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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이 너무 많으면 한 번의 번개에도 폭풍이 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올해 초 “세계 경제에 폭풍이 몰려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의 경고대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슈, 중국 경제의 감속 등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먹구름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한국 경제도 이런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받아 수출과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다가오는 글로벌 경제 폭풍(Economic Storm)과 한국 금융’을 주제로 2019 동아국제금융포럼을
개최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인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교수, 중국 경제 전문가인 앤디 셰 前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조언할 예정입니다. 국내 경제·금융계 리더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행사 개요

일

시 2019년 5월 29일(수) 오전 9시 40분 ~ 오후 5시 30분

장

소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2층 크리스털볼룸

주

제 다가오는 글로벌 경제 폭풍(Economic Storm)과 한국 금융

규

모 500여 명(경제금융 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임직원, 경제금융 관련 정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전문가 그룹 등)

웹사이트 http://finance.donga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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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ier this year, Christine Lagarde, Managing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said “When there are too
many clouds, it takes one lightning bolt to start the storm,” warning possible global economic storm. As her warning, we are
surrounded by many clouds threatening global economy, such as US-China trade dispute, Brexit issue, and slowdown of
Chinese economy. Affected by this global economic situation, Korean economy is also going through difficulties, including
elongated sluggishness of export and investment. Against this backdrop, Dong-A Ilbo and Channel A host Dong-A International
Financial Forum 2019 under the theme, “Imminent Global Economic Storm and Finance of Korea.” A globally renowned scholar,
professor Stephen Roach of Yale University (Photo) and many Korean and foreign experts, such as Andy Xie former Morgan
Stanley economist who has expertise in Chinese economy will diagnose global economic situation and provide ideas on responsive
strategy to Korea. We hope many economic and financial leaders in Korea take part in this forum.

Forum
Overview

Date

29th May(Wed), 2019, 9:40 AM ~ 5:30 PM

Venue

Crystal Ballroom 2F, Lotte Hotel Seoul, Eulji-ro, Seoul

Theme

Imminent Global Economic Storm and Financial Sector of Korea

Audiences Over 500 people(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CEOs and executives from financial institutes,
securities companies, credit card companies and insurers, members of related academic societies,
economic and financial experts group, academy experts, etc.)
Website

http://finance.dongaforum.com

Host

Invited
Speakers

Lecture 1 &
Conversation

Lecture 2

Lecture 3

Stephen Roach

Andy Xie

Jacob Dahl

Professor
at Yale University

Former Economist
at Morgan Stanley

Banking Leader of
McKinsey &
Company Asia

Internationally renowned scholar with
extensive knowledge on Asia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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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specialized in
Chinese economy

Master of strategy for
financial services in Asia

Chairperson in a talk with
professor Stephen Roach

Special Remarks

Special Lecturer

Sunny Yi

Choi jongku

Lee Jongwha

President of
Future Strategy Research Institute
in Shinhan Financial Group

Chairman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rofessor of
Economics at Korea University

Youth Session

Moderator in
Global Discussion Session

Choi Kwanghae

Kim Soyoung

Former Director at IMF
(Woori Finance Research Institute Acting
CEO)

President of
Econo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gram
Time

Program

Speaker
Jung Sungho

Congratulatory Remarks 1

Chairman of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National Assembly
(Democratic Party of Korea)

Congratulatory Remarks 2

Executive Secretary of National Policy Committee, National Assembly
(Liberty Korea Party)

09:40~10:00 (20’)

10:00~11:00 (60’)

11:00~12:00 (60’)

Kim Jongseok

Lecture 1
US-China Conflict
- Trade War, Truce or Cold War 2.0?

Stephen Roach
Professor at Yale University

[Chairperson] Sunny Yi

Conversation
A Conversation with Stephen Roach

President of Future Strategy Research Institute
in Shinhan Financial Group

Stephen Roach Professor at Yale University

Luncheon

12:00~13:10 (70’)
13:10~13:30 (20’)

13:30~14:10 (40’)

14:10~15:00 (50’)

15:00~15:50 (50’)

Special Remark
Korean Economy and Future of Finance
Special Lecture
Change of Global Economy in 2019
and Korean Economy

16:40~17:30 (50’)

Chairman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Lee Jongwha
Professor of Economics at Korea University

Lecture 2
The Rivalry of the 21st Century: China’s state
capitalism vs US’s financial capitalism
Lecture 3
Outlook and Shaping Trends in
Banking Industry

Andy Xie
Former Economist at Morgan Stanley

Jacob Dahl
Banking Leader of McKinsey & Company Asia

Networking Break

15:50~16:10 (20’)
16:10~16:40 (30’)

Choi Jongku

Youth Session
Joining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es
and Future of Young Generation: based
on the experience at the IMF
Global Discussion
Conversation with the Audiences

Choi Kwanghae
Former Director at IMF
(Woori Finance Research Institute Acting CEO)

[Moderator]
Kim Soyoung Professor of Econo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Panelists]
Stephen Roach Professor at Yale University
Andy Xie Former Economist at Morgan Stanley
Jacob Dahl Banking Leader of McKinsey & Company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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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1
Lecture 1

대담
Conversation

US-China Conflict
- Trade War, Truce or Cold War 2.0?

예일대 교수

강연 2
Lecture 2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특강
Special Lecturer

미국과 중국의 갈등
- 무역 전쟁, 정전 또는 냉전 2.0?

