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6회 KSA 하계CEO포럼

Participation(참가신청 안내)

★원스톱 신청 서비스 지원
       참가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된 항공, 호텔편을 이용하시는 경우 교육비와 함께 일괄 신청 및 계산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0년 7월 29일(수) ~ 8월 1일(토), 3박 4일

 롯데호텔 제주

 공·사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가족)

  회원사 220만 원(배우자 포함), 비회원사 250만 원(배우자 포함)

 동반 가족 인원 비용 별도(2008. 1. 1 이전 출생 30만 원, 이후 25만 원)

 - 48개월 미만 유아 참가비 무료

 - 참가비는 1인 순수 교육비로 항공, 숙박, 자율프로그램(골프/관광) 비용 별도

 - 참가비에는 포럼기간 전 일정 조식(3일) 및 만찬 2회 비용 포함(쿠폰 제공)

 2020년 7월 17일(금)

 - 포럼 일정이 극성수기에 진행되는 관계로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은 좌석수 제한으로 6월 29일(월) 이후에는 원하는 시간예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http://ksa2020.onoffmix.com

 -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이용하여 옵션사항(자율프로그램/항공/호텔) 선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정 메일 수신 전에는 시스템상 수정이 가능하며, 확정 메일 후에는 사무국으로 직접 연락 바랍니다.

 - 결제는 온라인에서 불가하며, 접수 후 확인 전화, 전자계산서는 7월 중 발행 예정입니다.

   본 세미나는 제주에서 극성수기에 개최되는 계절/장소상의 특성으로 인해 ‘사전예약에 따른 선비용 처리’ 및 

 ‘취소에 따른 비용 공제 후 환불’이 불가피한 바 세미나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다음과 같이 

 환불기준을 적용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월 17일(금) 참가신청 접수 마감 후 취소 시에는 교육비의 40만 원/1인 공제 후 환불

  - 골프/관광/항공의 경우에는 사전 연락 없이 불참 또는 미탑승한 경우 100% 공제

  -  항공 취소 시 수수료 발생(항공사 환불규정 참고), 숙박의 경우 1박을 제하고 환불

  KSA 하계CEO포럼 사무국    T.(02)6240-4981    F.(02)6919-4037    E-mail.sunny@ksa.or.kr

 참가비 입금처    계좌번호 : 기업은행 449-008125-04-016       예금주 : 한국표준협회       

                                                               사업자번호 : 105-82-00617

일정

장소

대상

교육비

신청마감

등록절차

취소수수료

참가문의
제66회 KSA 하계CEO포럼

2020. 7. 29(수) ~ 8. 1(토) 롯데호텔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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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이끄는 최고경영자 여러분

최고경영자들과 함께 성장해온 ‘KSA 하계CEO포럼’이 올해로 66회를 맞이하였습니다.

2020년 전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으로 저성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기존 방역체계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모델로 

코로나19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극복함으로써 전세계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경영자 여러분들에게 위안과 희망이 되고자

올해의 주제를 ‘새로운 10년의 도전, AI 코리아’로 하고 

최고의 강연과 공연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금세기 가장 어려운 위기의 시기를 무사히 벗어난 경영자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자리가 되도록 알찬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더운 여름 제주에서 멋진 도약을 위한 시원한 힐링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CEO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한국표준협회장

국내 최고의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제66회 KSA 하계CEO포럼」에 
대한민국 CEO여러분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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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KSA 하계CEO포럼

Greetings



한 눈에 보는 KSA 하계CEO포럼

17:10~17:30  포럼 안내 

17:30~17:40  [개회사]
 한국표준협회 회장

17:40~18:30  [기조강연] 
 디지털 혁신 속도경영 
 구현모 KT 대표이사

19:00~21:00  [만찬 및 환영공연] 
 인간비타민 홍진영 <오늘 밤에>
 홍진영

7. 29 

Wed Sat

FriThu
08:20~09:20 [건강]
 현대인과 바이러스
 이재갑 한림대학교 교수

09:40~10:40  [폐막강연]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정호승 시인

10:40~11:00  [폐회사]
 한국표준협회 회장

※ 강연내용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ogram

1  Day 크리스탈볼룸

8. 1 4Day 크리스탈볼룸

7. 30 2Day 크리스탈볼룸/에메랄드룸

08:20~09:20 [과학]
 당연한 것은 당연하지 않다
 김상욱 경희대학교 교수

09:40~10:30  [CEO특강]
 금융, beyond
 윤호영 한국카카오은행 대표이사

10:40~11:30  [경제Ⅱ]
  시장경제 원리로 바라본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12:00~18:00  자율프로그램(사전 신청자에 한함)

 - 관광
 - 골프(롯데스카이힐 C.C)
 - 렌터카(중형/대형/전기차 가능)

