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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사
Opening Remarks

개막사
한국 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고민해온 경향신문이 일곱 번째 포럼을 선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사장 김석종입니다. 1946년 창간한 경향신문은 우리 현대사와 명맥을

같이하며 꿋꿋이 달려왔습니다. 특히 1998년 국내 첫 사원주주 언론사가 된 경향신문은 진실을

파헤치고 전하는 정론지로 한 단계 도약했고, 오늘날 한국 언론의 한 축을 대표하는 믿음직한 언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향신문은 인류의 공존과 번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대정신을 진단하고 논의하기 위해 창간
70주년을 맞은 2016년 <경향포럼>을 창설했습니다. 그동안 뉴노멀 시대 혁신(2016년), 4차 산업혁명

의 도전과 기회(2017년), 사회 구조적 불평등 문제(2018년),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남북한 상생 방안
(2019년), 코로나19가 초래할 변화(2020년),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한국의 역할(2021년) 등을 주제로
다루며 여타 포럼과 차별화된 내용을 선보였습니다.

올해 주제는 ‘대전환의 시대 -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 보이는 듯합

니다. 다행입니다. 다만 끝이 보임과 동시에 상흔도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소기업은 물론
많은 이들이 다시 일어서기 힘든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펼친 통화·재정 정책은 부동산·금융 시장의 거품을 키워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도 향후 경제 전망을 어둡게 만듭니다. 미·중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

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질서는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경향포럼>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방면에서 모색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재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UCLA 교수, 퍼리드 저카리아 박사, 제이슨

솅커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 의장 등 국내외 석학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현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와 혜안을 들려줄 것입니다.

<경향포럼>은 한국은 물론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경향신문은 앞으로도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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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Remarks
The Kyunghyang Shinmun’s efforts to shape a better future for Korean society through its Kyunghyang Forum has now reached its
seventh iteration. Greetings, I am KIM Seok-Jong, President of The Kyunghyang Shinmun. Our company was established in 1946,

and since has travelled a long road parallel to Korea’s modern history. In 1998, we became the first media company in Korea with

employee stock ownership, which was another leap in becoming a mainstream paper better capable of uncovering and delivering
truths, as well as solidifying our presence as a trusted media company and crucial pillar of Korean society.

In 2016, the Kyunghyang Forum was established, on the occasion of our company’s 70th anniversary, to delve into the means for

humanity’s coexistence, prosperity, while diagnosing the zeitgeist of our times to improve our lives. Thus far, we have distinguished
ourselves from other gatherings by presenting unique and crucial topics, such as “innovation in the age of the new normal (2016),”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7),” “structural social inequalities (2018),”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for Northeast Asian peace and cooperation (2019),” “forthcoming changes brought upon by COVID-19 (2020),”
and “Korea’s role in combating climate change (2021).”

And now, I present to you this year’s forum title, The Age of Great Transformation: Roads to a Sustainable Future. In recent months,
we are thankfully seeing hints that the COVID-19 pandemic may be nearing its end. However, we are also clearly noticing the scars
left behind by the pandemic, as small shops and commercial enterprises are unable to resurrect themselves due to the severity of

damage incurred. On the global scene, countries have adopted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to overcome the crisis and stimulate
the economy, only to result in bubbles in real estate and financial markets which, in turn, have exacerbated the polarization of

income. There is also a fear of stagflation, where commodity prices keep rising even as economies are in recession. Also, amidst a
deepening of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ussia has greatly harmed international order through its invasion of
Ukraine. Simply put, we all seem incapable of anticipating what will come next.

Amidst such great changes currently taking place, the Kyunghyang Forum seeks to find the best way forward by viewing these

changes from a multitude of angles. This year, we are delighted to feature the Right Honourable Tony Blair who is, as you all know, a
former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We also have Professor Jared Diamond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Dr.

Fareed Zakaria, world-renown analyst and host of CNN’s Fareed Zakaria GPS, and Jason Schenker, Chairman of The Futurist Institute,
among many other experts from around the world who would share with you their opinions and insights via the web or in person.
The Kyunghyang Forum hopes this occasion would become a meaningful one that helps buil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both
Koreans as well as international society. Indeed, a diligent effort toward balanced development is something The Kyunghyang
Shinmun promises to you. I look forward to your interest and participation. Thank you.

KIM Seok-jong, CEO of The Kyunghyang Shin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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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축사
윤석열
YOON Suk-yeol
대통령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YOON Suk-yeol is the 20th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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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Remarks
한덕수
HAN Duck-soo
국무총리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제48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제28대 한국무역협회 회장

제22대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대사
제38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제4대 통상산업부 차관

HAN Duck-soo is the 48th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He served

as the 28th President of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nd he was
the ambassador to the United States from 2009 to 2012. He served as the 38th
Prime Minister, Chief of Economics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nd 4th Vice
Minister of Trade and Industry.

THE KYUNGHYANG FORUM 2022 | 8

축사
이준석
LEE Jun-seok
국민의힘 당대표
Leader of the People Power Party
국민의힘 당대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
LEE Jun-seok is the leader of the People Power Party. He served as

chairperson of the United Future Party and Bareunmirae Party, and was a
member of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of the Saenuri Party.

9 | THE KYUNGHYANG FORUM 2022

Congratulatory Remarks
추경호
CHOO Kyung-ho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Deputy Prime Minister and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CHOO Kyung-ho is the Deputy Prime Minister and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He served as the Chief Deputy Floor

Leader of the People Power Party, Chief of the Office of Government Policy
Coordinator, 1st Vice Minister of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the
Vice Chairm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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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오세훈
OH Se-hoon
서울특별시장
Mayor of Seoul
제38대 서울특별시 시장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제34대 서울특별시 시장
제33대 서울특별시 시장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제16대 국회의원

OH Se-hoon is the 38th mayor of Seoul. He previously served as the 33rd
and 34th mayor of Seoul between 2006 and 2011. He also served as a

Member of the Republic of Korea’s 16th National Assembly (elected in May

of 2000), during which he was a Member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Grand National Party, as well as Chairman of the party’s Youth Committee.