특별 연설
Special Remark

Lecture 1

강연 1

강연 3
Lecture 3

청년 세션
Youth Session

글로벌 토론
Global Discussion

강연 1

Lecture 1
미국과 중국의 갈등 - 무역 전쟁, 정전 또는 냉전 2.0 ?
US-China Conflict - Trade War, Truce or Cold War 2.0 ?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
Stephen Roach Professor at Yale University

Keywords

- 상호의존성(미-중), 피상적 무역 협상, 냉전 2.0, 주요 글로벌 리스크
- Codependency(US-China), Superficial trade deal, Cold War 2.0, Major global risk

주요경력
Work Experiences

-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 및 수석 이코노미스트
- 환경방어기금 중국 자문위원회
-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구 스태프
- Chairman of Morgan Stanley Asia and the firm’s Chief Economist
- The China Advisory Board of the Environmental Defense Fund
- The research staff of the Federal Reserve Board

연사소개
Brief introduction
of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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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일대의 잭슨 세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며, 예일대 경영대학원 수석강사
- 前 모건스탠리 아시아의 회장이었으며, 모건스탠리 아시아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30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모건스탠리에서 일하며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코노미스트 팀을 이끌었음
- 현재 아시아가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강의와 연구 프로그램을 집중하고 있음
- 예일대에서 “미래의 중국(The Next China)”과 “일본의 교훈(The Lesson of Japan)”이라는
두 개의 학부 및 대학원생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였음
- 저술과 연구는 또한 세계화, 무역 정책, 위기후 정책 구조, 국제 불균형에 따른 자본시장의 영향 등을 다루고 있음
- 월스트리트에서 오랜기간 가장 영향력 있는 이코노미스트였음
- 업무는 학계 저널, 책, 의회 증언 등에 다루어졌으며, 국내외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음
- 세계 경제에 대한 의견은 베이징에서 워싱턴까지 정책 토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Stephen Roach is a Senior Fellow at Yale University’s Jackson Institute of Global Affairs and a
Senior Lecturer at Yale’s School of Management.
- He was formerly Chairman of Morgan Stanley Asia and the firm’s Chief Economist for the
bulk of his 30-year career at Morgan Stanley, heading up a highly regarded team of economists
around the world.
- Mr. Roach’s current teaching and research program focuses on the impacts of Asia on the
broader global economy.
- At Yale, he has introduced new courses for undergraduates and graduate students on the
The Next China” and “The Lessons of Japan.”
- His writing and research also addresses globalization, trade policy, the post-crisis policy
“architecture, and the capital markets implications of global imbalances.
- Stephen Roach has long been one of Wall Street’s most influential economists.
- His work has appeared in academic journals, books, congressional testimony and has been
disseminated widely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dia.
- Roach’s opinions on the global economy have been known to shape the policy debate from
Beijing to Washington.

발표요약

[ 서론 ]

- 미중 경제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상호 의존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 의존성(2015년 본인 저서의 주제)은
이제 예상한 바와 같이 협력에서 갈등으로 이동하고 있음

Abstract

- 피상적인 무역 협상의 가능성도 있지만(지적재산, 강제 기술 이전, 국가주도 산업정책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님
- 오래도록 이어지는 구조적 갈등은 신 냉전으로 이어지며, 한국과 나머지 아시아 지역, 더 넓게는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본론 ]

1. 미-중 상호 의존성의 기원과 위험성
– 두 경제가 모두 새로운 성장의 방법을 필요로 하던 1970년대에 시작되었다. 편의에 의한 혼인관계였을 뿐,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었음!
2. 두 시스템의 근본적인 모순
- 중국의 재균형: 중국은 수출에서 내수로, 제조에서 서비스로, 수입된 기술에서 내재적 혁신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국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유보금 없이 성장만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 큰 무역 적자 및
중국과의 양자 갈등으로 이어지는 지름길
3. 무역 분쟁은 불필요하다
-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인식에 대한 양당 정치와 중국의 미국 봉쇄 전략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을 반영함

[ 결론 ]

-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의미 있는 해법은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낮음
- 양자 투자 협정을 통한 양 국가의 시장 접근성 향상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 즉, 공동의 유보금 조정
약속(미국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며, 중국은 적은 금액을 부담), 세계적 사이버 협약의 공동 리더십, 양국간
지속적 대화를 위한 보다 영구적인 구조 등이 필요함
- 이러한 종류의 해법을 통해 신냉전을 피하고 한국과 아시아 다른 지역 및 더 넓은 전 세계 경제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 것

011

미국과 중국의 갈등 - 무역 전쟁, 정전 또는 냉전 2.0?
US-China Conflict - Trade War, Truce or Cold War 2.0?

