000원

(136,800원)
(163,100원)

191,000원

(146,500원)
(174,800원)

159,000원

(122,500원)
(146,000원)

204,000원

(156,250원)
(186,500원)

7/17(수)

(출발편)

13:50
KE1235

14:00
OZ8951

14:05
OZ8953

13:50
KE1007

13:25
OZ8125

13:25
KE1903

12:55
OZ8233

7/20(토)

(귀경편)

15:20
KE1234

15:50
OZ8950

15:55
OZ8956

17:40
KE1008

15:05
KE1808

15:10
KE1906

15:10
OZ8234

•   가격: 공항세 + 유류할증료 포함가격(6월기준)이며, 소인(만12세까지)은 25%할인된 금액 

(소인: 2006년 7월 18일 이후 출생)

- 유류할증료 변동으로 발권시점에 따라 요금이 소폭 인상될 수 있음 / 일부 항공편은 조기 마감될 수도 있음 

-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 왕복 항공료를 가산(1인 항공료 참조)하여 입금 요청

•  계산 및 예약·변경·발권: 아래 지정여행사에서 담당 

(상기 항공시간은 단체항공 기준이며 개별적으로도 항공 예약 가능)

• 만 65세 이상은 경로 우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1954년 7월 17일 이전 출생)

입금
방법

항공비, 문화시찰비는 지정여행사(㈜무크투어)로 입금
- 담당: 남은희 실장(zambbo0307@hanmail.net)
-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1-433060 (예금주: ㈜무크투어)

※ 입금자를 ‘회사명’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크투어 Tel. 02-734-0707 / Fax. 02-734-0708  
※ 영수증은 ‘포럼 부대행사 참가’ 명목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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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안내 PREVIOUS FORUM GALLERY

6. 참가신청
① 참가신청 ② 입금 ③ 지출증빙자료 ④ 참가신청 완료

온라인 신청 
/ 이메일 송부

기본 참가비, 골프비
(상공회의소 입금)

계산서 수령
(상공회의소 발행)

참가신청 및
입금 확인

단체항공비, 문화시찰 참가비
(지정여행사 입금)

영수증 수령
(여행사 발행)

호텔비
(현지에서 개별 계산)

영수증 수령
(호텔 발행)

• 온라인 신청 (jejuforum.korcham.net) 혹은 참가신청서 jejuforum@korcham.net로 송부

• 신청마감: 2019. 7. 10(수)까지

7. 참가문의
• 대한상의 제주포럼 사무국

Tel. 02-6050-3190, 3191 /  Fax. 02-6050-3427
Webpage. http:// jejuforum.korcham.net /  E-mail. jejuforum@korcha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