He also served as a Special Appointment Professor at Hanyang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2013) followed by the position of EndowedChair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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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Program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내용

08:00 ~ 08:30

VIP 티타임

08:30 ~ 08:40

오프닝 영상

08:40 ~ 09:00

개막사
축사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세션 1. 대전환의 시대 – 공존을 위한 통찰
09:00 ~ 09:40

강연 · 대담

09:40 ~ 10:10
10:10 ~ 10:45

제이슨 솅커 블룸버그 선정 세계 최고 미래전략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 의장
기조강연

10:45 ~ 11:20
11:20 ~ 12:10

재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UCLA 교수, <총, 균, 쇠> <대변동> 저자
퍼리드 저카리아 국제정치 전문가, CNN <퍼리드 저카리아 GPS> 진행자

좌담

12:10 ~ 13:00

[진행] 김지윤 박사
재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UCLA 교수, <총, 균, 쇠> <대변동> 저자
퍼리드 저카리아 국제정치 전문가, CNN <퍼리드 저카리아 GPS> 진행자
오찬

세션 2. 달라진 세상

13:00 ~ 13:40
13:40 ~ 14:20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 글로벌 변화 연구소장
[대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대니얼 서스킨드 전 영국 총리 정책자문관,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저자
강연

닉 서르닉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강사, <플랫폼 자본주의> 저자

14:20 ~ 15:00

다니엘 발덴스트룀 스웨덴 산업경제연구소(IFN) 교수

15:00 ~ 15:10

휴식

15:10 ~ 15:50

15:50 ~ 17:00

특별강연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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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공존의 모색

가이 스탠딩 영국 런던대 교수,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창립자
[진행] 성태윤 연세대 교수
제이슨 솅커 블룸버그 선정 세계 최고 미래전략가,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 의장
대니얼 서스킨드 전 영국 총리 정책자문관,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저자
닉 서르닉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강사, <플랫폼 자본주의> 저자
다니엘 발덴스트룀 스웨덴 산업경제연구소(IFN) 교수

Program
Time

Session

Program

08:00 ~ 08:30

VIP Tea time

08:30 ~ 08:40

Opening Video Presentation
Opening Remarks

08:40 ~ 09:00

KIM Seok-jong President of The Kyunghyang Shinmun

YOON Suk-yeol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N Duck-soo Prime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LEE Jun-seok Leader of the People Power
Party, CHOO Kyung-ho Deputy Prime Minister and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OH Se-hoon Mayor of Seoul

Congratulatory
Remarks

Session 1. Era of Transition – Insights into the Future of Coexistence
09:00 ~ 09:40

Special Address
followed by dialogue

Jason Schenker, Chairman of The Futurist Institute; Author of The Future
After COVID

09:40 ~ 10:10
10:10 ~ 10:45

Keynote Addresses

[Moderator] KIM Ji-yoon, International Relations Analyst
Jared Diamond & Fareed Zakaria

Dialogue

12:10 ~ 13:00

Lunch

Session 2. A World Transformed

Daniel Susskind, Fellow in Economics & Senior Research Associate at the
Institute for Ethics in AI at Oxford University; Author of A World Without Work

13:00 ~ 13:40
13:40 ~ 14:20

Jared Diamond, Professor of Geography at UCLA; Author of Guns, Germs,
and Steel & Upheaval

Fareed Zakaria, Journalist; Author of Ten Lessons for a Post-Pandemic World ;
Host of CNN’s Fareed Zakaria GPS

10:45 ~ 11:20
11:20 ~ 12:10

Tony Blair, Former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Executive
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Global Change
SONG Min-soon,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Nick Srnicek, Lecturer in Digital Economy at King’s College London; Author
of Platform Capitalism

Presentations

Daniel Waldenström,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Economics in Stockholm

14:20 ~ 15:00
15:00 ~ 15:10

Break

Session 3. The Search for Coexistence

15:10 ~ 15:50

Special Presentation

15:50 ~ 17:00

Discussion

Guy Standing, Professorial Research Associate at SOAS University of
London; Founder and honorary co-president of the Basic Income Earth
Network

[Moderator] SUNG Tae-yoon, Professor of Economics at Yonsei University
Jason Schenker, Daniel Susskind, Nick Srnicek, Daniel Waldenströ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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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대전환의 시대 - 공존을 위한 통찰
Era of Transition - Insights into the Future of Coexistence

세션 1
강연· 대담 Special Address
followed by dialogue

토니 블레어
Tony Blair
전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 글로벌 변화 연구소장
Former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Executive 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Global Change
토니 블레어는 1997~2007년 영국 총리를 지냈다. 그는 영국 노동당 100년 역사상 유일
하게 세 차례 총선에서 승리한 지도자다. 그의 재임 기간 영국 경제는 기록적 성장을 했고,

발표주제

대전환 시대의 리더십:
교훈과 유산

Common Sense Leadership:
Lessons and Legacy

정부는 과감한 투자와 개혁으로 의료 및 교육 분야 등 공공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 영국 최초의 법적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것도 그의 재임 기간 이뤄낸 성과다.
블레어 전 총리는 또한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했고, 그의 책임하에

북아일랜드의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기도 했다. 그는 코소보,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
탄, 이라크 등지에서 보여주었듯 개입주의적인 외교정책의 강력한 옹호자다.

재임 중 그는 아프리카에 대한 영국의 국제원조사업 규모를 3배 늘렸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 프로그램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블레어는 총리를 마친 뒤

세계 여러 정부의 효과적인 대국민 정책 실행을 위한 지원, 중동지역의 평화 정착, 극단
주의에 맞서는 제재 등에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힘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토니 블레어 글로벌 변화 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Tony Blair served as prime minister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rom 1997 to 2007, the only Labour leader in the party’s 100-year history to
win three consecutive general elections. During his time in office, the UK

economy enjoyed record growth. His government made major improvements
in Britain’s public services, particularly healthcare and education, through a

programme of investment and reform. Britain’s first ever statutory minimum
wage was introduced. The prime minister led the successful London 2012