013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
Stephen Roach Professor at Yale University

014

미국과 중국의 갈등 - 무역 전쟁, 정전 또는 냉전 2.0?
US-China Conflict - Trade War, Truce or Cold War 2.0?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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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en Roach Professor at Yal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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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
Stephen Roach Professor at Yale University

메모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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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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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1
Lecture 1
대담
Conversation

Conversation

A Conversation with Stephen Roach

특강
Special Lecturer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와의 대담

특별 연설
Special Remark

대담

[좌장]
이성용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대표
강연 2
Lecture 2

[ 대담자 ]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예일대 교수
강연 3
Lecture 3
청년 세션
Youth Session
글로벌 토론
Global Discussion

대담

Conversation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와의 대담
A Conversation with Stephen Roach

좌장_

이성용 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대표

Chairperson_ Sunny

Yi President of Future Strategy Research Institute
in Shinhan Financial Group

주요경력
Work Experiences

- 前 베인 아시아 금융 및 한국 대표 파트너(2000-2017)
- 前 베인 글로벌 등기이사회 보드맴버(아시안으로서는 처음)
- 前 에이티커니 초대 한국대표(1991-2000)
- Senior Global Director in Bain & Co.(2000-2017)
- 1st Asian elected member of the Bain’s Board of Directors
- Founder and President of AT Kearney Korea(1991-2000)

연사소개
Brief introduction
of speaker

- 대기업, 금융권과 사모펀드 투자회사 대상으로 경영전략, 혁신 및 변화관리, 조직 및 리더십 설계와 관련해
30년이 넘는 금융산업 및 컨설팅 경력이 있으며, 지금까지 미국 및 아시아 지역에서 거의 1000건 이상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주도해 왔음
- 저자로서 10권 이상의 베스트셀러들을 저술했으며 일본과 중국에서도 출판 되었음
- 청와대, 서울시장실,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기관 및 규제당국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음
- 미국 육군사관학교 항공우주공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남가주대(USC)에서 정보기술 석사학위를 받은 후
하버드 경영대학원(Harvard Business School)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음
- Mr. Yi has over 30 years of industry and consulting experience in Financial institution
transformation & change management, organization and leadership design in FS industries.
- He is an author of 10+ best-selling management books in English, Korean, and Chinese languages.
- He is also an advisor to a number of government agencies and regulatory bodies to include
the Seoul Mayor office, Ministry of Energy, Financial Supervisory Board.
- He has an MBA from Harvard Business School, an MS in IT from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nd a BS in aerospace engineering from West Point, US Military Academy, where
we graduated top in his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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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
Stephen Roach Professor at Yale University

주요경력
Work Experiences

-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 및 수석 이코노미스트
- 환경방어기금 중국 자문위원회
-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구 스태프
- Chairman of Morgan Stanley Asia and the firm’s Chief Economist
- The China Advisory Board of the Environmental Defense Fund
- The research staff of the Federal Reserve Board

연사소개
Brief introduction
of speaker

- 예일대의 잭슨 세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며, 예일대 경영대학원 수석강사
- 前 모건스탠리 아시아의 회장이었으며, 모건스탠리 아시아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30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모건스탠리에서 일하며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코노미스트 팀을 이끌었음
- 현재 아시아가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강의와 연구 프로그램을 집중하고 있음
- 예일대에서 “미래의 중국(The Next China)”과 “일본의 교훈(The Lesson of Japan)”이라는
두 개의 학부 및 대학원생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였음
- 저술과 연구는 또한 세계화, 무역 정책, 위기후 정책 구조, 국제 불균형에 따른 자본시장의 영향 등을 다루고 있음
- 월스트리트에서 오랜기간 가장 영향력 있는 이코노미스트였음
- 업무는 학계 저널, 책, 의회 증언 등에 다루어졌으며, 국내외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음
- 세계 경제에 대한 의견은 베이징에서 워싱턴까지 정책 토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Stephen Roach is a Senior Fellow at Yale University’s Jackson Institute of Global Affairs and a
Senior Lecturer at Yale’s School of Management.
- He was formerly Chairman of Morgan Stanley Asia and the firm’s Chief Economist for the
bulk of his 30-year career at Morgan Stanley, heading up a highly regarded team of economists
around the world.
- Mr. Roach’s current teaching and research program focuses on the impacts of Asia on the
broader global economy.
- At Yale, he has introduced new courses for undergraduates and graduate students on the
The Next China” and “The Lessons of Japan.”
- His writing and research also addresses globalization, trade policy, the post-crisis policy
“architecture, and the capital markets implications of global imbalances.
- Stephen Roach has long been one of Wall Street’s most influential economists.
- His work has appeared in academic journals, books, congressional testimony and has been
disseminated widely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dia.
- Roach’s opinions on the global economy have been known to shape the policy debate from
Beijing to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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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MEMO

030

메모 MEMO

031

032

강연 1
Lecture 1

대담
Conversation

한국경제와 금융의 미래

강연 2
Lecture 2

최종구

특강
Special Lecturer

Special Remark

특별 연설
Special Remark

특별 연설

Korean Economy and Future of Finance

금융위원회 위원장

강연 3
Lecture 3

청년 세션
Youth Session

글로벌 토론
Global Discussion

특별 연설

Special Remark
한국경제와 금융의 미래
Korean Economy and Future of Finance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Choi Jongku Chairman of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주요경력
Work Experiences

-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2017.03~2017.07)
- SGI서울보증 대표이사(2016.01)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2013.04)
- Chairman & President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Mar. 2017~Jul. 2017)
- CEO of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Jan. 2016)
- First Senior Deputy Governor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Ap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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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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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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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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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1
Lecture 1

대담
Conversation

2019 글로벌 경제 변화와 한국 경제

강연 2
Lecture 2

이종화

특강
Special Lecturer

Special Lecturer

특별 연설
Special Remark

특강

Change of Global Economy in 2019
and Korean Economy

고려대 경제학 교수

강연 3
Lecture 3

청년 세션
Youth Session

글로벌 토론
Global Discussion

특강

Special Lecturer
2019 글로벌 경제 변화와 한국 경제
Change of Global Economy in 2019 and Korean Economy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 교수
Lee Jongwha Professor of Economics at Korea University

