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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가?

Technology

Art

Life

Knowledge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전에 정교하게 기획된 스토리에

기술과 예술, 감성을 결합시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깨달음을 전해주는 

‘한국판 TED’ 강연·이벤트·교육 사업입니다.

국내 최고 신문 조선일보의 출판자회사 조선뉴스프레스가 주관

· 미 TED강연처럼 사전에 기획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well-made 강연

· 기업 요청에 따라 시간강좌, 장·단기 연수, 콘서트, 행사, 축제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 디자인·영상·음악·댄스 등 예술과 오락, 스포츠, IT 최첨단 기술과의 콜라보

· 1회성 연사가 아니라 엄선된 One-Source Multi-Use  스타강사 

Chosun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영상·음향·데이터·공간·전송·미디어 등

최첨단 기술 활용

아름다운 음악과 미술, 춤, 퍼포먼스, 디스플레이 등 문화예술의 결합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 우리네 삶과 인생에 초점

기쁨과 공감, 감동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지식의 전파

는

스토리로
세상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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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음악

미술

스포츠

취미

영화

여행

경영

IT

마케팅

리더십

기업브랜드

위기관리

홍보(PR)

커뮤니케이션

마음

건강

성취

가정

사랑

도전

교육

문화 비즈니스

라이프 미디어

국제

안보

한국 

시사

CULTURE BUSINESS

LIFE TOPICS

강연 프로그램

스토리로
세상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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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승

시인

함춘호

기타리스트

장일범

음악평론가

정여울

작가

김물길

여행아티스트

이주향

교수

이미도

외화번역가

석영중

교수

김현정

한국화가

황지원

클래식평론가

• 경희대 국문과 학·석사

• 대한일보·조선일보  신춘문예, 소월시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등

• 작품 ‘서울의 예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등

강연내용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 시인이자, 가장

사랑받는 문인.

스트레스에 찌든 직장인들에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삶에 대한 희망과 긍정을 들려준다. 

1970·80년대 암울한 상황을 슬프고도 따뜻하게 

그려낸 그는 60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소년의 모습

과 감수성으로 일상에서의 사랑, 인간관계, 고통에 

대한 해답을 말한다.

• ‘전인권과 함춘호’로 데뷔

• ‘시인과촌장’

• 한국대중음악 100대 명반 14위 선정(푸른 돛, 

2007)

• 서울신학대 교수(현)

강연내용

토크콘서트   내 일상에 미치는 음악의 힘

세계적인 조각가 프랑코 아다미를 감동케 한 ‘한국

의 전설적 어쿠스틱 기타리스트’는 ‘행진’(들국화), 

'서른 즈음에'(김광석) 등 지난 100년간 대중가요 

베스트를 들려주며 삶과 시대를 이야기한다.

또한 자신의 기타연주곡 ‘새벽’ 등을 들려주며 하루 

24시간 음악이 어떻게 자신의 일상에 기쁨과 활력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지를 설명한다.

• 경희대 미대 

• 세계 46개국 단독 여행

• 국내 그림 여행

• 저서 ‘아트로드’ 등

강연내용

사람의 향기를 그린 22개월 아트로드

스물 네살에 혼자서 2년 가까이 5대륙 46개국을 돌

며 여행길에서 겪은 수많은 사람들과 에피소드를 

400여장의 화폭으로 담아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의 소중함, 용기와 담대함,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됐고, 화가라면 그 사람의 향기, 즉 

마음의 아름다움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

지금도 중국, 중남미 등을 여행하며 기업, 학교에서 

강연도 활발하다.

•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 수학

• KBS 1FM ‘장일범의 가정음악’ MC(현)

• 경희대 포스트모던 음악학과 겸임교수(현)

• MBC ‘TV 예술무대’ MC(현)

강연내용

클래식으로 내 라이프스타일 바꾸기

팝 음악이 젊은 열정과 경쾌한 기쁨을 준다면 클래

식 음악은 인생과 영혼을 즐겁게 해준다. 

20년이 넘는 평론, 방송, 공연MC, 음악 활동을

통해 클래식 음악세계와, 그가 만나본 세계적인

클래식 스타들의 무대 뒤 모습을 전해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생, 사랑, 예술, 행복을 감성적

으로 깨닫게 된다.

• 서울대 국문학박사

• 전숙희 문학상

• ‘세계의 문학’편집위원

• 저서, ‘ 헤세로 가 는 길’, ‘내가 사 랑 한 유럽 

TOP10’, ‘정여울의 문학 멘토링’ 등

강연내용

혼란과 슬픔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는 길

책읽기와 글쓰기, 여행을 좋아하는 그녀는 특히

서양 고전문학과 신화, 종교학에 관한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고 매년 현지 답사 여행을 갔다.