Olympics bid and oversaw the peace process for Northern Ireland. He was a

staunch advocate of an interventionist foreign policy, in particular in Kosovo,
Sierra Leone, Afghanistan and Iraq. He trebled the UK’s aid programme

for Africa and introduced the first environmental programme in the UK to

combat climate change. Since leaving office, Tony Blair has spent most of his
time working on three areas: supporting governments to deliver effectively
for their people, working for peace in the Middle East and countering

extremism. He has established the Tony Blair Institute for Global Change to

work on some of the most difficult challenges in the world today, including

how the centre ground of politics renews itself with practical policy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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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대담 Dialogue

송민순
SONG Min-soon
전 외교통상부 장관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Republic of Korea
송민순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외교부에 들어가 33년간

주로 국가안보와 통일외교 업무를 맡은 외교안보 전문가다. 2005년 베이징 6자회담에 한
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고, 참여정부 후반 2006년 12월~2008년 2월 외교통상부 장관
을 지냈다. 제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그는 2015~2017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일했다. 저서로는 <빙하는 움직인다: 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 등이 있다.
Song Min-Soon is a former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06-08).
He is a career diplomat who served for 33 years as an expert on national

security and inter-Korean relations since entering foreign service in 1975.
Song headed the Korean delegation to the Six Party Talks in 2005 when

the September 19 Joint Statement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adopted. He is a former member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where he served on the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Committee.
Song also served as President of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He received his bachelor’s degree in German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publications include, Icebergs Move: Denuclearization and the

Frontlines of Unification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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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기조강연 Keynote Addresses

제이슨 솅커
Jason Schenker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 의장,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저자
Chairman of The Futurist Institute Author of The Future After COVID
제이슨 솅커는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 의장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여러 분석가와
컨설턴트 그리고 기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는 30권 이상 책을 저술했고, 미래

발표주제

지속되는 변화 –

10년을 좌우할 포스트 코로나의
기회와 위험

성장 기술, 데이터, 경제, 금융, 리스크 관리, 리더십 등의 분야에 걸쳐 40개 이상 온라인
강의를 기획했다. 솅커는 또 프레스티지 이코노믹스 대표로 ‘블룸버그’ 선정 세계

최고의 미래전략가로 뽑힌 바 있다. 그는 2011년 이후 산업용 금속 가격, 원유 가격, 유로화,
위안화, 미국 실업 등 26개 분야에 걸쳐 가장 정확한 예측을 보였다. 2004년부터 그는

세계 전역에서 500번 이상 강연을 했다. 그의 저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한국을 포함
한 세계 여러 곳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Change That Stays –

Jason Schenker is the Chairman of The Futurist Institute, which helps

and Risks That Will Shape

the author of over 30 books and the creator of over 40 online courses about

Post-Corona Opportunities
the Decade Ahead

analysts, consultants, and executives prepare for the future. Mr. Schenker is
emerging technologies, data, economics, finance, risk management, and

leadership. As the President of Prestige Economics, Bloomberg News has

ranked Mr. Schenker the #1 forecaster in the world in 26 different categories

since 2011, including for his forecasts of industrial metals prices, oil prices, the

euro, the Chinese Yuan, and U.S. jobs. Since 2004, Mr. Schenker has given over
500 presentations all over the world. He has also given over 1,000 television
interviews, including for Bloomberg Television, CNBC, CNN, the BBC, and

several Korean channels. Mr. Schenker's book The Future After COVID became

an international bestseller, includ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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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기조강연 Keynote Addresses

재러드 다이아몬드
Jared Diamond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 지리학 교수,
<총, 균, 쇠> <문명의 붕괴> <대변동> <제3의 침팬지> 저자, 퓰리처상 수상자
Professor of Geography at UCLA; Author of Guns, Germs, and Steel ;
Collapse; The Third Chimpanzee ; & Upheaval ; Pulitzer Prize recipient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베스트셀러 저자다. 인간 사회 및 인간의 진화

에 관한 내용을 담은 <총, 균, 쇠> <문명의 붕괴> <섹스의 진화> <제3의 침팬지> <어제

발표주제

코로나 세상
The World of Covid

까지의 세계> <대변동> 등 저서는 38개 언어로 번역된 바 있다. 현재 미국 UCLA에서
지리학 교수를 맡고 있다. 그의 관심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뉴기니 조류 생물학, 체내

소화기관 인체학, 생태 보존 생물학에 관해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국립
과학훈장(U.S. National Medal of Science)을 비롯해 비소설 분야의 퓰리처상, 환경

과학 분야의 타일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미국 세계자연기금 및 국제보존협회 이사
도 맡고 있다.

Jared Diamond is a Pulitzer-prize-winning author of five best-selling books,
translated into 38 languages, about human societies and human evolution:

Guns, Germs, and Steel, Collapse, Why Is Sex Fun?, The Third Chimpanzee ,

and The World until Yesterday . As a professor of geography at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he is known for his breadth of interests, which

involves conducting research and teaching in three other fields: the biology of
New Guinea birds, digestive physiology, and conservation biology. His prizes
and honors include the U.S. National Medal of Science, the Pulitzer Prize for

Non-fiction, the Tyler Prize for Environmental Science, and election to the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He is a director of World Wildlife Fund/U.S.

and of Conservation International. As a biological explorer, his most widely
publicized finding was his rediscovery, at the top of New Guinea’s remote

Foja Mountains, of the long-lost Golden-fronted Bowerbird, previously known
only from four specimens found in a Paris feather shop in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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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1
기조강연 Keynote Addresses

퍼리드 저카리아
Fareed Zakaria
저널리스트 겸 작가, CNN <퍼리드 저카리아 GPS> 진행자
Journalist; Author of Ten Lessons for a Post-Pandemic World
Host of CNN’s Fareed Zakaria GPS
퍼리드 저카리아는 CNN <퍼리드 저카리아 GPS>의 진행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잡지 ‘애틀랜틱’의 객원 편집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발표주제

포스트 팬데믹 세계,
국가의 미래

The Future of the State

in a Post Pandemic World

그의 저서 <하버드 학생들은 더 이상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흔들리는 세계의 축>

과 여러 국가의 ‘자유 제한적인 민주주의’를 중점적으로 다룬 <자유의 미래>는 ‘뉴욕타임
스’ 선정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그는 또 2020년 <팬데믹 다음 세상을 위한 텐 레슨>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바뀔 세상을 전망했다. CNN에 종사하기 전 저카리아는 ‘뉴

스위크 인터내셔널’ 편집장, ‘포린 어페어’ 편집국장, ‘타임’의 칼럼니스트, ABC 뉴스 분

석가, PBS <퍼리드 저카리아와의 외환>의 진행자를 맡기도 했다. 그는 2019년 ‘포린 어
페어’에서 선정한 ‘지난 10년 동안의 10대 최고 글로벌 지성인’ 중 한 명이었고, ‘에스콰
이어’는 그를 ‘우리 세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교정책 고문’으로 불렀다. 그는
현재 미국 외교협의회 및 뉴아메리카 이사를 맡고 있다.