Keywords

글로벌 위험, 미중 무역전쟁, 저성장, 일자리, 생산성, 잃어버린 20년, 구조 개혁

Key Sentence

2019년은 한국 경제에 어려운 해이다. 외부 위험에 대비하고 경제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주요경력

- 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겸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

Work Experiences

성장잠재력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제통합국장, 조사국장, 수석 이코노미스트,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 Professor of economics and director of the Asiatic Research Institute at Korea University.
- Chief Economist at the Asian Development Bank; Senior adviser for international economic
affairs to former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연사소개
Brief introduction
of speaker

- 현재 아세아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 했음
-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제통합국장, 조사국장,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역임한 바 있음
- 경제성장ㆍ인적자본ㆍ금융위기ㆍ경제통합 등의 주제에 대해 많은 저서와 논문들을 발간 했음
- Professor of economics and director of the Asiatic Research Institute at Korea University.
- He served as a senior adviser for international economic affairs to former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 was also previously Chief Economist at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an economist at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He has published extensively on topics relating to human capital, growth, financial crises,
and economic integration in leading academic journals. He obtained his Ph.D. degree in
Economics from Harva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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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요약

[ 서론 ]

1. 2019년은 한국 경제에 어려운 해이고 앞으로 더 어려울 수 있음
2. 위험에 대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함

Abstract

[ 본론 ]

1. 국제 기구의 전망을 보면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와 하방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2. 한국 경제의 여러 지표를 보면 성장, 수출, 투자, 일자리, 분배 측면에서 모두 좋지 못함
3.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경기 침체가 지속될 뿐 아니라 외부에서 큰 충격이 오면 총체적 위기를 맞아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수 있음
4. 한국 경제는 단기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1) 저 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
2) 서비스산업의 개혁으로 고용 증대와 생산성 향상
3)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와 벤처 기업 육성
4) 규제 개혁, 제도 혁신(노동개혁)
5) 산업·기업·소득계층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균형성장
6) 고른 인재 육성과 계층간 상향이동 촉진으로 분배 개선

[ 결론 ]

1. 한국 정부가 국제 경제환경 악화와 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규제 완화, 혁신산업 육성, 노동개혁,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2. 민간도 미리 위험에 대비하고 도전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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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Jongwha Professor of Economics at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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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1
Lecture 1
대담
Conversation

21세기의 라이벌: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vs 미국의 금융 자본주의

특강
Special Lecturer

Lecture 2

특별 연설
Special Remark

강연 2

The Rivalry of the 21st Century:
China’s state capitalism vs US’s financial capitalism
강연 2
Lecture 2

앤디 셰(Andy Xie)
前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

강연 3
Lecture 3
청년 세션
Youth Session
글로벌 토론
Global Discussion

강연 2

Lecture 2
21세기의 라이벌: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 vs 미국의 금융 자본주의
The Rivalry of the 21st Century:
China’s state capitalism vs US’s financial capitalism
앤디 셰 前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
Andy Xie Former Economist at Morgan Stanley

주요경력
Work Experiences

2007 ~ 현재
1997 ~ 2007
1990 ~ 1995
1995 ~ 1997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칼럼니스트 독립 이코노미스트
모건스탠리 아시아 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매쿼리은행 이사

2007 ~ present

Independent economist
Columnist of South China Morning Post
Chief Economist,
Asia Pacific, Morgan Stanley
Economist, World Bank
Director, Macqurie Bank

1997 ~ 2007
1990 ~ 1995
1995 ~ 1997

연사소개
Brief introduction
of speaker

-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칼럼니스트
- 독립 이코노미스트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자문을 하고 있음
- 블룸버그에서 2013년 금융계에서 가장 영향력인 50인으로 선정된 바 있음
- 2000-2006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매거진
(Institutional Investors Magazine) 설문조사에서 1위 이코노미스로 뽑히기도 했음
- 1997, 2000, 2007년 금융 위기를 성공적으로 예측했음
- Dr. Xie is a columnist for South China Morning Post.
- He advises institutional investors as an independent economist.
- He was selected by Bloomberg as one of the fifty most influential persons in finance in 2013.
- He was voted by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e Institutional Investors Magazine poll as the
number one economist in Asia Pacific between 2000-2006.
- He successfully predicted the financial crises in 1997, 200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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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요약

[ 서론 ]

- 중국과 미국의 경쟁은 21세기를 정의내리게 될 것
- 중국은 현대적인 맥락에서 만다린 정치 모델(mandarin governing model)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Abstract

- 미국은 가장 저항이 적은 저금리 및 큰 폭의 재정적자의 길로 걸어가고 있음

[ 본론 ]

1. 중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 전쟁은 정치 체계 및 경제 모델에 있어 양 국가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경쟁의 한 단면
- 양 국가간 무역 합의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그저 휴전일 뿐
-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고 나면,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
2.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통한 투자-수출 모델을 확장하고 있음
- 중국은 중국의 제조 경재를 위하여 무역을 증대하기 위해 중국을 둘러싼 유라시아와 연결을 약속하고 있음
- 중국은 많은 무역 흑자를 일대일로 정책에 대한 재정 지원에 쏟고 있음
- 전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조 달러에 달함
3. 미국은 저금리와 큰 폭의 재정 적자를 통해 소비를 극대화하며 경제를 운용하고 있음
- 미국의 단기적 호황은 앞으로 금융 위기의 토대가 됨
- 달러화가 결국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