거기서 축적된 지식이 많은 베스트셀러를 냈고 조선

일보·중앙일보 등에 인기리에 연재됐으며, 지금은 

심리학과 문학을 연결해 인간의 본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 이화여대 철학박사

• 수원대 철학과 교수 (현)

• ‘저서, ‘사랑이, 내게로 왔다’, ‘이주향의 치유

       하는 책읽기’, ‘나는 만화에서 철학을 본다’ 등

• 조선일보, KBS 등 매스컴 활동

강연내용

'피로사회'에서 ‘인생 똑바로 사는 법’

그리스 신화, 서양 철학사, 미술사를 꿰뚫고 있는

그녀는 난해한 철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영화,

만화, 문학, 고전, 그림 등과 접목시킨 강의와 저술, 

매스컴 활동으로 유명하다.

성취에 매달려 지치고 소진된 ‘피로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나를 만나는 시간’으로 초대한다.

• 미 오하이오 주립대 노문학 박사

• 고려대 노문과 교수(1991~)

• 한국러시아문학회 ,슬라브학회 회장

• 백상번역문학상,푸쉬킨 메달 수상

강연내용

당신 마음 속의 이중성을 바라보라

러시아 문호들의 실제 삶을 통해 작품을 재해석한 

저서 <도스토엡스키, 돈을 위해 펜을 들다>, <톨스

토이, 도덕에 미치다>, <뇌를 훔친 소설가> 등은

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됐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살아 숨 쉬는 인문학’을 대중

에게 전하고 있는 그녀를 통해 인간의 본성, 자유의

지 그리고 신의 존재를 음미해본다.

• 서울대 동양화·경영학과 

• 개인전 ‘내숭 올림픽’,  최다 방문객 기록

•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개인전

• 조선일보,MBC 등 언론활동

강연내용

한복입고 골프치는 ‘한국화 아이돌’의 고백

그녀를 세상에 알린 '내숭'시리즈는 자기 내면의

상처를 소재로 그린 그림으로 마치 19세기 김홍도의 

풍속화, 20세기 앤디 워홀의 상업주의 미술, 21세기 

디지털기술과의 콜라보가 느껴진다. 

대중과 콜렉터의 입장에서 미술을 바라보고 투자

하며 보관하는 법 등 폭넓은  예술의 향유방식도

알려준다. 

• 한국외대 스웨덴어학과 졸, 미 일리노이주립대 

광고커뮤니케이션

• ‘반지의 제왕’ 시리즈, ‘식스 센스’, ‘인생은

      아름다워’ 등 헐리우드 영화 470여편 번역

• 전경련·삼성·LG·코오롱그룹등에 출강

강연내용

헐리우드의 상상력을 경영에 활용하라

청소년기때 문학과 영화에 빠지고 공군 장교 시절 

영어를 가르치다 영화 번역가의 길을 걷게 됐다.

세계 3대 애니메이션 제작사이자 창조기업인 월트 

디즈니, 드림웍스, 픽사의 작품을 번역하면서

그들의 창조적 상상력의 원천인 예지력(Vision),

창의력(Creativity), 소통력(Communication)의 

힘과  메카니즘을 터득하게 됐다.

• 고려대 법대 졸

• 예술의 전당 등에서 클래식 및 오페라 강연

• 조선일보 ‘황지원의 오페라와 도시’ 칼럼 등

      신문·방송활동 

• 저서 ‘오페라 살롱’ 등

강연내용

당신에게 보내는 위로와 힐링 콘서트

스트레스에 찌든 직장인들에게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등이 남긴 명곡을 선사하고 음악 속에 

숨어 있는 그들 인생 역정의 명과 암을 살펴본다. 

또 베르디와 푸치니, 바그너 등의 대표적인 명작

오페라를 감상하며 따뜻한 정서적 위로와 창의적 

자극을 느껴보면서 19세기 유럽인들의 생활과

정서도 탐구한다.

강연자 소개

문
화

스토리로
세상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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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프로바둑기사

이한주

치과의사

엄홍길

산악인

마가

스님 

김미경

인생 컨설턴트

이우경

교수

홍창진

신부

성열홍

교수

윤지민

관광전문가

이금형

전 부산경찰청장

김창호

산악인

이주연

목사

• 성균관대 한문학과 대학원 

• 프로입단(1996)

• 프로기사회 회장(2013∼2016)

• ‘이세돌 vs 알파고'의 대결 중계 등   TV서 17년

 바둑 해설 

강연내용

빌 게이츠와 손정의는 왜 바둑에 미쳤나

빌게이츠, 손정의같은 세계적 IT 기업인들이 바둑

광이며, 구글이 바둑을 통해 자신들의 신기술을

알리는 이유는 뭘까.

한국 프로바둑계의 여걸은 바둑과 관련된 도(道), 

철학, 인생을 논하고, 생존과 성공전략을 가르치며, 

상대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기술을 잔잔하게

설명한다.

• 경희대 치의학 박사, 미 로체스터대 방문교수

• 고려대·성균관대·중앙대 외래교수

• 대한스포츠치의학회장·태릉선수촌 주치의 

• 이한주 치과 원장(1987~)

강연내용

치의학을 스포츠•뇌 과학에 접목한 개척자

치아가 손상되면 운동선수의 파워가 급격히 떨어지

며 근골격계 이상으로 통증이 심해지고, 노인들에

게는 치매가 빨리 온다.