Fareed Zakaria hosts Fareed Zakaria GPS for CNN Worldwide and is a

columnist for The Washington Post, a contributing editor for The Atlantic,

and a bestselling author. Zakaria is the author of three highly-regarded and

New York Times bestselling books: In Defense of a Liberal Education (2015),

the international bestselling The Post-American World (2008), and The Future

of Freedom (2003), a study of “illiberal democracy” in various countries. His
latest book is Ten Lessons for a Post-Pandemic World . Prior to his tenure at
CNN Worldwide, Zakaria was editor of Newsweek International, managing

editor of Foreign Affairs, a columnist for Time, an analyst for ABC News, and
the host of Foreign Exchange with Fareed Zakaria on PBS. He was named a
“Top 10 Global Thinker of the Last 10 Years” by Foreign Policy magazine in

2019, and Esquire once called him “the most influential foreign policy adviser
of his generation.” Zakaria serves on the boards of the Council of Foreign
Relations and New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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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진행 Moderator

김지윤
KIM Ji-yoon
국제정치 전문가, 전 MBC <100분 토론> 진행자
International Relations Analyst
Former Host of MBC’s 100 Minute Debate
김지윤 박사는 민주주의학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을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 학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에서 공공정
책학 석사, MIT에서 미국 정치와 계량방법론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국 정치, 선거와 투표 행태, 방법론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계량

센터의 센터장을 지냈으며,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에서 강의한 바 있다.

Kim Ji-yoon is a Senior Research Fellow of the Institute of Democracy and

Education. She received her BA from Yonsei University, MPP in public policy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nd PhD in political science from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Previously, she was a senior

research fellow in the Center for Public Opinion and Quantitative Research at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elections
and voting behavior, American politics, and political methodology. Her

publications include “Political judgment, perceptions of facts, and partisan
effects” (with Andre Blais, Electoral Studies, 2010), “The Party System

in Korea and Identity Politics” (in Larry Diamond and Shin Giwook Eds.,

New Challenges for Maturing Democracies in Korea and Taiwa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4), and "Cognitive and Partisan Mobilization in New
Democracies: The Case of South Korea" (with JY Choi and JH Roh, Party
Politic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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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좌담 Dialogue

재러드 다이아몬드
Jared Diamond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 지리학 교수,
<총, 균, 쇠> <문명의 붕괴> <대변동> <제3의 침팬지> 저자, 퓰리처상 수상자
Professor of Geography at UCLA; Author of Guns, Germs, and Steel ;
Collapse; The Third Chimpanzee; & Upheaval ; Pulitzer Prize recipient

좌담 Dialogue

퍼리드 저카리아
Fareed Zakaria
저널리스트 겸 작가, CNN <퍼리드 저카리아 GPS> 진행자
Journalist; Author of Ten Lessons for a Post-Pandemic World
Host of CNN’s Fareed Zakaria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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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달라진 세상
A World Transformed

세션 2
강연 Presentations

대니얼 서스킨드
Daniel Susskind
전 영국 총리 정책자문관,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전문직의 미래> 저자
Former Policy Advisor for the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Author of The Future of the Professions & A World Without Work
대니얼 서스킨드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경제연구원이자 인공지능 윤리연구소

발표주제

코로나 시대 직업의 미래
The Future of Work

in the Age of Covid-19

(Institute for Ethics in AI)의 선임연구원이면서 킹스칼리지 런던의 객원교수다.

그는 베스트셀러 <전문직의 미래>의 공동저자다. 그가 단독으로 저술한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는 뉴욕타임스로부터 ‘미래의 경제를 생각하는 대통령 후보라면 필히 읽어야 할
책’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서스킨드가 TED 강연에서 보여준 미래의 노동에 대한 영상은
160만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했다. 그는 과거 영국 정부 내 총리의 전략자문처, 정책
분석처, 내각실에서 근무했다.

Daniel Susskind is a Fellow in Economics at Oxford University, a Senior

Research Associate at the Institute for Ethics in AI at Oxford University, and a
Visiting Professor at King’s College London. He is the co-author of the best-

selling book, The Future of the Professions (2015) and the author of A World

Without Work (2020), described by The New York Times as "required reading
for any potential presidential candidate thinking about the economy of the

future”. His TED Talk, on the future of work, has been viewed more than 1.6

million times. Previously he worked in various roles in the British Government

– in the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in the Policy Unit in 10 Downing Street,
and in the Cabinet Office. He was a Kennedy Scholar at Harvard University.

25 | THE KYUNGHYANG FORUM 2022

Session 2
강연 Presentations

닉 서르닉
Nick Srnicek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강사, <플랫폼 자본주의>
<미래의 발명: 탈자본주의와 노동 없는 세계> 저자
Lecturer in Digital Economy at King’s College London; Author of Platform
Capitalism ; Inventing the Future ; Postcapitalism and a World Without Work
닉 서르닉은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디지털 경제 부문 강사이다. 그는 노동과 기술의

발표주제

플랫폼과 팬데믹
Platforms and Pandemics

미래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그는 현대 기술 플랫폼에 대한 비판적 분석에 특별한 관심
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이 권력을 어떻게 생성, 획득, 행사하는가
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또 현존하는 디지털 질서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며, 보편적인 자유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에 관심이 있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그는 여러 책을 저술했는데 <플랫폼 자본주의> <미래의 발명: 탈자본주의와 노동 없는
세계>, 그리고 조만간 출간될 <After Work: The Fight for Free Time>