[ 결론 ]

- 중국은 서방 시장 경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 비용을 통제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외부 투자를 통해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국은 철저하게
인구를 통제하고 있음
- 서방은 아직 그 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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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valry of the 21st Century: China’s state capitalism vs US’s financial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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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1
Lecture 1

대담
Conversation

글로벌 경제 전망과 금융 산업의 트렌드 및
리스크 대응 전략

강연 2
Lecture 2

야곱 달(Jacob Dahl)

특강
Special Lecturer

Lecture 3

특별 연설
Special Remark

강연 3

Outlook and Shaping Trends in Banking Industry

맥킨지앤컴퍼니 아시아 뱅킹 리더

강연 3
Lecture 3

청년 세션
Youth Session

글로벌 토론
Global Discussion

강연 3

Lecture 3
글로벌 경제 전망과 금융 산업의 트렌드 및 리스크 대응 전략
Outlook and Shaping Trends in Banking Industry

야곱 달 맥킨지앤컴퍼니 아시아 뱅킹 리더
Jacob Dahl Banking Leader of McKinsey & Company Asia

Keywords

-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혁신, 생태계
- Digital platform, Big data, Innovation, Ecosystem

주요경력

코펜하겐에 위치한 현지 스칸디나비아 CIB 업체에서 PB 및 기업금융 담당자

Work Experiences

At local Scandinavian CIB player, Copenhagen, as Head of Private and Corporate Banking

연사소개

- 1994년 맥킨지에 입사했으며, 주로 서유럽과 EEMA에서 금융기관부분(Financial Institutions Practice,
FIG) 관련 업무를 담당 했음
- 맥킨지의 유럽 소매금융업무를 5년간 담당하였으며, 이후 우리의 EEMA FIG 업무를 4년간 담당하였고,
이후 아시아의 은행 업무를 이끌어나가고 있음

Brief introduction
of speaker

- He joined McKinsey in 1994, and has pre-dominantly worked within the Financial Institutions
Practice (FIG) in Western Europe and EEMA.
- Jacob led McKinsey’s European Retail Banking Practice for 5 years, subsequently our EEMA
FIG Practice for 4 years, and is now leading our Banking Practice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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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요약

[ 서론 ]

- 아시아 전반의 은행 산업이 겪는 어려움
- 디지털 트랜드는 근본적으로 금융 서비스에서 가치의 풀(pool)을 변화시킴

Abstract

[ 본론 ]

1. 아시아-태평양의 은행 산업은 상당한 장점을 누려왔음
- 오늘날 지역의 신흥 경제가 성숙하면서, 경제 저성장, 디지털 공격, 증가하는 자본 비용 등으로 인해 마진,
ROE, 내재가치(market multiple) 등에서 세계 평균에 수렴하고 있음
2. 디지털 플랫폼은 아시아 전반, 특히 중국/인도에서 전통적인 금융업에 가장 큰 파괴적 위험성을 제기함
-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님
- 디지털 은행과 기술 플랫폼은 잠재적으로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음
3. 기존 은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a) 더 높은 생산성으로 고객에게 우수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 여정(customer journey) 디지털화
(b)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대출 등) 새로운 공백을 활용
(c) 생태계 참여 또는 조율

[ 결론 ]

- 은행 리더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다양한 입장을 고려함
- 은행 리더에게 핵심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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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1
Lecture 1
대담
Conversation
특별 연설
Special Remark

청년 세션

Youth Session
특강
Special Lecturer

국제금융기구 진출과 청년의 미래
– IMF 경험을 중심으로
Joining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es and Future
of Young Generation: based on the experience at the IMF

강연 2
Lecture 2

최광해
前 국제통화기금(IMF) 이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대행)

강연 3
Lecture 3
청년 세션
Youth Session
글로벌 토론
Global Discussion

청년 세션

Youth Session
국제금융기구 진출과 청년의 미래 – IMF 경험을 중심으로
Joining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es and Future
of Young Generation: based on the experience at the IMF
최광해 前 국제통화기금(IMF) 이사(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대행)
Choi Kwanghae Woori Finance Research Institute Acting CEO

Keywords

IMF, 국제기구, IMF 인력

Key Sentence

IMF에서 일할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

주요경력

- 2016. 11 ~ 현재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 2014. 12 ~ 2016. 10

국제통화기금(IMF) 대리이사

- 2011. 4 ~ 2014. 11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

Work Experiences

- Nov 2016 ~ Current

Woori Finance Research Institute CEO

- Dec 2014 ~ Oct 201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lternate Executive Director

- Apr 2011 ~ Nov 2014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Director-General of Public Policy Bureau
* Director-General of Long-term Strategy Bureau
* Deputy Director-General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연사소개
Brief introduction
of speaker

- 31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음(1985)
- 기획재정부에서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 등의 중책을 맡음. 공직생활 동안 OECD 대표부와 홍콩주재
총영사관의 재경관, IMF 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국제경험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제국 홍콩’,
‘IMF 견문록’ 등의 책도 저술하였음. 2016년부터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대표로 재직 중
- Worked for Korean Government for 31 years since 1985.
- At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he took Director General of Public Policy Bureau and
Director General of Long-term Strategy Bureau. During his public service, he built broad
international career at IMF, OECD and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Hong
Kong, based on which he published books, ‘The IMF Memoir’ and ‘The Financial Empire,
Hong Kong’. He has been CEO of Woori Finance Research Institute sin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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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요약