반대로 치아상태가 좋으면 뇌와 신체 활동이 활성

화돼 기억력 증진, 치매 예방, 자율 신경계 활성화 뿐 

아니라 각종 통증완화와 스포츠 선수들의 파워도 

증진된다.

• 연세대 음대 졸

• KBS의 ‘아침마당’, tvN ‘김미경쇼’ 등 방송출연

• W. insights 대표 (현)

• 저서, ‘김미경의 드림온’ 등 다수

강연내용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가 전하는 인생 강좌

스타 CEO들의 스피치 선생님, 기업교육 강사, 컨설

턴트, 라이프 코치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원래 음악에 스피치를 접목한 ‘아트 스피치’로

시작해 이후 <언니의 독설>,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와 방송출연으로

청소년부터 직장인,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넓은 팬을 확보한 ‘국민강사’다.

• 이화여대 심리학 박사

• 용인정신병원 임상심리과장

• 서울사이버대 상담심리학 교수 (현)

• 저서, ‘머물고 싶은 남자, 떠나고 싶은 여자’,

       ‘아버지의 딸’ 등 

강연내용

가정•직장인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법

정신병원에서 13년간 마음 아픈 사람을 치유해온 

그녀는 최신 심리검사 기법을 통해 ‘내 마음’을

읽고, 직장인의 스트레스 관리, 부모·자녀 관계,

부부, 중년심리,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증

을 상담치유한다. 특히 세계적 명상전문가 존 카밧

진교수의 ‘마음챙김 명상법’(MBSR: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권위자다.

• 한국외대·경희대 체육학 박사 수료

• 1985~2007 히말라야 고산등반

• 대한민국 산악대상, 체육훈장 거상장·맹호장

      ·청룡장

•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현)

강연내용

완벽한 팀워크로 위기를 극복한다

22년간 38번의 도전을 감행, 아시아 최초·세계 8번

째 히말라야 8000m급 14좌 등 16좌 완등에 성공

했지만 그 과정에서 후배 6명과 세르파 4명을 잃었

고 자신도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어야 했다.

그의 파란만장한 도전 스토리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공포, 용기, 인내, 사랑, 배려, 리더십, 지혜에 

대한 깨달음을을 준다.

• 중앙승가대·한신대 

• 천안 만일사 주지, 동국대 정각원 교법사

• 자비명상이사장 (현)

• 불교 TV ‘마가스님의 마음톡, 그래도 괜찮아’

       진행 (현)

강연내용

화! 어쩌란 말이냐! – 나를 바꾸는 생활명상

속리산에서 입산수도 후 미얀마, 프랑스, 인도에서 

수행하면서 자신의 기구한 운명 속 미움과 분노를 

극복한 선승이자 학승. 

자주 욱하고 화내며 짜증내고 온갖 잡념 속에 사는 

우리네에게 특유의 유머 섞인 강연과 함께 명상의 

세계로 이끌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활기

와 행복을 충전시켜준다. 

• 이화여대 국제학부, 미 남가주대 문화관광정책 

석사

• 서울시청 한류관광 주무관

• 대한민국인재상 (부총리상)

• 리얼관광연구소장(현)

강연내용

관광 스타트업 사업 대표로서의 꿈  

세계 GDP의 9%를 차지하고 일자리 11개중 1개를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산업’ 관광이 내 비즈니

스·사회·국가에 접목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하에서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진짜 관광’

을 배우기 위해 260일동안 19개국을 돌며 150명

이 넘는 관광전문가들을 만나면서 관광이 사람들

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배웠다. 

• 고졸 순경 임용

• 마포경찰서장, 광주경찰청장, 경찰대학장 

• 동국대 경찰행정학 박사

• 저서, ‘공부하는 엄마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강연내용

고졸 순경에서 여성 최고 ’슈퍼캅’ 되기까지

흙수저 출신으로 금녀의 조직에서 바닥부터 출발

해 여성 경찰로서 최고위직인 치안정감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엄청난 내공과 경쟁력이 쌓이게 됐다. 

그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 본  어린 딸 셋은 이후

최연소 행시합격, 카이스트대 박사, 치과 의사로

각각 성장했다. 

그녀의 인생 철학, 승진 비결, 공부 방법, 자녀 교육

의 노하우를 들어본다.

• 수원 율전동,인계동, 과천 별양동 주임신부

• TV드라마, 뮤지컬, 오페라 등에 출연

• 장애우 어린이 합창단 ‘에반젤리’공동대표

• 광명성당 주임신부 (현)

강연내용

"인생,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삽시다"

인생 멘토가 넘치는 시대지만 결국 끝은 다 ‘내가

잘해야되고,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는 결론뿐이다. 

그러나 ‘괴짜 신부’ 홍창진은 교과서식 정답 대신

현실적이고 속시원한 돌직구 답변을 들려준다.