<The Political Economy of Artificial Intelligence>가 있다. 그의 저서들은 22개

언어로 번역돼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됐고, 여러 언론 매체의 토론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
Nick Srnicek is a Lecturer in Digital Economy at King’s College London

whose writing focuses on the future of work and technology. He has been
particularly focused on a critical analysis of contemporary technology

platforms, detailing the ways in which power is built, secured, and wielded by
these companies. He has also set out alternatives to the existing digital order,

focused on aspirations for universal freedom and the liberation from work. He
has written a number of books on these topics, including Platform Capitalism
(Polity, 2016), Inventing the Future: Postcapitalism and a World Without Work
(Verso, 2015 with Alex Williams), and the forthcoming After Work: The Fight

for Free Time (Verso, 2023 with Helen Hester),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Artificial Intelligence (Polity, 2023). This work has been discussed around the
world, been translated into 22 languages, informed numerous politicians,

been the subject of documentary films, and been the subject of discussion by
multiple media out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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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2
강연 Presentations

다니엘 발덴스트룀
Daniel Waldenström

스웨덴 산업경제연구소(IFN) 교수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Economics in Stockholm
다니엘 발덴스트룀은 스웨덴 스톡홀름 소재 산업경제연구소의 경제학 교수를 맡고

있다. 그는 웁살라대학교 교수, 파리경제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스톡홀름경제

발표주제

위기 시대의 양극화:

정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Polarization

In an Era of Crises:

What Can Politics Do?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경제정책, 소득 및 부의 분배와 세금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는 또 경제정책연구센터, 노동미래연구소, 경제연구센터
에서 연구원을 맡고 있고, 미국 시카고대학교 소속 베커프리먼드 연구소 객원

연구원도 맡고 있다. 그는 스웨덴 금융부 장관 산하 코로나19 위기정책 특별위원회의

회원이었고 그 외 여러 정부 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 고문으로 활동
하고 있다.

Daniel Waldenström is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Economics in Stockholm and previously Professor at Uppsala
University and Visiting Professor at the Paris School of Economics and

Sorbonne Université. He gained his Ph.D. in economics at the 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and also holds a second doctorate degree in economic
history at Lund University where he is currently Associate Professor.

Waldenström’s research focuses on economic policy, income and wealth
distribution and taxation, and has appeared in leading scientific journals

and several books at international publishing houses. He is a fellow at the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Institute for the Future of Labor, Center
for Economic Studies and a visiting scholar at the Becker Friedman Institute,
University of Chicago. Waldenström was a member of the Swedish Minister

of Finance’s Special Council for Corona Crisis Policies and is a long-standing
advisor to government agencies as well as to the OECD and the European
Commission. He is also a frequent commentator in European and Global
media regarding economic policies and research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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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공존의 모색
The Search for Coexistence

세션 3
특별강연 Special Presentation

가이 스탠딩
Guy Standing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학부(SOAS) 교수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창립자
Professorial Research Associate at SOAS University of London
Founder and honorary co-president of the Basic Income Earth Network
가이 스탠딩은 노동경제학자이면서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학부(SOAS) 교수이다.

발표주제

임대소득자 자본주의의 해체:
팬데믹 시대의 기본소득

그는 과거 SOAS의 바스대 및 호주의 모내시대에서 교수를 지낸 바 있다. 교수 이전 그는
국제노동기구에서 오랫동안 사회경제 안보 프로그램 국장직을 맡아왔다. 그는 또한 기본
소득을 인권으로 간주하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공동창립자이자 명예 공동

대표다. 저서로는 <프레카리아트> <기본소득> <공유지의 약탈> <불로소득 자본주의>
등이 있다.

Dismantling Rentier

Guy Standing is a labour economist and Professorial Research Associate

Basic Income in an Era

universities of Bath (UK) and Monash (Australia). These followed a long career

Capitalism:

of Pandemics

at SOAS University of London. He previously held chairs at SOAS and the

at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here he was Director of its Socio-

Economic Security Programme. Professor Standing is a founder and honorary
co-president of the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an international NGO
promoting basic income as a right. His most recent books include Battling

Eight Giants: Basic Income Now (2020); Plunder of the Commons: A Manifesto
for Sharing Public Wealth (2019); Basic Income: And How We Can Make It

Happen (2017); The Corruption of Capitalism: Why Rentiers Thrive and Work

Does Not Pay (2016; third edition 2021); Basic Income: A Transformative Policy
for India (2015); A Precariat Charter: From Denizens to Citizens (2014); and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2011; fourth edition 2021). Basic

Income: And How We Can Make It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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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Moderator

성태윤
SUNG Tae-yoon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국제금융학회 부회장
Professor of Economics at Yonsei University
Vice President of the Korea International Finance Association
성태윤 교수는 현재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제

금융과 국제경제,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연구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
경제팀 연구위원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역임했다. 한국경제학회, 한국금융

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국제금융학회 등 주요 학회의 이사를 역임했거나 재직 중이고
국내외 주요 학술지들의 편집위원, 편집위원장이기도 하다.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한국
경제학회 감사를 지냈고, 현재 한국국제금융학회 부회장이다. 한국경제학회에서 만 45세
이전 가장 뛰어난 연구실적을 보인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한국경제학회 ‘청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장,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학장
을 지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교무처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Sung Tae-yoon is a leading Korean economist in the areas of financial

economics, international economics, and macroeconomics. He received
his Ph.D in economics in 2002 at Harvard University after his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in economics at Yonsei University. He is a Professor

of Economics in the School of Economics at Yonsei University. He worked

as a Fellow at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nd as a professor a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He was the Vice

President of the Korea Money and Finance Association, and Vice President of
the Korea International Finance Association. He received various academic
awards including the ‘CheongRam’ Award from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that is given to an academic scholar in economics under the

age of 45 with the most outstanding academic research record in Korea. He

served as the Dean of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and is serving as the
Vice President for Academic Affairs at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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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3
패널 Panel

제이슨 솅커
Jason Schenker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 의장, <코로나 이후의 세계> 저자
Chairman of The Futurist Institute Author of The Future After COVID

패널 Panel

대니얼 서스킨드
Daniel Susskind
전 영국 총리 정책자문관,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전문직의 미래> 저자
Former Policy Advisor for the Prime Minister’s Strategy Unit
Author of The Future of the Professions & A World Withou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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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패널 Panel