[ 서론 ]

IMF에서의 경험에 대한 간략한 소개

[ 본론 ]

1. IMF에 대한 소개

Abstract

- IMF는 무엇을 하는 기구인가?
- IMF의 조직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2. IMF에서 한국의 위상과 우리 청년의 진출 가능성은?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IMF의 쿼터 기여도 상승
-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인이 IMF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3. IMF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가?
- 영어가 뛰어나고, 전문인 식견을 갖춰야 하는 것이 IMF에서 일할 수 있는 기본 요건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 캐나다 대학의 박사학위 출신이 상당 비중을 차지
4. IMF의 채용 방식은?
- 객관적으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우선 채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IMF는 필요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중요하게 여김
- IMF의 관심 분야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도 시기에 따라 상이

[ 결론 ]

- IMF에 진출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기회는 확대되고 있으므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IMF의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
- 특정 시기에 유망한 분야를 쫒기보다는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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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해 前 국제통화기금(IMF) 이사(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대행)
Choi Kwanghae Former Director at IMF (Woori Finance Research Institute Acting CEO)

096

국제금융기구 진출과 청년의 미래 – IMF 경험을 중심으로

메모 MEMO

Joining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es and Future of Young Generation:
based on the experience at the IMF

097

강연 1
Lecture 1
대담
Conversation

Global Discussion
Conversation with the Audiences

특강
Special Lecturer

청중과의 대화

특별 연설
Special Remark

글로벌 토론

[ 모더레이터 ]
강연 2
Lecture 2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 교수
[패널]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예일대 교수
야곱 달(Jacob Dahl) 맥킨지앤컴퍼니 아시아 뱅킹 리더

강연 3
Lecture 3

앤디 셰(Andy Xie) 前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

청년 세션
Youth Session
글로벌 토론
Global Discussion

글로벌 토론 Global Discussion
청중과의 대화
Conversation with the Audiences

[ 모더레이터 ]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 교수
Kim Soyoung Professor of Econo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주요경력
Work Experiences

-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어바나 샴페인) 경제학과 조교수
- 국제통화기금(IMF), 국제 결제 은행(BIS), 아시아개발은행(ADB), 홍콩 통화정책 연구소, 미국 프린스턴대,
미국 남가주대, 홍콩과기대, 스페인 중앙은행 등에서 컨설턴트, 방문학자, 자문위원 등 역임
-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국, 경제연구원, 외화운용원 자문교수, 국민경제 자문회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부 자문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자문 위원, 국제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 역임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Consultant, visiting scholar or advisor to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e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the Asian Development Bank, Hong Kong Institute for Monetary
Research, Princeton, University,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Bank of Spain
- Advisor to the Research Department, International Department, Reserve Management
Group, and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the Bank of Korea,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International Finance Cooperation Bureau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National Economic Advisory Council, International
Finance Development Evaluation Committee

연사소개
Brief introduction
of speaker

- 국제금융, 화폐 금융, 거시경제 관련 다수의 논문과 저서 집필, Google Scholar 기준 4000회 이상 논문들이
인용됨
- 김태성 학술상, 청람학술상, 매경이코노미스트상, NEAR 학술상, 한국경제 학술상, Arnould O.Beckman
학술상 수상, 10년후 한국을 빛낼 100인 선정(동아일보)
- 한국 한미경제학회 회장, Korea IEFS 회장
- He published numerous articles and books on international finance, monetary and macro
economics. His research articles were cited more than 4000 times.(Google Scholar)
- Tae Sung Kim Research Award, Chung-Ram Research Award, NEAR Research Award,
Korean Economy Research Award, Arnould O. Beckman Research Award, Listed as one of
the 100 most promising talents of Korea.(Donga-Daily Newspaper)
- President of Korea KAEA and Korea IE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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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
Stephen Roach Professor at Yale University

주요경력
Work Experiences

-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 및 수석 이코노미스트
- 환경방어기금 중국 자문위원회
-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구 스태프
- Chairman of Morgan Stanley Asia and the firm’s Chief Economist
- The China Advisory Board of the Environmental Defense Fund
- The research staff of the Federal Reserve Board

