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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들의 

민간 싱크 네트워크(Think-Networ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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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이사장 | 강경식 (前 경제부총리) 

원   장 | 최종찬 (前 건설교통부 장관) 

이  사

구형우 한송산업㈜ 회장

김길연 국제피플투피플(PTPI) 한국본부 총재

김영배 남도정보통신㈜ 회장

김형진 세종그룹 회장

손삼수 ㈜웨어벨리 대표이사

이상윤 ㈜농심 고문

이승웅 구기물산㈜ 회장

이윤수 ㈜KCTC 고문

이종휘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전용배 DTR㈜ 회장 

고  문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태준 JA Korea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손병두 호암재단 이사장 

양수길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정동수 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감  사

신용인 성균관대 초빙교수,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후  원

일시불 후원 / 정기·소액후원

 

결제방법: 계좌이체 / 핸드폰 결제 

후원계좌: 외환은행 630-007497-815 예금주: (재)국가경영전략연구원 

후원문의: 02) 786-7799

후원금은 NSI 연구·공론화 활동 등에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기부금은 관련 세법에 의해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처리 및 소득공제 처리됩니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이사장 및 역대 원장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은 1991년 설립되었으며, 정부보조 없이 운영되는 순수 민간 연구기관으로 

회원들의 회비와 뜻있는 독지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NSI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자유로운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으로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1. 국가경영과 경제운영의 혁신을 위한 사회 시스템, 정책·제도 및 의식개혁 과제 연구와 공론화 활동

2. 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사회 참여 활동 지원 

3.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시니어단체 SA(Senior Achievement) 활동 등

대한민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대안을 모색 하고자 합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한 NSI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National Strategy Institute

주요 연혁

1991. 09 | 강경식 이사장 (재무부 장관, 경제부총리 역임) 취임 

1991. 11 | 사단법인 인가 (경제기획원) 

1992. 06 | 수요정책포럼 발족 

2001. 11 |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 및 WhyNot 사업 출범

2004. 11 | 청소년 경제교육 사업 시작 (JA Korea) 

2011. 03 | 재단법인 전환 (기획재정부 인가) 

2011. 08 | NSI 정책광장 대학(원)생 칼럼단 발족

2011. 12 |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및 심포지움 개최

2012. 09 | 건전재정포럼 발족

2013. 07 | 대학생 건전재정 가디언즈 사업 시작

2014. 09 | 차세대 오피니언리더 활동 시작

2014. 10 | Senior Achievement (SA)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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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여는 아침 NSI 수요포럼
NSI 수요포럼

1992년 시작된 NSI 수요포럼은 25년 동안 900여회 진행되어 온 대한민국 최고의 고품격 지식포럼입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100여명의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하여 초청연사의 유익한 특강을 듣고 열띤 토론을 펼치는 

국내 유일의 주례 조찬 포럼입니다.

5대 핵심분야별 특강과 토론

①미래 트렌드 ②경제·경영 ③정책·이슈 ④과학·기술 ⑤인문·기타 분야를 번갈아 가며 주제 선정

매주 진행하기 때문에 월례 CEO 포럼 5개를 한꺼번에 듣는 효과

* 많은 기업에서 임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진

주요 강연자 (2014-2016)

수준 높은 회원 네트워크

한국은행, 삼성전자, CJ, 두산중공업, KB금융지주, 신한금융 등 70여개의 법인회원사

국내외 기업 CEO 및 임직원, 전현직 고위 공직자 등 각계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500여명의 회원들

깨달음과 화합의 커뮤니티 활동

회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역사문화탐방 및 해외 문화 탐방을 실시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포럼, 세미나 및 교육에 무료 참여(선별적)

기타 등산회, 화목회 등 소모임을 통한 활발한 교류

포럼 진행 장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7시~9시 서울 명동 소재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동하계 방학을 제외하고 매주 진행 (연간 40여회) 

07:00~07:30 조찬 문의

07:30~08:30 강연 NSI 교육사업부 (☎070-4115-7799)

08:30~09:00 질의응답

안철수 국회의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배철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송길영 다음소프트 부사장

최재천 국립생태원 원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변화를 만드는 힘 연구공론화
국가운영전략에 대한 각종 연구와 시대에 필요한 Agenda Setter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학술적 접근을 지양하고 ‘공론(公論)의 장’에서 국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 채택하여 이를 통한 사회적 Impact를 추구합니다. 

언론과의 협력을 통한 세미나 개최, 온·오프라인 토론회, 각종 서베이 조사, 오프라인 캠페인, 이벤트 등을 활용한 

대국민 공론화 활동을 진행합니다.

‘건전재정포럼’ (2012~)

-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자 재정 분야 전직 경제관료, 전·현직 언론인, 재정학자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   

-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한 각종 정책제안 및 공론화 활동 

- 국정운영의 주요 현안들에 관한 미래지향적 토론의 장 마련

‘차세대 오피니언리더 College’ (2011~ )

- 청년세대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차세대 오피니언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 및 공론화(언론, 온라인)

‘대학생 건전재정 가디언즈’ (2013~)

- 국가 예산 낭비사례 발굴 및 모니터링 활동 (정책보고서 발간)

- 건전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對국민 관심제고를 위한 공론화 활동

‘20대 모바일 패널’ (2015~ )

- 20대 청년들로 구성된 모바일 여론조사 패널그룹. 

-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20대의 생각을 모아 사회에 전달 (언론, SNS 활용)

백세시대 참여마당 Senior Achievement

시니어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SA 창립취지 (Mission)

선진국에서 은퇴란 ‘자유’, ‘만족’, ‘행복’을 의미하는 반면 

우리에게 은퇴는 ‘가난’, ‘외로움’, ‘지루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SA는 100세 시대를 맞아 Senior들의 지식과 

능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봉사와 여가활동을 통해 

의미있는 노후를 이루고자 하는 사회운동입니다. SA는 

대한민국 시니어의 성공적 노후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함께 실천해가자는 취지로 창립되었습니다. SA 회원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SA 지향점 (Vision)

SA 주요 활동 (Activity)

제도개혁·공론화 100세 시대에 걸맞는 사회 제도와 의식 개혁

유익한 정보 제공 매주 시니어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은 뉴스레터 발송 (이메일 + 스마트폰)

평생학습·교육 스마트폰 활용교육, 인문학 아카데미 (건강, 인문, 고전, 커피문화교실 등), 

 재테크 강의 및 상담 (부동산, 주식, 자산관리 등)

커뮤니티 활동  봉사(재능기부), 교육, 여가 취미 등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재테크정보연구모임, 일하는 시니어봉사단, 결혼중매 협동조합 등)

SA 참여

누구나 SA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www.sa100.kr) 회원가입 또는 전화/문자 가입 (☎ 02-786-5090)

* 회원가입시 필요정보 (성명, 핸드폰번호 or 이메일)                      ※ 회원추천 : 개별적인 추천 또는 모임, 단체 명단을 전해주시면 등록해 드립니다.

자활과
상부상조

Along+Together

100세 시대
사회개혁의 구심체

Social Hub

조화로운
공동체

Community

자율형·개방형
운영체제

Open Plat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