닉 서르닉
Nick Srnicek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강사, <플랫폼 자본주의>
<미래의 발명: 탈자본주의와 노동 없는 세계> 저자
Lecturer in Digital Economy at King’s College London; Author of Platform
Capitalism ; Inventing the Future ; Postcapitalism and a World Without Work

패널 Panel

다니엘 발덴스트룀
Daniel Waldenström

스웨덴 산업경제연구소(IFN) 교수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Industrial
Economics in Stockho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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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요약본
Summary

제이슨 솅커
<지속되는 변화 – 10년을 좌우할 포스트 코로나의 기회와 위험>
코로나19는 우리가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여러 국가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줄어들더라도 팬데믹은 우리의 미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나는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팬데믹이 우리 삶과 기술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평가하고, 변화로 인한 기회가 개인·사회의 더 큰 생존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
하는 무수한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 세계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 수준의 우려스러운
상황을 신흥국과 저소득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짚어볼 것이다. 또 예상치 못한 대형 상품과 원자재 수급의 영향, 지속되는 높은 인플레이션,
더 높은 금리 전망, 두 갈래로 나뉜 국제 공급망과 2차 냉전의 위험이 어떻게 가속화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기회이자 우려도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한국이 어떻게 하방 위험을 완화하고, 미래를 위해 입지를 다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Jason Schenker
<Change That Stays – Post-Corona Opportunities and Risks That Will Shape the Decade Ahead>
COVID was a catalyst of change for the way we work, learn, and live. Even as corona concerns recede for many countries
and economies, the pandemic will cast a long shadow over our future. Join bestselling author and Chairman of The Futurist
Institute, Jason Schenker, in this discussion of how the world has changed after COVID. Mr. Schenker will evaluate how postcorona opportunities can reshape life, technology, and the economy in myriad ways that contribute to greater livability and
sustainability for individuals and society.
The opportunity to remake the world in better ways has not been without costs. Mr. Schenker will explore risks in the wake
of COVID, including the worrying rise in global sovereign and household debt levels, especially for emerging markets and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Mr. Schenker will also discuss the unexpected impacts of outsized goods and commodities
demand, lingering high inflation, the prospects of higher interest rates, the acceleration toward bifurcated global supply
chains, and how the risks of a second cold war have accelerated.
Mr. Schenker will offer his perspectives on how Korea can mitigate downside risks and position itself to win the future against
this post-corona backdrop of both new opportunities and rising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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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러드 다이아몬드
<코로나 세상>
코로나의 더 넓은 의미는 무엇인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인들은 세계적인 차원의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전 지구적인 위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나라도 자국 국경 내에서 일시적으로 코로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는 코로나 청정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다. 여행자들과
해외 무역으로 인해 다시 전파되기 때문이다. 모든 나라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지기 전에는 어떤 나라도 코로나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가 야기하는 혼란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감염자의 약 2%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교적 사소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설령 지구상의 77억 인구 모두가 감염되더라도 사망자 수는 1억5400만명에 불과할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삶을 망칠
수 있는 현재의 위협에 비하면 작은 일이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위협은 무엇인가?
한 가지 위협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출현한 경로인 야생 동물과의 접촉으로 더 많은 새로운 질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다. 새로운
질병은 코로나처럼 치명률이 낮을 수도 있지만, 에볼라(50% 이상)나 에이즈(100%)와 같은 치명률을 가질 수도 있다. 더 심각한 위협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구 기후변화, 자원고갈 및 세계적인 불평등이다.
코로나와 같은 위협은 전 세계적인 해결을 필요로 한다. 세계는 아직 코로나와 효과적으로 싸우지 못하고 있으나, 코로나의 위협을 잘 이겨
내고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한 세계적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기를 바란다. 역설적으로 코로나의 비극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마침내 우리가 해결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Jared Diamond
<The World of Covid>
What’s the broader significance of Covi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world’s peoples are being forced to acknowledge
a global threat requiring a global solution. No country has been able to remain Covid-free by temporarily eliminating Covid
within its own borders – – because countries just get re-infected by travelers and trade across their borders. No country will be
safe against Covid, until all countries are safe against Covid.
But Covid, despite the turmoil and fear that it provokes, is a relatively minor problem – – because its death toll is “only”
around 2% of infected victims. Even if every one of the 7.7 billion humans on Earth gets infected, the death toll will be “only”
154 million people. That’s small, compared to the current threats that could kill or ruin the lives of all of us. What are those
threats worse than Covid?
One threat is the certainty that we shall face more new diseases emerging by our contact with wild animals, the path by which
Covid emerged. But new diseases could have death rates like that of Ebola (over 50%) or AIDS (100%), not just the low death
rate of Covid. More serious global threats are the already developing ones of global climate change, global resource depletion,
and global inequality.
Those threats, like Covid, require global solutions. They are not yet being combated effectively. It’s my hope that, having
overcome the global threat of Covid, we shall thereby become motivated to overcome those much more serious global
threats. If that proves to be the case, the tragedy of Covid may paradoxically result in our finally tackling and solving the world’s
most serious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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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리드 저카리아
<포스트 팬데믹 세계, 국가의 미래>
이번 강연은 팬데믹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질이다.
이것이 정치와 경제 발전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가 등을 다룰 것이다.