연사소개
Brief introduction
of speaker

- 예일대의 잭슨 세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며, 예일대 경영대학원 수석강사
- 前 모건스탠리 아시아의 회장이었으며, 모건스탠리 아시아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30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모건스탠리에서 일하며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코노미스트 팀을 이끌었음
- 현재 아시아가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강의와 연구 프로그램을 집중하고 있음
- 예일대에서 “미래의 중국(The Next China)”과 “일본의 교훈(The Lesson of Japan)”이라는
두 개의 학부 및 대학원생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였음
- 저술과 연구는 또한 세계화, 무역 정책, 위기후 정책 구조, 국제 불균형에 따른 자본시장의 영향 등을 다루고 있음
- 월스트리트에서 오랜기간 가장 영향력 있는 이코노미스트였음
- 업무는 학계 저널, 책, 의회 증언 등에 다루어졌으며, 국내외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음
- 세계 경제에 대한 의견은 베이징에서 워싱턴까지 정책 토론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Stephen Roach is a Senior Fellow at Yale University’s Jackson Institute of Global Affairs and a
Senior Lecturer at Yale’s School of Management.
- He was formerly Chairman of Morgan Stanley Asia and the firm’s Chief Economist for the
bulk of his 30-year career at Morgan Stanley, heading up a highly regarded team of economists
around the world.
- Mr. Roach’s current teaching and research program focuses on the impacts of Asia on the
broader global economy.
- At Yale, he has introduced new courses for undergraduates and graduate students on the
The Next China” and “The Lessons of Japan.”
- His writing and research also addresses globalization, trade policy, the post-crisis policy
“architecture, and the capital markets implications of global imbalances.
- Stephen Roach has long been one of Wall Street’s most influential economists.
- His work has appeared in academic journals, books, congressional testimony and has been
disseminated widely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dia.
- Roach’s opinions on the global economy have been known to shape the policy debate from
Beijing to Washington.

101

글로벌 토론 Global Discussion

[ 패널 ]
앤디 셰 前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
Andy Xie Former Economist at Morgan Stanley

주요경력
Work Experiences

2007 ~ 현재
1997 ~ 2007
1990 ~ 1995
1995 ~ 1997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칼럼니스트 독립 이코노미스트
모건스탠리 아시아 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매쿼리은행 이사

2007 ~ present

Independent economist
Columnist of South China Morning Post
Chief Economist,
Asia Pacific, Morgan Stanley
Economist, World Bank
Director, Macqurie Bank

1997 ~ 2007
1990 ~ 1995
1995 ~ 1997

연사소개
Brief introduction
of speaker

-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칼럼니스트
- 독립 이코노미스트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자문을 하고 있음
- 블룸버그에서 2013년 금융계에서 가장 영향력인 50인으로 선정된 바 있음
- 2000-2006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인스티튜셔널 인베스터 매거진
(Institutional Investors Magazine) 설문조사에서 1위 이코노미스로 뽑히기도 했음
- 1997, 2000, 2007년 금융 위기를 성공적으로 예측했음
- Dr. Xie is a columnist for South China Morning Post.
- He advises institutional investors as an independent economist.
- He was selected by Bloomberg as one of the fifty most influential persons in finance in 2013.
- He was voted by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e Institutional Investors Magazine poll as the
number one economist in Asia Pacific between 2000-2006.
- He successfully predicted the financial crises in 1997, 200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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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
야곱 달 맥킨지앤컴퍼니 아시아 뱅킹 리더
Jacob Dahl Banking Leader of McKinsey & Company Asia

주요경력

코펜하겐에 위치한 현지 스칸디나비아 CIB 업체에서 PB 및 기업금융 담당자

Work Experiences

At local Scandinavian CIB player, Copenhagen, as Head of Private and Corporate Banking

연사소개

- 1994년 맥킨지에 입사했으며, 주로 서유럽과 EEMA에서 금융기관부분(Financial Institutions Practice,
FIG) 관련 업무를 담당 했음
- 맥킨지의 유럽 소매금융업무를 5년간 담당하였으며, 이후 우리의 EEMA FIG 업무를 4년간 담당하였고,
이후 아시아의 은행 업무를 이끌어나가고 있음

Brief introduction
of speaker

- He joined McKinsey in 1994, and has pre-dominantly worked within the Financial Institutions
Practice (FIG) in Western Europe and EEMA.
- Jacob led McKinsey’s European Retail Banking Practice for 5 years, subsequently our EEMA
FIG Practice for 4 years, and is now leading our Banking Practice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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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Dong-A International Financical Forum
2018 동아국제금융포럼
Dong-A International Finance Forum 2018

디지털 금융과 행동경제
Digital Finance and Behavioral Economy
일 시

2018년 5월 30일(수)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30분

장 소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2층 크리스털볼룸

참석자

500여 명(정부 관계자, 금융 증권 카드 보험사 유관협회 대표와 임직원, 학계 전문가 등)

주요연사

리처드 세일러(Richard H. Thaler)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석좌교수
- 2017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미국 시카고대학교 부스경영대학원 의사결정연구센터장
-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넛지’의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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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동아국제금융포럼
Dong-A International Finance Forum 2017

1997 외환위기 후 20년, 한국 경제 새 길을 찾자
Financial crisis 20 years on, finding a new path for Korean economy
일 시

2017년 5월 23일(화) 오전 9시 ~ 오후 4시 10분

장 소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2층 크리스털볼룸

참석자

500여 명(정부 관계자, 금융 증권 카드 보험사 CEO 및 임원급, 유관 학회 등 경제 금융 전문가 그룹, 학계 전문가 등)

주요연사

앤 크루거(Anne O. Krueger)
전 IMF 총재, 존스홉킨스대 교수
- 2012~현재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국제경제학 선임연구교수
- 2007~2012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국제경제학 선임교수
- 2001~2007 국제통화기금, 워싱턴, 미국
- 1982~1986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휴버트 나이스(Hubert Neiss)
전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
- 2000~2009 도이치방크, 아시아, 싱가포르
- 1967~2000 국제통화기금, 워싱턴, 미국
- 1960~1966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비엔나,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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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Dong-A International Financical Forum
2016 동아국제금융포럼
Dong-A International Finance Forum 2016

