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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유일의 주례 조찬포럼

2. 정관계, 재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국내 최고의 네트워크

3.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프로그램

NSI 수요포럼

since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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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간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국내 최고의 조찬포럼

  (1,000회 실시 - 2019.5 기준)

: 100여명의 각계 오피니언 리더가 참석하는 정보교류의 장

  (총 회원 500여명 - 2019.5 기준)

: 시대를 앞서가는 최고의 연사와 주제

미래를 여는 아침



N
1992년 시작되어 지난 27년간 1,000여회 진행되어 온 대한민국 최고의 고품격 지식포럼으로 매주 수요일 아침 오피니언 리더 80여명이 참석하여,

 각계분야 최고의 전문가의 유익한 특강을 통해 생동감 있는 토론 및 회원 간 정보교류, Networking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주례 조찬포럼입니다.   

다양하고 내실있는 정보 제공 국내 최고의 연사진 수준 높은 회원 네트워킹

1
수요
포럼

2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 네트워크

NSI 수요포럼

5대 핵심분야별
특강과 토론

시대를 앞서가는
최고의 연사와 주제

회원 간
네트워크의 장

1 특징

① 미래 트렌드

② 경제·경영

③ 정치·이슈

④ 과학·기술

⑤ 인문·기타 분야

-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회의원,

   장관·차관 등 고위공직자

- 각 분야의 전문가, 기업의 CEO,

  교수, 언론, 예술인 등

- 국내 산업현장 시찰 및 국내외 문화탐방

- 연구원 진행 각종 토론 및 심포지엄 등 무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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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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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주요 연사

4 참석 안내

반기문
前 UN사무총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

최재원
다음소프트 이사

홍창형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김현아
국회의원

차석용
LG생활건강 대표이사 사장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 9시

(매년 38여회 진행, 동·하계 방학제외)

전국은행연합회관 16층 뱅커스클럽 

(당일 3시간 무료주차)

    7:00 ~ 7:30  조찬

    7:30 ~ 8:30  강연

    8:30 ~ 9:00  질의응답
< 계좌 안내 >   KB국민은행 378801-01-119445

< 문          의 >  Tel. 070-4115-7799   Fax. 02-780-4151   E-mail. nsi21@nsi.or.kr

3 회비 안내

일시

장소

진행

100 만원

170 만원

400 만원

500 만원

임직원 3인 무료

임직원 5인 무료

회별 3만원

무료
개인 회원

분류 연회비 수요포럼 참가비

법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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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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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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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를 만드는 힘

연구공론화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선별 연구하고, 연구 결과물들이 실제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술적 접근을 지양하고 ‘공론(公論)의 장’에서 국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채택하여 사회적 Impact를 추구합니다. 

분야별 전문가 그룹 및 언론과의 협력을 통한 세미나 개최, 온·오프라인 토론회, 각종 서베이, 오프라인 캠페인 등 대국민 공론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 건전재정포럼 (2012~현재)

- 한국사회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한가? (중앙일보 보도)

- 신정부, 재정개혁 대청소 할 때 됐다. (중앙일보, 한국경제, 연합뉴스 보도)

- 중장기 재정건전성 대책 시급하다. (중앙일보 보도)

- 지방교육재정, 이대론 안 된다. (중앙일보 보도)

- 국가 재정 제대로 쓰자 (한국경제 보도)

■ 최근 정책토론회 주제 (201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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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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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세대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차세대 오피니언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 및 공론화

2 토론학교 차세대 오피니언리더 College (2011~현재)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청년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안 제시 (정책보고서 발간)

- 건전재정의 중요성을 알리는 對 국민 공론화 활동 (온·오프라인)

3 대학생 건전재정 가디언즈 (2013~현재)



시니어 교육

100세 시대

7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행복한 시니어를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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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기술 발전과 은퇴자들의 지속적인 증가로 새로운 형태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①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  ② Mind UP (자존감/자신감)  ③ 4차산업혁명 시대, 시니어 역할 모색  ④ 시니어 신문화 창출  ⑤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설계 등의 

차별화된 교육 및 지원활동을 통해 제 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시니어 교육입니다.

3
시니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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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 교육

-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개최 (1일, 2강)

-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며, 변화와 도전을 통해 행복한 삶을 목표로 하는 월례 강연 프로그램

1 시니어 행복학교

인생 2막
제2의 전성기 시작

제2의 교육혁명

학습과 교류

준비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초고령화 사회의
시니어 역할 재조명

변화

100세 시대,
도전이 젊음이다

경험과 열정으로

나를 재발견

도전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설계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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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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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시대에 걸맞는 사회 제도와 의식개혁을 위한 공론화활동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경험과 지식을 공유·나눔하는 봉사활동

- 건강, 취미, 여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유와 교류를 통해 행복한 삶을 추구

2 SA (Senior Achievement)

- 제 2의 경제활동을 위한 일자리, 창업(창직), 자격증, Trend, IT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및 정보 제공

- 부부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인생 3모작 설계 프로그램 

3 5060 (부부)은퇴학교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시니어에게도 의무교육 원칙을 적용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을 통해

  누구나 제 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4 Senior Academy



창의·인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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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행복한 시니어를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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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성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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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인성 교육

미래 인재의 핵심역량인 창의성과 인성을 융합·계발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 교육으로,

유아교육기관과 교사의 인식확대, 가정과 지역사회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창의·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활동입니다.