Fareed Zakaria
<The Future of the State in a Post Pandemic World>
The talk will focus on the key lesson that we can derive from then pandemic- it is not the quantity of government but rather
the quality that matters. What does this mean for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Are we in a new age? All these issues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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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서스킨드
<코로나 시대 직업의 미래>
나의 베스트셀러 책 <전문직의 미래>와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를 바탕으로 코로나 시대 직업의 미래를 탐구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
은 블루칼라 노동자만이 자동화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여겨왔으나 미래에는 화이트칼라, 즉 건축가나 디자이너,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사,
성직자, 컨설턴트 등 전문직 종사자에게도 해당한다. 이들은 20세기처럼 일할 필요가 없고,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실용적이고 낙관
적인 강연을 통해 왜 그렇게 되는지, 이는 교육과 훈련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모두가 팬데믹 이후 세계에서 번영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Daniel Susskind
<The Future of Work in the Age of Covid-19>
This talk explores the future of work in the Age of Covid-19, drawing on Daniel Susskind's best-selling books, The Future of the
Professions (2015) and A World Without Work (2020). Traditionally, many people have imagined that only blue-collar workers
are challenged by automation; yet white collar-workers are now within reach as well. In the future, we will neither need nor
want professionals -- architects, designers, lawyers, doctors, accountants, teachers, architects, the clergy, consultants, and
many others -- to work as they did in the 20th century. In this pragmatic and optimistic talk, Daniel Susskind explains why,
describes what this means for the future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sets out how we can all prepare to flourish in the postpandemic world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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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 서르닉
<플랫폼과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은 글로벌 기술 대기업에 호재가 됐다. 수백만명이 사망하고, 일자리를 잃고 세계 봉쇄로 고립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서구의 가장 큰 플랫폼들은 오히려 위상이 상승했다. 이 강연은 소비자와 기업의 의존도 증가, 소득과 시장 지배력의 불평등 심화,
정치적 로비와 문화적 패권 확대까지 그들의 힘이 확장되고 확고해진 무수한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2010년 이후 플랫폼의 출현을 촉진한 거시경제적, 정치적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다. 이 강연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변했고 이것이 포스트 팬데
믹 플랫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정 경쟁법의 지배가 기업이 크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동안 2008년 금융위기는 저금리 자금과 느슨한 노동시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저금리 자금과 느슨한 노동시장의 시대는 줄어들고
있고, 경쟁법의 이론가와 실무자들은 대규모 기술 플랫폼에 대항할 새로운 기반을 찾았다.
가장 큰 기술 플랫폼은 팬데믹 기간 의심할 여지 없이 번성했지만,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변화는 이러한 기업 중 많은 곳에 심각한 역풍을
예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처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힘을 얻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전략화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베팅에서 아마존의 인프라 지배력, 우버의 끝없는 확장에 이르기까지 ‘빅테크’의 세계를 위한 미래의
가능성을 이야기할 것이다.

Nick Srnicek
<Platforms and Pandemics>
The Covid-19 pandemic has been a boon for the global tech giants. While millions of people have died, many more have lost
their jobs, and innumerable others have struggled under the isolation of global lockdowns, the biggest Western platforms
have seen their status soar. This talk will begin by examining the myriad of ways in which their power has been expanded and
entrenched: from increasing reliance by consumers and businesses, to growing inequalities in incomes and market power, to
expansions of political lobbying and cultural hegemony.
Yet the macroeconomic and political conditions which facilitated the emergence of platforms over the 2010s has dramatically
shifted as well. The second portion of this talk will look at how things have shifted and what this might entail for the future
of post-pandemic platforms. The 2008 crisis led to a world of cheap money and loose labour markets, while the dominance
of a particular strain of competition law ensured that companies could grow big and grow quickly. Yet in many cases the era
of cheap money and loose labour markets is dwindling, while theorists and practitioners of competition law have found new
ground upon which to mount a stand against the large tech platforms.
While the biggest tech platforms have undoubtedly thrived throughout the pandemic, the broader structural changes portend
significant headwinds for many of these companies. In the final section, this talk will look at how companies are handling
these changes, preparing for the future, and strategizing new approaches to gaining power: from Facebook’s metaverse bet,
to Amazon’s infrastructural dominance, to Uber’s endless expansion, each offers a different possible future for the world of big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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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발덴스트룀
<위기 시대의 양극화: 정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정치경제적 위기와 관련된 비용은 종종 불균등하게 분배된다. 코로나 봉쇄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보다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
에게 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그것은 덜 발달된 산업 구조와 기본적인 복지 안전망의 부족 때문이었다. 팬데믹 기간에 국가 내 경제적
불평등은 주로 정부 정책의 범위에 따라 다르게 진화했다. 더 많은 개입으로 불평등의 증가 속도는 빨라지지 않았지만, 많은 비용이 들었고
장기적인 재정 불균형을 야기했다.
시장경제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사람마다 노력과 야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격차와 양극화가 커지면
제도적 안정성과 장기적 성장을 저해하는 정치적 긴장과 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 위기의 시간 동안 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숙고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지만 현재 과세 수준, 규제 및 무역 개방 수준에 따라 시행할 정책은 국가마다 다르다.
이 강연에서는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불평등의 진화와 위기의 시기에 정책 대응이 어떻게 중요했는지에 대한 경제학 연구의 몇 가지 주요
교훈을 검토한다.

Daniel Waldenström
<Polarization In an Era of Crises: What Can Politics Do?>
The costs associated with economic and political crises are often unevenly distributed. During the global Corona shutdown,
the economic consequences were more negative for people in poor countries than for people in rich countries, partly because
of less developed industrial structures and partly due to a lack of basic welfare safety nets. The evolution of economic
inequality within countries during the pandemic developed differently, largely depending on the extent of government
policies. More interventions led to less or no increase in inequality, but were costly for governments and raised long-run fiscal
imbalances.
Inequality of income and wealth is a natural part of well-functioning market economies since efforts and ambitions differ
across people. However, growing disparities and polarization could generate political tensions and economic inefficiencies
that hamper institutional stability and long-run growth. During time crises, it is the role of politics to ponder the costs that
citizens take, but what policy mix to implement differs across countries depending on their current level of taxation, regulation
and trade openness.
In this presentation, I review some key lessons from the economics research on the evolution of inequality both globally and
within nations and how policy responses have mattered during times of c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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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자 자본주의의 해체: 팬데믹 시대의 기본소득>
세계 경제는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부터 매우 취약했다. 자유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지대 자본주의 체제가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소득과 부는 물리적, 재정적, 지적 재산의 소유주에게로 흘러 들어갔으며 노동에 의존하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적게 흘러갔다.
설상가상으로 작은 금권 정치, 다양한 국가와 기타 혜택으로 좋은 수입을 올리는 샐러리맨들은 감소하며 만성적인 불안정에 빠졌다.
지속 불가능한 부채 증가로 인해 급속도로 부담을 느끼는 ‘프레카리아트’와 함께 새로운 계급 구조가 나타났다. 글로벌 프레카리아트의 요구
와 열망에 대처하지 않는 한 어떤 혁신도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회적, 경제적 불안의 주요 형태가 불확실하고, 여전히 적절한 보험제도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은 충격과 위험
에 의해 피해를 입을 확률을 추정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사회와 개인 모두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이어진다.
그런 맥락에서 모든 사회는 새로운 소득 분배 시스템의 닻으로 기본소득의 매력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나는 내 책과 전 세계 기본소득제도
에 참여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Guy Standing