개그맨 못지 않은 입담과 음주가무를 겸한 타고난 

끼로 종교와 문화의 ‘콜라보’를 주장하는 '세속에

사는 구도자'다.  

• 미 뉴욕공대 석사, 경희대 미디어경제학 박사

• 제일기획·삼성영상사업단·휴맥스 미디어·CJ

      디지털미디어본부장, 경기콘텐츠진흥원장

• 홍익대 홍보실장 겸 시각디자인학부 교수(현)

강연내용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공략하는 新경영전략

케이블 방송 등 뉴미디어 분야가 전공이었으나 이젠

디지털 미디어, IT, 디자인, 스토리텔링, 브랜드 마케

팅, 광고 등 전천후 미디어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미국의 미디어 산업이 영화·엔테테인먼트·광고·

게임·캐릭터까지 아우르는  종합콘텐츠산업으로

바뀐 과정을 보여주며, 빅데이터와 감성과 아트가 

결합된 기업경영과 문화산업에 대해 탁월한 혜안을 

전해준다.

•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 세계 8000미터급 14좌 무산소 등정

 (최단기간·7년10개월)

• 5000~7000미터급 7개 봉우리 세계 최초 등정

• 대한민국 산악대상, 체육훈장 청룡장 

강연내용

내가 안가본 길(‘죽음의 지대’)을 가는 이유

지도에 없는 빙하를 발견할 때, 길이 끊어진 곳에

도달했을 때, 아무도 안가본 고봉을 만났을 때 자신

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항상 남이 안가본 길을 개척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 

내면의 깊숙이 숨겨진 길을 찾는 과정이요, 정상을 

정복하려는 마음은 결국 자기 마음을 정복하는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그의 철학적 견해다. 

• 감리교 신학대졸,  샌프란시스코 신학대 박사수료

• ‘기독교 사상’ 주간

• 2006년부터 노숙인 자활 운동

• 산마루교회 목사(현)

강연내용

노숙자 사역을 통한 영성이 주는 편지

노숙자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자활과 희망의 길

로 이끄는 사역을 해오면서 깨달은 생각을 ‘산마루 

서신’이란 이름으로 매일 아침 방송과 인터넷, 이메

일로 전달한다. 

그의 북악산 골짜기 흙담집 ‘산마루골’에서 열리는 

영성훈련모임에선 ‘인생을 어떻게 하면 비우고

살 것인가’에 대해 깊은 성찰을 던진다.  

라
이
프

비
즈
니
스



10     |     조선토크 Chosun Talk    |     11

유재웅

전 해외홍보원장

박승준

언론인

이랑주

비쥬얼 머천다이저

유용원

언론인

민병돈

전 육사교장

선우정

언론인

이함준(이순천) 

전 외교안보원장

김광일

언론인

박재연

대화교육자

신각수

전 주일대사

권오용

기업인

김장환  

전 광저우총영사

• 행정고시(23회) ,공보처 홍보·기획·방송·신문

      과장, 국정홍보국장,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 을지대 홍보디자인과 교수(현)

• 저서:‘한국 사회의 위기사례와 커뮤니케이션

      대응방법’, ‘이미지 외교’ 등 

강연내용

성공하는 기업, 위기관리가 좌우한다

관료생활 29년간 4명의 대통령 밑에서 청와대와

공보처를 오가며 오직 국정홍보, 신문방송정책,

위기관리 업무를 다뤘고 마지막 4년은 해외홍보원

장으로 국가홍보 및 브랜드 관리를 해왔다.

이후 대학강단에서 민간기업의 홍보, 이미지, 위기

관리를 연구하면서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국내

최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 서울대 중문과 졸, 고려대 정치외교학 박사

• 조선일보 홍콩·베이징 특파원, 국제부장

• 인천대 중국학과 초빙교수(현)

강연내용

굴기하는 중국, 쇠락하는 한국

평생 중국만을 바라보고 살은 조선일보의 대표

‘중국통’의 이야기는 최근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중•미간에 펼쳐지는 파워게임 속에서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중국 개혁개방의 현장과 최근 스토리,  직접 만난

장쩌민, 주룽지 등 전·현직 중국 지도자들을 통해

중국 공산당 정치의 어제와 오늘, 지난 한·중 관계 

100년을 알아본다.  

• 휘문중 3학년 때 한국전 참전

• 육사 15기 졸

• 육군 20 사단장, 정보참모부장, 특전사령관 역임

• 경민대 석좌교수

강연내용

좋은 지휘관  vs  나쁜 지휘관

노태우 대통령 앞에서 북방정책을 비판해 옷을

벗은 ‘진짜 군인’은 평생 철저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살고서도 별 셋까지 오른 이다.

6.25, 베트남전 등 전쟁터와 군대에서 겪은 생생한 

사례를 통해 지휘관들 군상과 리더십, 승패 분석과 

강군(강한 조직) 비결 등을 전해주며 이 모든 것이 

평소 자세와 단련, 인격 수양에서 비롯됨을 설명해

준다. 

