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2022년 6월 15일(수) - 16일(목), 서울신라호텔

Climate Crisis: An Invitation to a Possible Future



3 line
words

심볼과 있는 워드만 분해해서 사용해선 안돼며,
별도로 만들어진 워드를 사용

기후 정의,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6월 15일 (수)

시간 프로그램 연사

10:00 ~ 10:30 개회식
개회사: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축사: 윤석열 대통령
축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축사: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10:30 ~ 11:10 기조연설 1 기후위기를 기회로: 미래를 위한 선택 발표: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11:10 ~ 12:00 기조연설 2 지속가능경영과 기업가 정신 발표/대담: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13:10 ~ 14:30 Young
Forum 기성세대를 향한 미래세대의 외침

사회: 박혜연 이데일리TV 아나운서
발표/패널: 	타일러 라쉬 방송인
                  	김지윤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박준서 친환경캠페이너(중동고 1학년)

14:30 ~ 15:30 세션 1 기후가 바꾸는 신 국제질서와 
대한민국의 현주소

발표: 	유연철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유명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 

15:45 ~ 17:00 세션 2 IPCC 6차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와 
2050 탄소중립

좌장: 	제임스 스케아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환경정책센터 교수
패널: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장
         	조야슈리 로이 아시아기술대학 교수
         	케이완 리아히 국제응용시스템분석연구소 수석연구원

17:00 ~ 17:30 Science
Forum 1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초과학의 역할 발표: 	악셀 팀머만 부산대 석학교수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 단장)

산업의 판이 바뀐다 ‘그린노믹스’6월 16일 (목)

시간 프로그램 연사

10:00 ~ 11:00 기조연설 3 기업 생존, 탄소중립에 달렸다 발표: 폴 디킨슨 CDP 설립자(RE100 캠페인 책임자)
대담: 염재호 SK㈜ 이사회 의장(제19대 고려대 총장)     

11:00 ~ 12:00 세션 3 RE100 도전과 산업계의 고민

좌장: 염재호 SK㈜ 이사회 의장
패널: 	폴 디킨슨 CDP 설립자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13:10 ~ 14:10 세션 4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에너지 대전환
사회: 권대욱 맥킨지 한국사무소 부파트너
발표/패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14:10 ~ 15:10 세션 5 온실가스 감축 속도 내는 기업들 
발표: 	강주엽 기아자동차 신사업기획실장
         	최영민 LG화학 전지소재개발 센터장
         	김찬호 CJ푸드빌 대표이사
         	신용녀 한국MS 국가최고기술임원(NTO)

15:25 ~ 16:25 세션 6 기후금융,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사회: 	이정훈 이데일리 부국장
패널: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임대웅 UNEP 금융이니셔티브 한국대표
         	안욱상 산업은행 ESG·뉴딜기획부장
         	김성주 금융감독원 지속가능금융팀장

16:25 ~ 17:30 Science
Forum 2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사회: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
발표/패널: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
                  	오명환 한국에너지공과대 환경기후기술 트랙 교수

* 프로그램 및 연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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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볼과 있는 워드만 분해해서 사용해선 안돼며,
별도로 만들어진 워드를 사용

 행 사 명 |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일  시 | 2022년 6월 15일(수) ~ 16일(목)

 주  제 |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

     1일차 : 기후 정의,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2일차 : 산업의 판이 바뀐다 ‘그린노믹스’

 장  소 | 서울신라호텔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합의를 이끌어 낸 글로벌 지도자. 1970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해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했다. 제8대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되어 

2007년부터 10년 간 재임하면서 국제사회 최대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을 주도

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약’ 타결을 이끌어냈다. 이는 그가 빈곤과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분쟁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결단하고 성실하게 활동해왔기 때문에 가능

했던 성과다. 2019년부터 2년간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의장, 반기문세계시민센터 이사장, 세계

원로회의(The Elders) 부의장, 세계기후적응센터(GCA) 공동의장,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명예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기문 | Ban Ki-moon    제8대 유엔 사무총장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환경 친화적인 세계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2000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를 설립했다. 영국 기후그룹(Climate Group)과 함께 기업이 사용

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캠페인 ‘RE100’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영국 보험학연구소(IFOA)에서 환경 연구 그룹의 일원으로 근무했으며, ‘지속

가능한 제품 마케팅’이라는 개념에 대해 소개한 저서 ‘아름다운 회사’로도 유명하다. 현재 

책임투자를 위해 활동하는 영국 비영리기관(NGO) 쉐어액션(ShareAction) 이사회 의장이자 

생태공동체 핀드혼 재단(Findhorn Foundation) 이사다. 또 ESG 평가기관인 영국 인플루언스 

맵(Influence Map) 고문과 프렌즈 프로비던트 재단(Friends Provident Foundation) 후원자

로도 활동하고 있다.

폴 디킨슨 | Paul Dickinson    CDP 설립자 (RE100 캠페인 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