<Dismantling Rentier Capitalism: Basic Income in an Era of Pandemics>
The global economy had become uniquely fragile before the onset of the Covid-19 pandemic in early 2020. Far from being a
‘free market’ economy, it had become a system of rentier capitalism, in which more and more of the income and wealth were
flowing to the owners of property – physical, financial and intellectual – and less and less was flowing to those who rely on
labour and work for their livelihood.
To make matters worse, a new global class structure had emerged, with a tiny plutocracy, a shrinking salariat earning good
earnings with an array of state and other benefits, and a rapidly growing precariat, wallowing in chronic insecurities and
burdened by rising, almost unsustainable debt. No Transformation will be worthy of the name unless it is addressed to the
needs and aspirations of the global precariat.
Above all, we were living in an era in which the main form of social and economic insecurity was, and remains, Uncertainty,
for which there are no adequate insurance systems. This means the probability of being hurt by Shocks and Hazards cannot
be estimated, which in turn leads to both societies and individuals lacking a sense of Resilience.
In that context, all societies need to reconsider the appeal of a basic income as an anchor of a new income distribution
system, both as a means of assisting in dismantling rentier capitalism and as a means of securing common justice, enhancing
republican freedom and ensuring basic security, thus underpinning society with essential resilience.
This presentation will draw on the speaker’s books on the subject and on pilot basic income schemes in which he has
participated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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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포럼
Past Events

2021

기후위기의 시대 생존가능한 지구로 가는 길
2021년 6월 23일 (수) 08:00~17:00

연 사 |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총회 · 이사회 의장 /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환경운동가 / 제러미 리프킨 미래학자, <노동의

종말> <글로벌 그린 뉴딜> 저자 / 야닉 글레마렉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
데이비드 월리스웰스 <2050 거주불능 지구> 저자, '뉴아메리카' 연구원 /
호프 자런 오슬로대 교수,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저자 /

마이클 만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수, <하키스틱과 기후전쟁> <신기후
전쟁> 저자 /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탄소 사회의 종말> 저자

에인절 수 노스캐롤라이나대 부교수, Data-Driven EnviroLab 창립자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후 원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2020

포스트 코로나19 대전환 시대 길을 묻다

2020년 8월 25일 (화) 08:30~17:00
연 사 |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석좌교수 /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
토머스 프레이 미국 다빈치연구소 소장 / 네이선 울프 세계적 바이러스

전문가 - 전염병 / 브릿 레이 <복원된 종의 탄생> 저자 – 기후변화 /

로버트 쿱먼 WTO 수석이코노미스트 / 판강 중국종합개발연구원장 /
이토 모토시게 일본 가쿠슈인대 교수 / 이우진 고려대 교수 /
성태윤 연세대 교수

후 원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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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동북아 협력의 새 시대 한반도 2.0, 상생의 길을 찾다
2019년 6월 19일 (수) 08:30~17:00

연 사 |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 회장 / 마커스 놀런드 미국 피터슨 국제경영
연구소 부소장 / 진징이 중국 베이징대 교수 /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전 통일부 장관 / 김연철 통일부 장관 /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아시아전략센터장 / 소에야 요시히데 일본 게이오대 교수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부총장 / 팜반득 베트남 사회과학원 부원장 / 김지윤

미국 MIT대 정치학 박사, MBC <100분 토론> 진행자

후 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2018

BEYOND $30000 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
2018년 6월 19일 (화) 08:30~17:10

연 사 | 조지프 스티글리츠 노벨 경제학상 수상(2001),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
앵거스 디턴 노벨 경제학상 수상(2015),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

페터 하르츠 독일 ‘하르츠 개혁’ 입안자, 전 독일 노동개혁위원장 /
필립 반 파레이스 기본소득 주창자, 벨기에 루뱅대(UCL) 교수 /

존 로머 미국 예일대 정치경제학 교수 / 요시노 나오유키 아시아개발
은행연구소(ADBI) 대표 / 페니 로 소셜 이노베이션 파크 창립자,
전 싱가포르 국회의원 /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알베르토 몬디 사회적기업
‘디엘레멘트’ 공동창업자, 방송인

후 원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KOTRA,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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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차 산업혁명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
2017년 6월 28일 (수) 09:00~17:00

연 사 | JB 스트라우벨 테슬라 공동창업자 & CTO / DJ 파틸 전 미 백악관
최고데이터과학자 / 케이유 진 런던정경대(LSE) 경제학 교수 /

유웅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4차 산업혁명 위원장 / 이시구로 히로시

오사카대 지능로봇연구소 소장 / 로런스 켐밸 쿡 페이브젠 창업자 &

대표이사 / 김대식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뇌과학자 /

최진성 SK텔레콤 종합기술원장 & CTO / 박일평 LG전자 소프트웨어
센터장(부사장) / 캐서린 파슨스 디코디드 공동창업자 & 대표이사 /
감동근 아주대 전자공학과 교수

후 원 |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KOTRA

2016

뉴노멀 시대 - 혁신과 통찰
2016년 9월 28일 (수) 09:00~17:00

연 사 | 스티븐 호킹 천체물리학자 / 루시 호킹 과학자, 스티븐 호킹의 딸 /
모 가댓 구글 혁신총괄 대표 / 션 차이 ZTE CTO / 조이 탄 화웨이

대외협력 대표 /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 찰스 애들러 킥스타터 창업자 /
벤저민 조페 HAX 대표 / 류 보 투스스타 대표 / 신동훈 삼성전자

상품전략 그룹장 / 이정동 서울대 교수 / 가오 쉬둥 칭화대 교수 /
노베오카 겐타로 히토쓰바시대 교수 / 임지훈 카카오 대표 /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

후 원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
협회,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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