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B CL 포럼 (Creative Leadership Forum)
Exploring Industries For Your Future!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대선배들과 나의 미래를 토론하다
산업의 이해, 진로탐색의 기회 , 창의성과 현장성 체험
연세경영은 CL포럼으로 업계 선도자들과 함께 하는 산업군별 주제특강과 토론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핵심산업으로의 취업이나 학계로의 진입, 또는 창업 등 다양한 진로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로 탐색의 장을 제공,
직군 현황 및 이슈 공유

해당 업계와 학생의
활발한 네트워킹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젊은 선배와의 교류를
통한 커리어역량 강화

동종업계 동문들의
네트워킹으로 확대

프로그램

학생들에게 관심 많은 산업군별 주제특강 포럼을
진행합니다.
 3,4학년 학생들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자
산업별 커리어멘토링을 확대 운영하고자 함에
산업별 CL포럼을 운영합니다.
 국제적인 감각과 창조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회적

 일시 : 연 2회~4회
 참여학생: 연세대학교 전체 학생
 프로그램 구성
1부: 주제 강연 (1~3인 연사)
2부: 커리어간담회 (5인 내외 패널)
 주관: 연세대 경영대학
해당 산업군 유관 단체
후원: 경영대학 유관 학회

책임을 강조하는 성공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의 밖의 산업별 경영현장 체험을 제공합니다.
 경영대학, 해당주제 유관 단체, 유관 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심층적인 진로 커리어탐색 포럼입니다.

연사 및 패널의 참여 내용
 주제 강연 연사 참여

 커리어패널간담회 참여 및 추천

For more information
양정미 CLC주임교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02-2123-5459
jmyang@yonsei.ac.kr
Yonsei
School of Business
http://cob.yonsei.ac.kr/app/undergraduate/clc/forum.html

YSB CL 포럼 (Creative Leadership Forum)
회차

연도

산업

(1부) 기조연설

1회

2008

투자은행 (Investment Banking)

양호철 Morgan Stanley 대표, 박의헌 A.T.Kearney 부사장,Goldman Sachs, Morgan Stanley, JP Morgan, Macquarie, UBS, Citi
group, Credit Suisse, 산업은행, 삼성증권
윤만호 산업은행 이사

2회

2008

경영컨설팅 (Management Consulting)

유중원 A.T.Kearney 부사장, 왕중식 Corporate Value Ass 강성주 McKinsey&Company Consultant, 최영환 Monitor Group Sen
ociates Partner
ior Consultant

3회

2009

공직 (Public Service)

이건춘 건설교통부장관, 이규홍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현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4회

2009

공인회계사 (CPA)

송 자, (전)연세대학교 총장, 김홍기, 삼일회계법인 부대표,삼일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금융감
이정선, AIA Korea감사부 상무
독원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우리투자증권

5회

2010

법조계 (Legal Service)

이영대 법무법인 수호 대표변호사, 곽명철 법무법인 광장
(Lee&Ko) 파트너 변호사,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 서울대, 연세대 Law School 재학생 동문
학원 부원장

6회

2010

미디어산업 (TIMe Industry)

김수길 중앙일보 부발행인, 이승봉 Prain 대표이사

제일기획, Innocian, Prain, Burson-Marsteller, Fleishman-Hillard, MB
C, 동아일보, NHN

7회

2010

공인회계사 (CPA)

김만수 삼정회계법인 대표, 허용석 관세청장

삼일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금융감
독원

8회

2011

여성커리어 (Women Career)

김지희 Studio Cross Culture CEO, 김정아 KB 자산운용
파생상품팀 과장, 엄윤미 McKinsey 컨설턴트

주민혜 LG전자 해외마케팅팀 과장, 오혜정 삼일회계법인 Tax본부
공인회계사

9회

2011

공인회계사 (CPA)

김홍기 삼일회계법인 대표, 정만원 SK 그룹 부회장, 한영 금웅감독원,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
혜 보고펀드 CEO
법인

10회

2011

창업 (Entrepreneurship)

고 산 TIDE Institute 대표

유한익 Coupang, 이종대 TREUM, 최 영 Nooslab, 원준호 Delight

11회

2012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이태희 고용노동부 국장 인력수급정책관

유항제 SK행복나눔재단 사회적기업총괄본부장, 이영구 더사랑대표

12회

2012

외국계기업 (Foreign-Affiliated Co.)