1 학부모 공개강연회

부모가 바뀌어야 자녀가 바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도시 순회, 연 4회 실시

주제

장소

2 동네카페 토크콘서트

궁금해요! 행복한 우리 아이 교육

지역별 동네카페, 월 2회 실시

주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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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복든든 아빠학교

좋은 아빠, 지혜로운 아빠, 행복한 아빠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 연 2회 실시

주제

일시

3 창의·인성 캠프

예정 교육 프로그램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창의·인성 실천교육’

창의·인성 테마별로 매년 1회 실시 (6월 or 10월)

주제

일시

4 유치원 교사 창의·인성 연수

유치원 교사 대상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육 및 실습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어린이집)

주제

대상

4
창의·인성

교육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은 국가경영과 경제운영의 선진화 방안을 연구·공론화하고 새로운 국정 운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되었으며, 정부보조 없이 운영되는 순수 독립 민간연구기관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비판과 건전한 대안을 모색하고 변화를 이끌어갈 미래세대 양성을 위해

① 국가경영과 경제운영 혁신을 위한 ‘연구·공론화’   ② 국내 최고의 지식네트워크 ‘NSI 수요포럼’ ③ 전 세대를 아우르는 ‘NSI 통합 교육센터’

④ 차세대 오피니언 리더 양성 (대학생 토론학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3

2005.05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공론화 프로젝트

2005.01        중앙일보 공동기획 일자리 창출 공론화 프로젝트

2004.05        국가경영전략포럼 발족

2003.12        동아일보 공동기획 정치개혁 공론화 사업

2002.12        중앙일보 공동기획 대통령, 성공하려면 공론화 사업

2002.11        JA KOREA (Junior Achievement Korea) 창립

2001.11        조선일보 공동기획 정책공론화 프로젝트 Why not 사업

2000.03        월간조선 공동기획 월간 대토론회 사업

1998.03        차세대지도자 국제 교류사업 발족

1995.03        MBC 공동기획 정책 대안 공론화 프로젝트 대전환21 사업

1992.06        수요포럼 발족

1991.09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설립

2019.05        제 9대 김병일 원장 취임

2018.04        한국자산경영포럼(KAMF) 발족

2018.01        시니어 행복학교 개설

2017.08        동네카페 학부모 토크콘서트 런칭

2017.07        두근두근 부모학교 런칭

2014.11        NSI 미래트렌드 교육 과정 개설

2014.10        SA (Senior Achievement) 창립

2014.09        대학생 토론학교 - NSI 차세대 오피니언리더 College 개설

2014.05        NSI 통일 비즈니스 과정 개설

2014.01        제 8대 최종찬 원장 취임

2013.07        NSI 대학생 건전재정 가디언즈 출범

2012.09        건전재정포럼 출범

2011.08        NSI 대학(원)생 칼럼단 발족

2009.12        녹색투자한국포럼(GIFK) 발족

HISTORY

5
NSI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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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역대 원장

이 사 장

강경식 (前 경제부총리)

제 9대 원장

김병일 (前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정 동 수(前 환경부 차관)제 7대 원장

최 종 찬(前 건설교통부 장관)제 8대 원장

양 수 길(前 OECD 대사)제 6대 원장

김 태 준(前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제 5대 원장

한 이 헌(前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제 4대 원장

김 인 호(前 무역협회 회장)제 3대 원장

황 창 기(前 은행감독원장)

진     념(前 경제부총리)

제 2대 원장

초대    원장

이사 고문

김길연 前 국제피플투피플(PTPI) 한국본부 총재, 서경대 교양학부 교수

김형진 세종그룹 회장

손삼수 (주)웨어벨리 대표이사

이상윤 (주)농심 고문

이승웅 (주)구기물산 회장

이윤수 (주)KCTC 고문

이장우 (주)스펙스 회장

전용배 (주)DTR 회장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

김태준 前 JA KOREA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손병두 호암재단 이사장

양수길 한국뉴욕주립대학교(SUNY Korea) 석좌교수

오종남 JA KOREA 회장

정동수 前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최종찬 건전재정포럼 대표 (前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감사

신용인 (주)세아홀딩스 감사 (前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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