• 연세대 사학과

• 조선일보 일본특파원, 위클리비즈 에디터,

      주말뉴스부장, 국제부장, 논설위원(현)

• 저서, ‘일본, 일본인’ 등

강연내용

조선일보 ‘일본통’의 12만 ㎞ 현장 리포트

종종 고개를 숙이고 도쿄를 걷는다. ‘대체 어떤 노동

자들이 이렇게 블록을 맞췄을까’ 감탄한다. 그러나 

서울에선 ‘어떻게 이따위로 맞췄을까’ 분노한다.

바로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차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성의 차이가 훤히 보인다.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은 결코 일본과

같은 수준에 오를 수 없다.

• 동서대학교 디자인학 박사

• 이랜드·현대·롯데백화점 VMD 

• 이랑주 VMD 연구소 대표

• 저서, ‘좋아보이는 것들의 비밀’ 등 

강연내용

상품 운명을 바꾸는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무엇이 '좋다'라고 느끼는 것은 오감을 통한 본능적 

판단이다. 그러나 그 아래 숨어있는 치밀하고

과학적인 법칙들을 파악하면 똑같은 물건도 10배

로 팔 수 있다.

명품 백화점부터 전 세계 전통시장까지 VMD(매장 

설치 디자이너) 경험에 정통한 그녀는 그 노하우를 

교보문고, LG전자, 하이마트, 총각네 야채가게 등 

유수 기업들과 지자체들에게 전수했다.

• 서울대 경제학과 졸

• 조선일보 국방부 출입기자(1993~) 

• TV조선 ‘북한 사이드 스토리’ MC(현)

• 저서: ‘무기 바이블 1~5‘, ’북한군 시크릿 리포트’ 

등

강연내용

평상시 리더  vs  유사시 리더

26년 기자 생활 내내 국방 분야만 취재해 ‘대한민국 

최초·최장·최고의 군사전문기자’로 불린다.

군사전문 웹사이트 ‘유용원의 군사세계’는 하루

7만, 누적 방문자 3억명이 넘는 국내 최대다.

세계 각국의 최첨단 국방과학기술, 방위산업, 무기

체계는 물론 지휘관, 리더십, 군대조직, 북한문제에 

대한 그의 지식은 ‘국보급’이다. 

• 한양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 국제아동인권센터  강사

• 두산, 삼성, 현대자동차 등 기업 출강

• 저서, ‘사랑하면 통한다’ 등 

강연내용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서툰가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일상의 대화조차 힘들어 하는 이들이 많다.

자신의 어린 시절 체험, 오랫동안 인권 상담원으로

서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CEO와

임직원을 비롯 학교, 공공기관, 병원, 사회복지기관 

등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타인과 공감하며 용기를 

회복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알려 주고 있다.

•서울대 법대 학·석·박사 

•외무고시 9회

•외무부 일본과장, 조약국장, 유엔차석대사,

     주 이스라엘 대사

•외교부 1,2, 차관

강연내용

 일본을 알아야 한국이 산다

더 이상 일본은 패전국 콤플렉스에 빠진,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비정상 국가’가 아니다. 그들은

세계의 강자로 부활을 꾀하고 있다.

한국 외교정책, 아시아, 한일관계, 국제기구 등에

정통한 그를 통해 일본을 어떻게 다루고 동아시아 

질서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헤쳐나가야하는 지에

대해 탁견을 들어본다.

• 고려대 법학박사

• 외시 11회, 국제기구과장, 유엔경제과장,

      주영참사관, 주필리핀 공사

• 주탄자니아 대사

• 독도수호예술단체 '라메르에릴‘ 이사장(현)

강연내용

문화예술의 힘을 통한 ‘독도’ 지키기

33년간 일선외교관으로서 세계를 누비고 한국

외교의 싱크탱크인 외교안보원장까지 지낸 뒤 지금

은 국내 중견예술가 100여명과 함께 독도를 알리기 

위해 공연·전시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를 통해 지구촌 최빈국에서 선진국까지 발돋움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 글로벌 외교현장, 21세기 외교

정책, 문화외교 등에 관한 지혜를 구해본다

• 서울대 불어교육과 졸  

• 조선일보 파리특파원,문화부장,국제부장,

      논설위원(현) 

• TV조선 시사토크 ‘신통방통’ 앵커(현)

강연내용

광화문에서 세느강을 바라보다

일선 기자 시절, 뛰어난 글솜씨와 유연한 감각,

문·사·철분야에 정통해 파리특파원을 비롯 평생

문화·국제 분야에서 일해 온 그는 지금 매일 진행

되는 TV 시사프로 앵커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가 보는 ‘하드한’ 한국과 ‘소프트’한 유럽 사회,

문화→행복→조직(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

는 ‘기업문화행복론’ 은 지금 우리 삶의 변화를 요구

한다.

