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와중에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 세계는 오늘날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경제적 도전의 역풍 속에 현대사의 중대한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기업 경영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 물결이 촉발되었으며 지속가능성장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로 부상하였습니다. 세계 경제와 국제 질서

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지정학적 역학 변화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국제적 논의와 담론의 핵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유산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녹색 혁명을 향한 진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ESG와 이해관

계자 중심의 경영체제는 일시적 트렌드를 넘어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성장 전략 달성을 위한 로드맵으로 더욱 주류화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세계경제연구원(IGE)은 친환경 미래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포스코그룹과 함께 “2022 ESG글

로벌 서밋: 산업 대전환의 새 시대를 위한 포용적 지속가능성장 (2022 ESG Global Summit: Embracing Sustainable Growth in the New 

Age of Industrial Transformation)” 주제로 오는 6월 1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

청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본 국제행사는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 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 변화 등 당면 이슈를 해당 분야 최고의 글로벌 리더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기업 전략과 정책 대안

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핵심 주제와 강연자 및 토론자 리스트는 별첨 컨퍼런스 프로그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본 국제행사 모임에 참석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전광우     포스코그룹 회장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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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SG Global Summit: Embracing Sustainable Growth in the New Age of Industrial Transformation

일  시 2022년 6월 17일 (금)

장  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 볼룸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컨퍼런스 진행 전한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08:30 -
09:45  

개회사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환영사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축사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안철수 국회의원/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MOEF) 제1차관

컨퍼런스 기조연설 헨리 페르난데즈(Henry Fernandez)  Chairman & CEO, MSCI

09:50 -
11:20

세션 1

기업 핵심 전략으로서의  

ESG 고도화:

ESG 투자와 경영을 위한 

현안과 베스트 프랙티스

좌장

기조연설

패널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로버트 머튼(Robert C. Merton) 노벨경제학상수상자/MIT 석좌교수

마크 위드만(Mark Wiedman) Head of International and Corporate Strategy, Black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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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환 홍익대 교수/前 한국금융연구원(KIF) 원장

안효준 국민연금공단(NPS) 기금운용본부장(CIO)

윌 사이먼스(Will Symons) Asia Pacific Sustainability & Climate Leader, Deloitte

11:30 -
12:20

세션 2

글로벌 경제 지평과 

국제질서의 재편: 

신냉전 체제의 부상과 정책적 함의

좌장

특별대담

토론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 前 세계은행 총재/前 미국 국무부 차관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학연구소 소장/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12:30 -
13:30 오찬

13:40 -
15:20 

세션 3

새로운 국제통상 질서의 도래: 

다차원적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성공적 대응방안

좌장

기조연설

패널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앤 크루거(Anne Krueger) 스탠퍼드대 석좌교수/前 IMF 및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로버트 스타빈스(Robert Stavins) 하버드 케네디스쿨 석좌교수

이혜민 前 G20 세르파/前 프랑스 대사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MOTIE)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정태용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K-정책플랫폼 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15:30 -
17:10 

세션 4

탄소중립 시대의 산업성장 전략: 

녹색 기술 혁명, 환경친화적 

에너지 정책 및 금융의 역할

좌장

기조연설

패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석좌교수/TIR Consulting Group 대표

베른할드 로렌츠(Bernhard Lorentz)  Honorary Prof., Free University Berlin/Managing 

Partner& Global Climate Strategy Leader, Deloitte

김종갑 한양대 특훈교수/前 한국전력공사 사장, 산업자원부 제1차관, 지멘스 회장

이세훈 금융위원회(FSC) 사무처장

오형나 경희대 교수

김희 포스코 탄소중립 담당임원/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주       최 세계경제연구원, 포스코그룹

협력기관 세계은행(WB), UN PRI, MSCI, BlackRock, Dimensional Fund Advisors, Deloitte, 김앤장

후      원   기획재정부(MOEF), 산업통상자원부(MOTIE), 환경부(ME), 금융위원회(FSC), 금융감독원(FSS), 한국거래소(KRX), 

국민연금공단(NPS),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온라인]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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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세계경제연구원 - 포스코그룹 국제컨퍼런스는 

'세계경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 · 영문 동시통역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프라인] 오시는 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 볼룸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T.02-555-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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