대격변의 시대와 금융의 새로운 미래
New Future of Finance in the Era of Transformation
일 시

2016년 5월 31일(화)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장 소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2층 크리스털볼룸

참석자

500여 명(기업 CEO 및 임원, 금융지주사 회장, 유관 기관장, 학계 전문가 등)

주요연사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하버드대 교수
- 하버드 대학교 토머스 D 캐봇(Thomas D Cabot) 공공정책 교수
- 국제통화기금 수석 경제학자 2001~2003

토니 메네제스(Tony Menezes)
IBM 아태지역 인지 솔루션 부사장

가쓰키 후미아키(Katsuki Fumiaki)
맥킨지 글로벌 뱅킹 아시아 프랙티스 리더
- Principal, 맥킨지 & 컴퍼니(McKinsey & Company, Inc.) 일본 사무소
- 매니저, 기업금융, 미쓰비시 도쿄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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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동아국제금융포럼
Dong-A International Finance Forum 2015

버냉키와의 대화
A conversation with Ben S. Bernanke
일 시

2015년 5월 27일(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 소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2층 크리스털볼룸

참석자

기업 CEO 및 임원, 금융지주사 회장, 유관 기관장, 학계 전문가 500여 명

주요연사

벤 버냉키(Ben S. Bernanke)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 2006~2014년까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의장직을
2번 역임한 벤 S. 버냉키 전 의장은 연준의 주요 통화 정책 결정 기구인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의장직을 겸임하기도 했음
- 연준 의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의장
으로 2005년 6월~2006년 1월까지 근무함

제임스 리카즈(James Rickards)
<Currency Wars> 저자
- 전미 베스트셀러 <Currency Wars>의 저자
-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The Death of Money>의 저자
- 고문, 투자 자문 / 씨티은행 고위직
- 미국 국가정보국장실, 국방부장관실 자본 시장 자문
- West Shore Funds 고위급 글로벌 전략 구축 전문가

가와이 마사히로(河合正弘)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전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BDI) 소장
- 존스홉킨스 대학교 정치 경제학부 조교수, 부교수 (1978~1986)
- 도쿄 대학교 사회 과학 연구소 부교수, 정교수 (1986~2008)
- 세계은행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 (1998~2001)
- 아시아 개발은행 연구소 소장 (200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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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Dong-A International Financical Forum
2014 동아국제금융포럼
Dong-A International Finance Forum 2014

새로운 리스크, 새로운 금융
New Risk, New Finance
일 시

2014년 5월 28일(수)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장 소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2층 크리스털볼룸

참석자

정부 당국자, 금융기관 및 기업 임원진, 학계 500여 명

주요연사

로버트 실러(Robert Shiller)
예일대학교 교수
-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sterling professor)이자 코웰재단경제연구소 소속
- 반복매매지수, S&P/케이스-실러주택가격지수를 칼 E 케이스 교수와 함께 개발함
- 시카고 상업거래소는 현재 S&P/케이스-실러 지수를 기반으로 선물시장을 유지하고 있음
- 시카고 대학의 유진 파마(Eugene Fama), 라스 피터 한센(Lars Peter Hansen)과 함께 “자산 가격의 실증 분
석”으로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함

가와이 마사히로(河合正弘)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전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BDI) 소장
-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경력을 쌓은 후, 본격적으로 존스홉킨스 대학과 동경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기 시작함
-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수석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였고 일본 재무성 국제금융담당 차관을 역임하였음
- 최근 카와이 박사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소장이자 CEO를 지냈으며, 최근 저서들은 아시아의 경제 금융적
지역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리우징(刘劲)

청쿵(長江)경영대학원 부총장
- 청쿵 경영대학원(CKGSB) 부학장이자 회계학 금융학 교수이며, 자본시장, 주식가치평가 및 증권분석의 권위자
- 리우 박사의 연구는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ccounting Review, the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등 우수 학술지에 개제되었음. 이러한 성과에 대해 CKGSB로부터 우수연구상, UCLA
- 앤더슨 스쿨로부터 Eric E. Juline Research Award, Review of Accounting Studies로부터 바클레이투자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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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동아국제금융포럼
Dong-A International Finance Forum 2013

글로벌 환율전쟁과 한국의 대응
Global Currency Wars and Korea’s Financial Strategyategy
일 시

2013년 5월 31일(금) 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장 소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2층 크리스털볼룸

참석자

정부 당국자, 금융기관 및 기업 임원진, 학계 500여 명

주요연사

쑹훙빙(宋鴻兵)
중국 환추 재경연구원장
-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화폐전쟁>의 저자.
-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 명성을 얻음
- 2009년 미국 비즈니스워크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40명 가운데 한명으로 꼽음

제임스 리카즈(James Rickards)
<Currency Wars> 저자
- 전미 베스트셀러 <Currency Wars>의 저자
-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The Death of Money>의 저자
- 고문, 투자 자문 / 씨티은행 고위직
- 미국 국가정보국장실, 국방부장관실 자본 시장 자문
- West Shore Funds 고위급 글로벌 전략 구축 전문가

사카키바라 에이스케(Sakakibara Eisuke)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특별초빙교수
- 금융위기가 아시아를 휩쓴 1990년대 후반 일본 외환정책 사령탑을 맡아 단호한 대응으로 강한 인상을 남김
- 엔화를 연착륙시키는데 성공하며 ‘Mr. Yen(미스터 엔)’이라는 별칭을 얻음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