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와중에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변화와 혁신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의 글로벌 파장이 국가 정책과 기업경영 패러다임의 근

본적 변혁을 예고하면서 지속가능 성장이 핵심 전략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신속한 백신 개발은 빠른 회복

을 견인하고 있지만 델타 변이의 확산과 과잉 유동성의 부작용 등은 극복해야 할 당면 도전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도 더욱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방향으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경제도 코로나 

사태를 통해 더욱 확대되어 산업 생태계 변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뜻하는 ESG 경영체제는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성장, 그리고 사회적 책임 투자 확대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세계경제연구원(IGE)은 올해 지주 창립 10주년을 맞은 DGB금융그룹과 함께 “금융산업의 새로운 지평: ESG와 디지

털 혁신의 도전과 기회 (Towards A New Financial Horiz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ESG and Digital Transformation)”라는 주

제로 오는 10월 26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개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 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국제행사는 ESG 경영과 디지털 금융 확대 추세에 따른 이슈를 관련 분야 최고의 글로벌 리더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업 전략과 정

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님을 위시하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박사 등 주요 연설

자 및 핵심 주제는 별첨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공사다망(公私多忙)하신 가운데서도 뜻 깊은 본 컨퍼런스 모임에 참석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전광우   DGB금융그룹 회장 김태오

모시는 글



세계경제연구원-DG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금융산업의 새로운 지평: ESG와 디지털 혁신의 도전과 기회 
(Towards A New Financial Horiz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ESG and Digital Transformation)

일  시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10:00

장  소 대구 호텔 수성, 수성스퀘어 3층 컨벤션홀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09:30 -
09:50

참가자 등록 등록 및 입장

컨퍼런스 진행 전한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10:00 -
10:10

컨퍼런스 기조연설 앤 크루거(Anne Krueger) 前 IMF 수석부총재/스탠퍼드대 석좌교수

10:10 -
11:20

세션 1

디지털 혁신과 

금융산업 미래

좌장

기조연설

패널

헤니 센더(Henny Sender) BlackRock MD/前 파이낸셜타임스 수석칼럼니스트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UC 버클리 석좌교수

브라이언 브룩스(Brian Brooks) 前 바이낸스(Binance) CEO/美 통화감독청장(OCC)

김병칠 금융감독원(FSS) 디지털금융감독국 국장

신성환 홍익대 교수/前 한국금융연구원(KIF) 원장

김경준 CEO스코어 대표/前 딜로이트컨설팅 부회장

신우석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

진상욱 커니 디지털 부문 대표

사무엘 리(Samuel Rhee) Founding Partner, Chairman & CIO, Endowus

레베카 추아(Rebecca Chua) Managing Partner, Premia Partners

11:30 -
11:50

개회사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환영사 김태오 DGB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축사 이명순 금융위원회(FSC) 상임위원

DGB금융그룹 ESG 발자취와 

탄소중립 추진 소개 

권혁세 DG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ESG위원회 위원장

최태곤 DGB금융지주 전무, 그룹 지속가능경영 총괄 

12:00 -
12:20

축사 겸 특별연설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GGGI 이사회 의장

12:30 -
13:20

오찬 기념촬영 및 오찬

13:30 -
15:00

세션 2

ESG 경영과 

지속성장 리더십

좌장

기조연설

패널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컬럼비아대 석좌교수

안효준 국민연금공단(NPS) 기금운용본부장(CIO)

권대영 금융위원회(FSC) 금융정책국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KCIF) 원장

최만연 블랙록자산운용 한국 대표

이동석 KPMG Korea 부대표, ESG 비즈니스그룹 리더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Who’s Good) 대표

제임스 로버트슨(James Robertson) Head of Asia (ex-China & Japan), UN PRI

버트랑 자블리(Bertrand Jabouley) Head of Sustainable Finance, Asia-Pacific, S&P Global

도 티엔 쉬안(Doe Tien Xuan) Managing Director, GIC

주       최 세계경제연구원(IGE), DGB금융그룹

협력기관 UN PRI, BlackRock, S&P Global, GIC, Premia Partners, KPMG, Bain & Company, Kearney Korea

후      원   기획재정부(MOEF), 한국은행(BOK), 금융위원회(FSC), 금융감독원(FSS), 한국거래소(KRX), 국민연금공단(NPS),  

한국투자공사(KIC), 전국은행연합회(KFB), 금융투자협회(KOFIA), 국제금융센터(KCIF)

DGB금융지주 창립 10주년 기념



[온라인] 참여방법

세계경제연구원-DG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

"금융산업의 새로운 지평: ESG와 디지털 혁신의 도전과 기회"

세계경제연구원-DGB금융그룹 국제컨퍼런스는

'IGE 세계경제연구원', 'dgb 프렌즈'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영문 동시통역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LIVE

[오프라인]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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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수성 수성스퀘어 3F 컨벤션홀 | 대구 수성구 두산동 864-2, T.053-770-5555

주 최 세계경제연구원(IGE), DGB금융그룹

협력기관 UN PRI, BlackRock, S&P Global, GIC, Premia Partners, KPMG, Bain & Company, Kearney Korea

후 원   기획재정부(MOEF), 한국은행(BOK), 금융위원회(FSC), 금융감독원(FSS), 한국거래소(KRX), 국민연금공단(NPS),  

한국투자공사(KIC), 전국은행연합회(KFB), 금융투자협회(KOFIA), 국제금융센터(KCIF)

* 정부의 COVID 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방침에 따라 연사 및 관계자를 제외한 분들의 오프라인 참석은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