• 고려대 정치외교학

• 전경련 기획홍보본부장

• SK(주) 부사장, 사장, SK텔레콤 고문

• 효성 상임고문 (현)

• 저서,‘경영자의 매스컴 사귀기’ 등 

강연내용

PR•위기관리 ‘달인’의 매스컴 활용법

20년간 전경련 근무 후 금호아시아나, KTB 네트워

크, SK등 재계를 두루 거치면서 특히 위기에 처한 조

직의 구원투수로 활약했다. 

행복’을 SK의 브랜드 이미지와 접목하고 SK텔레콤

의 하이닉스 인수를 성공시켰으며 기업경영과 PR, 

브랜드 이미지 제고, 언론대응전략, 대국민 커뮤니

케이션 등에 있어 최고 권위자다.

• 고려대 중문과·대만 국립정치대 석사

• 국정원 근무

• 주 홍콩 부총영사·베이징 대사관 공사·항저우

      총영사 

• 제주국제대 초빙교수(현)

강연내용

"‘만만디’ 중국인들과 이렇게 협상해라"

중국학을 공부하고 국정원과 외교부 및 현지 공관

에서 30년 이상 중국 업무를 다룬 국내 최고 ‘중국

통’으로서 그들의 막전막후 두 얼굴을 꿰뚫고 있다.

중국인의 특성과 성격, 문화 코드, 사회 변화, 정치 

시스템 및 중국인을 다루는 법, 중국의 문화 코드와 

비즈니스 협상 관행에 대한 노하우를 들어 본다.

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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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너 & 콘서트 

· 강연 & 파티

· 토크 & 아트

· 청춘 토크 콘서트 

· 스포츠 · 레포츠 이벤트

· 대학생 공모전

· 마라톤 대회

· 고객 초청 이벤트

Concert & Talk Show Promotion

Forum & Seminar PR & Campaign

Award Exhibition

· 인문학 포럼  

· 인터뷰& 쇼 

· 프레스 컨퍼런스  

· 총회 및 간담회

· 기업 브랜드 캠페인 

· 기업 제품 홍보

· 상품 스토리텔링

· 광고영상 제작

· 기업 브랜드 시상식 

· 연도상 시상식 

· 문화예술인 시상식

· 강연 콘테스트 시상식

· 예술 작품 전시회 

· 자동차 전시회 

· 취업 박람회 

· 해외 전시회 

문화예술사업

스토리로
세상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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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자 소개

 에르완 리샤

비올라

최연우(최윤정)

기획 및 바이올린

김효영 

생황

강혜정 

소프라노

김정권

피아노/작곡

웨인 린

바이올린

김보혜

메조소프라노

정하나

바이올린

김대준

첼로

박준영

바이올린

이승희

해금

황수희 

클라리넷

•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파리 국립고등

      음악원 석사과정 최우수 졸업

•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부수석, 인스부르쿠

      심포니 오케스트라 종신 수석 역임

• 현)수원대 교수

 오푸스 앙상블, 에라토 앙상블, 현대음악앙상블 '

소리'.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화음 챔

버 오케스트라 단원, 앙상블 '라 메르 에 릴' 멤버

• 선화예고, 연세대 음대 졸업

• 매네스 음대 석사 및 메릴랜드 주립대 박사

• 목포시향 객원약장 역임

• 현)숙명여대, 총신대, 예원, 예고 출강

 앙상블 '라 메르 에 릴' 예술감독

 앙상블 라퐁뗀 대표

 앙상블 우리,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멤버

• 추계예술대, 교육대학원 졸업

•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

• 2015 KBS국악대상 관악부분 수상

• 김효영 생황음반 1집 ‘환생’, 2집 ‘향가’

• 현)추계예대 출강, 앙상블 ‘라 메르 에 릴’ 멤버

• 연세대, 미국 매네스 음대 석사 및 최고 연주자과

정 졸업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등 다수 오페라 주역 출연

• 베토벤 합창교향곡, 헨델 메시아 등 출연

• 제3회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신인상 수상

• 현)계명대 교수, 앙상블 ‘라 메르 에 릴’ 멤버

• 미국 예일대 디플로마, 줄리어드 박사

• Elgin Symphony Orchestra,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부산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 윤이상 국제음악콩쿨, 중앙, 동아음악콩쿨 등

      심사위원

• 현)부산대, 앙상블 '라 메르 에 릴' 멤버

• 줄리어드 음대, 예일대 석사

•레오날드 솔킨 콩쿨, 미네소타 영아티스트 콩쿨, 

폭스밸리 심포니 콩쿨 1위 

•체코 마르티누 교향악단, 폴란드 수데츠카 교향

악단, 서울시향 등 협연

•줄리어드 오케스트라, 예일필하모니 악장 역임

•메트로 폴리스 앙상블, 힌데미스 앙상블, 세종 솔

로이스츠 등 다수의 실내악 활동

•현)서울시립교향악단 부악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Plus 멤버

• 미국 이스트만 음대 학사 및 석사

 독일 만하임 국림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독일 바이마르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첼로