이상협 P&G, 이혜림 Esteelauder, 정은혁 3M, 홍유빈
P&G

이상협 P&G, 이혜림 Esteelauder, 정은혁 4M, 홍유빈 P&G

13회

2013

CEO 포럼 (CEO Forum)

금융 / 이재우, 보고펀드 대표, 리더십 / 이희성, 인텔코리 창업 / 표철민, 위자드웍스 대표, CSR / 이기대, 아름다운가게 상임
아 사장, 인문 / 이장우, Idea Doctor박사
이사, 인재상 / 정영민, 한국관광공사 팀장

14회

2013

금융토크 (Finance Talk)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권선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권선주 IBK기업은
IBK기업은행 부행장, 지상돈 JP Morgan Chase Seoul 대
행 부행장, 지상돈 JP Morgan Chase Seoul 대표
표

15회

2013

법조계 (Biz-Law)

법무법인 태평양 노영보 대표변호사

16회

2013

금융계 (Finance Career)

이혁재 Pine Tree Private Equity, 김정수 Mirae Asset Glo 유의형 Samsung Securities Research Division, 백운용 Merrill Lync
bal Investments
h Equity Research Division

17회

2014

투자은행 (Investment Banking)

고준흠 Barclays Hongkong 대표

고준흠 Barclays Hongkong 대표

18회

2014

국책은행 (Government-Run Bank)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연세동문회

19회

2014

창업 (Entrepreneurship)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박항기 메타브랜딩 대표, 정도현 라파스 대표, 김미균 시지온 대표,
윤자영 스타일웨어 대표, 이종대 TREUM 이사, 원준호 COMOVE 대
표

20회

2015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Peter Thiel Paypal 창업자

Peter Thiel Paypal 창업자

21회

2015

미디어언론 (Media Industry)

김수길 JTBC 사장

매일경제, MBC, CJ E&M, YG

22회

2015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박은관 시몬느 회장

박은관 시몬느 회장

23회

2015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블레이크 마이코스키 TOMS 창립자

김형수 트리플래닛 대표, 임동준 TOMS KOREA 이사 특별 대담

24회

2015

창업 (Entrepreneurship)

임진석 Yellowmobile 최고전략책임자

임진석 Yellowmobile 최고전략책임자

25회

2015

다국적기업 (Multinational Co.)

신우성 한국바스프회장, 이행희 한국코닝대표

이동수 Pfizer Korea 사장 이병남 The Boston Consulting Group 서
울사무소 대표 이수경 P&G Korea 대표 형원준 SAP Korea 사장 홍
준기 UBS Securities Pte. Ltd. - Seoul Branch 대표 박영숙 Fleishma
nHillard Korea 대표

26회

2016

스타트업 (Startup)

잡플래닛 김지예, 코멘토 하진규, 링글 최주영

잡플래닛 김지예, 코멘토 하진규, 링글 최주영

27회

2017

IT융합산업 (IT-Integrated Industry)

최세훈 카카오 부사장

이현채 Facebook, 남수균 Tencent, 홍유빈 Amazon, 홍남호 Kakao

28회

2017

자산운용업 (Asset Management)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CEO

이성규 삼성자산운용, 강현석 대신증권, 김정우 JP모건증권, 김수연
KB증권

29회

2018

조현찬 세계은행 IFC 아태지역 인프라,자원개발 국장 (IF
국제개발금융 (International Developme
조현찬 세계은행 IFC 아태지역 인프라,자원개발 국장 (IFC(Internati
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NR S.Asia & EAP
nt Finance)
onal Finance Corporation) INR S.Asia & EAP Reg. Industry Head)
Reg. Industry Head)

30회

2018

사회공헌컨퍼런스 (CSR Conference)

Updated in January 2019

(2부) 커리어간담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권영국 노동위원장, 삼성물산 법무팀
김상철 변호사

SDG related project presentation (YSB students 이지환 안신기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장, 이명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
이지우 송정환 신수연 이수민)
의회 임팩트평가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