      부수석 역임

• 이탈리아 Ascoli Piceno Music Festival 초청 

아티스트 

• 현)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객원 첼로수석,

      더클래식아트 소속 첼로 듀오 씨엘로 멤버,

      앙상블 '라 메르 에 릴' 멤버

앙상블 ‘라 메르 에 릴’(La Mer et L'ile)

• 2012년 5월 동해와 독도의 아름다움을 문화예술과 학술활동을 통해 전 세계

에 알리고자 하는 100여명의 예술가와 학자들에 의해 창립

• 국내 유수의 음악가들로 구성돼  클래식 정통 실내악과 동해.독도에 관한 창작

곡으로 그간 국내외에서 10회의 정기연주회를 개최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 관악 연주자, 성악가뿐 아니라 가야금, 해금, 

생황 등 국악연주자들도 포함 

• 서울예고, 서울대 음대, 동 대학원 수료

• 미국 피바디 콘서바토리 석사

 메릴랜드 주립대 박사

• 청주시향 악장 역임

• 현)강남대 겸임교수

 예원, 서울예고. 선화예중·고 출강

 앙상블 '라 메르 에 릴' 멤버

• 서울대 졸업, 한예종 전문사, 서울대 박사

• 제17회 동아국악콩쿨 금상, 제2회 세계 덱픽

      대회 은상

• 현)한예종, 전남대 출강

 FM국악방송 진행자

 앙상블 '라 메르 에 릴' 멤버

• 맨해튼 음대 수학

•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국립음악원 졸업

• 앙상블 에스텍스 멤버, 앙상블 라 메르 에 릴 멤버

• 경북대 대학원, 국제대 강사 역임

• 현 경상대 출강, 앙상블 ‘라 메르 에 릴’ 멤버

• 영국 스코틀랜드 왕립음악원 음악과, 오페라과 

졸업(전액 장학생)

• 에크로니스 오페라 컴페티션 하일리 코멘디드

      2위

• 양수화 성악 콩쿨 전체 2위 

• 현)사단법인 겨레사랑 홍보대사 및 전문연주자

로 활동 중, 앙상블 '라 메르 에 릴' 멤버

• 미국 Walnut Hill School

 뮌헨 국립음대 디플롬 졸업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대전시향, 러시아 국립 카펠라 오케스트라, 도쿄 

프라임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 슈투트가르트 체임버 오케스트라 제1바이올린 

주자 역임

• APOA 악장, 광주시립교향악단 악장 역임

• 현)한국예술종합학교 출강, 경기필하모닉 오케

스트라 악장, Plus 멤버

스토리로
세상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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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피아노

허 철 

첼로

보이텍 짐보브스키

바이올린

대일 김

비올라

• 한양대 피아노과  동 대학원 

•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연주 박사학위

• 신시내티 음대 아티스트 디플로마

• 미주리 국제피아노콩쿨, 러시아 국제피아노콩

쿨, 등 입상 

• 카네기 홀, Texas Stated International Piano 

Festival  등 서 공연

• 경기필하모닉, 성남시향, 루마니아 바타툴 오케

스트라 등 과 협연

• 현)서울사이버대학 교수, WE Soloists 단장, 

Plus 멤버

• 한국예술종합학교

• 한스 아이슬러 석사 및 박사 과정

• KBS한전 신인음악 콩쿠르 대상, 중앙일보·한국

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 등의 콩쿠르에서 1위

      입상

• KBS 교향악단, 브란덴부르크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 현)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하임콰르텟 멤버

• 비엔나국립음대 최연소 수석 입학 및 졸업,

      베를린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취득

• 자르브뤼켄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브람스, 리첸, 빅토리오구이 국제콩쿨 입상, 로스

토로포비치, 뮌헨ARD국제콩쿨 세미파이널리

스트

• 자브뤼켄방송교향악단, 경기필수석 역임

• 현)강남대 초빙교수, 부천시향, 청주시향 객원

     수석, TIMF앙상블, 한국페스티벌 앙상블, 화음

챔버 멤버, Plus 멤버

• 카를 시마노프스키 국립 음악원, 한국예술종합

학교 음악원 졸업

• 폴란드 루블린, 세르바친스키 비에니얍스키

      바이올린 콩쿨 수상

• 이스라엘 키셰트 에일론 바이올린 마스터 클래

스 참가(장학생)

• 김남윤, 슐로모 민츠, 바딤 글루츠만, 아니 슈낙, 

데이비드 러셀, 이다 헨델 등 사사

• 현)서울시향단 제 1바이올린 차석, WE Soloists 

멤버, 하임 콰르텟 멤버,  Plus 멤버

• 연 세 대  음 대  졸 업,  미 국  N e w  E n g l a n d 

Conservatory of Music 석사학위 및 전문연주

자과정 Graduate Diploma 취득

• 뉴 잉글랜드 음악원 콘체르토 콩쿨 우승, 동아음

악콩쿨 입상

• NEC 베이스4중주단 리더, I. M. P 오케스트라 

유럽 순회연주 부수석 역임

• 현)KBS 교향악단 더블베이스 수석, 다바쓰 앙상

블 음악감독, 코리아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

      연세대·예원·서울예고 출강, Plus 멤버

•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음악대학 졸

 University of Cincinnati, USA 음악대학

      석사 및 박사 수료, 한세대 음대 박사

• Geraldine B. Gee 국제 비올라 콩쿨 스칼라쉽, 

신시내티 챔버 뮤직콩쿨 1위, 토론토 Kiwanis

      챔버 뮤직과 솔로부문 콩쿨 1위

• Kentucky Symphony Orchestra 부수석, 

Dayton Philharmonic Orchestra 단원, Asia 

Philharmonic Orchestra 단원 역임

• 현)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WE Soloists, 하임 

콰르텟 멤버, Plus 멤버

실내악 공연 ‘플러스’(PLUS)

• Performance Leaders Uniting Sounds의 준말로 '음악계의 리더들로

 이루어진 그룹이며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소리’를 의미

• 미국, 캐나다, 폴란드 등 세계 각지에서 솔리스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

• 국내 구석구석에 클래식을 소개하는데 앞장서며 정통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하여 수준 높고 완성도 있는 음악을 선사, 관객들과의 소통을 이끌어냄 

이창형 

베이스

김소연

첼로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등록 및 문의

상담

준비

강연

피드백

[전화신청]   02–724–6733~4   Ⅰ    02–724–6752/6708

[이메일 신청]   ctalk@chosun.com

[‘조선뉴스프레스’ 홈페이지 신청]    www.chosunnewspress.com

- 홈페이지 접속 후 >> ‘조선토크 알아보기’ 배너 클릭

[페이스북등 SNS를 통한 문의]

페이스 북: https://www.facebook.com/chosuntalk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chosuntalk

강연 주제•강사 •비용 •시간 등 사항 협의후 결정

① 강연 콘텐츠 사전 기획회의

② 스토리텔링대본제작

③ 시각자료 준비(PPT, 영상 등)

④ 리허설

① 디스플레이(무대 세팅) 

② 현장음향

③ 강연 or 공연 시작 

④ 진행상황체크

① 의견청취

② 결과평가

③ 보완점 개선

④ SNS 채널 홍보

강연 신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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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로
세상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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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뉴스프레스는
잡지 출판, 뉴미디어, 문화사업 등을 
펼치며 조선일보 및 TV조선과 함께
조선미디어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출판사업

• <조선앤북> <키즈조선> <북뱅> 등  

북 브랜드로 지금까지 총 250여 종 

도서 발간

스타 매니지먼트

• 조선미디어의 정보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문화·예술·학계 등에서

     활약할 잠재적 스타를 조기 발굴해

집중관리 및 홍보 지원

사외보 사업

• 매월 12만부 이상 발행하는 인산가

의 건강 매거진 <인산의학>을 비롯,  

KOICA, 폭스바겐, 삼성증권, 맥도

날드 등 CP·브랜드 매거진 사업 전개

어워드 사업

• 소비자중심 3.0 브랜드 대상

    (2016년 제1회 19개 기업, 20개

      브랜드 대상 수상)

디지털 미디어 사업

•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잡지 출판 

콘텐츠의 재가공 

• 네이버 · 카카오 · 다음 · 구글 등 

      콘텐츠 제휴 및 SNS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투자 사업

• 영화·드라마·음악·공연·만화·웹툰 

캐릭터 사업 투자 및 합작 

• 미 아카데미상, 에미상, 그래미 상 

등 글로벌 대중예술계와 제휴 사업

디지털 매체 창립

• 세대별, 취미별, 영역별로 세분화된  

디지털 매체 창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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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업

• 시니어 인생 교육

 사상 초유의 고령화 시대 맞아

 '제2의 인생' 강좌 코스

• 싱글 라이프 학교

 결혼 안하고 혼자 사는 싱글들을

       위한 교육과 커뮤니티 형성
1968년 - 주간조선 창간(고품격 시사 주간지)

1969년 - 월간 산 창간(국내 최고 최다 등산·레포츠 전문지)

1980년 - 월간조선 창간(‘30년간 부동의 1위’ 시사 월간지)

1985년 - 여성조선 창간(국내 최고 라이프 스타일 여성종합지)

2001년 - 조선일보로부터 월간조선 분사

2003년 - 조선일보로부터 여성조선 분사

2004년 - 웰빙라이프 창간(중·상류층 대상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2005년 - 톱클래스 창간(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인터뷰 전문지)

2009년 - 조선일보로부터 월간 산 인수 

2010년 - 조선일보로부터 주간조선 인수 

 - 조선뉴스프레스로 사명 변경

2012년 - 조선일보 지방취재 본부 인수 

2013년 - 조선매거진 흡수 합병 

2016년 - 교육·문화·디지털사업 등 신전략사업 본격화

스토리로
세상을
바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