19:00~21:00 [만찬 및 환송공연]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  

<My Personas> 
 신승훈

Family Session
09:30~10:30 [Family1]
 임진한의 터닝포인트
 임진한 프로   

 [Family2] 
 클레이오르골만들기(ACE프로그램)
 *  48개월 ~ 초등학생 어린이(사전예약) 

08:20~09:20  [경제Ⅰ]
  시작된 부의 지각변동,  

2021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박종훈 KBS경제전문기자

09:40~10:30  [마케팅]
 언택트 소사이어티가 온다
 이유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10:40~11:30  [AI]
 AI와 스마트팩토리
 장영재 카이스트 교수

12:00~18:00  자율프로그램(사전 신청자에 한함)

 - 관광
 - 골프(블랙스톤 C.C)
 - 렌터카(중형/대형/전기차 가능)

Family Session
09:30~10:30 [Family1] 
  펭하, 제가 펭수의  

엄마입니다            
 이슬예나 EBS PD

 [Family2] 
  바당케잌만들기 

(ACE프로그램)
 *   48개월 ~ 초등학생  

어린이(사전예약)

7. 31 3Day 크리스탈볼룸/에메랄드룸

(수) (목) (금) (토)

04 05



제66회 KSA 하계CEO포럼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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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한의 터닝포인트

2018년 초 [SBS골프]를 통해 장안의 화제를 모은 
임진한의 터닝포인트(레슨캠프)! ‘한국골프레슨의 
대명사’ 임진한 프로를 모시고 레슨의 정수를 맛보게 
됩니다. 골프는 물론 인생의 깊이까지 전달하는 사람
이야기도 들려주실 예정이며, 특히 골프가 쉽게 느껴
지는 레슨을 오후 필드에서 직접 맛보실 수 있습니다. 

• 2011년 골프다이제스트 미국을 제외한 세계50대 코치 / 

에이지슈터 대표 / 프로골퍼

09:30~10:30 Family Session

당연한 것은 당연하지 않다

‘물리’라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 우리 존재와 삶, 죽음의 
문제부터 타자와의 관계, 세계에 관한 생각까지 새로운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방문교수 / 서울대학교 조교수 /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08:20~09:20 과학

디지털 혁신 속도경영

신입사원으로 출발해서 35년동안 KT에 재직해온 
구현모 사장이 고객중심 통신 경쟁력을 기반으로 금융, 
유통, 보안 등 성장성 높은 사업에 역량을 모아 고객발 
내부혁신을 통해 단단하고 당당한 KT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 KT 커스터머&미디어부문 부문장, 사장 / 제3대 한국가상

증강현실산업협회 회장 / KT 대표이사 

17:40~18:30 기조강연

현대인과 바이러스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19가 전세계에 끼친 영향은 압도적
이었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다시 유행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현대인 
에게서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관리실장 / 대한의사

협회 신종감염병대응TFT위원장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

병원 감염내과 교수

08:20~09:20 건강

금융, beyond

카카오뱅크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최고의 편의성과 
경쟁력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들은 금융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카카오뱅크를 떠올리는 은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만의 감각과 철학으로 기존의 것을 
재해석하여 진화된 고객 경험을 선보이는 모습을 살펴 
보겠습니다.

• 다음 경영지원부문장 / 카카오 모바일뱅크 TFT 부사장 /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 한국카카오은행 대표

이사 

09:40~10:30 CEO 특강

시작된 부의 지각변동, 2021 세계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미 심각한 부채문제로 임계상태에 와 있던 세계 경제에 
코로나19는 방아쇠였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부채가 
축소되는 디레버리징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디레버리징 기간과 전망, 이후 재도약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 것인가? 세계경제의 부채사이클 변화를 
통해 미래를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 KBS 기자협회장 /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경제부장 / 

KBS 경제전문기자

08:20~09:20 경제Ⅰ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정호승 시인은 ‘슬픔’을 인간 존재의 실존적 조건으로 
승인하고, 그 운명을 ‘사랑’으로 위안하고 견디며 그 
안에서 ‘희망’을 일구어내는 시편 속에서 자신만의 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를 거친 
우리의 마음을 시인의 언어로 치유 받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 제19회 공초문학상, 제23회 상화 시인상 / 제9회 한국

카톨릭문학상 / 제12회 정지용문학상, 제3회 소월

시문학상

09:40~10:40 폐막강연

시장경제 원리로 바라본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삼성경제연구소로부터 ‘부동산재테크 최고의 명강사’로 
선정된 바 있으며,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고준석 교수
에게서 하반기 부동산에 대해 실제적인 조언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 부동산재테크 최고의 명강사 선정(삼성경제연구소)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 동국대학교 법무

대학원 겸임교수 및 칼럼니스트

10:40~11:30 경제Ⅱ

구현모 박종훈

정호승고준석 이재갑윤호영 임진한김상욱

1Day

3Day3Day

2Day

3Day 3Day 4Day 4Day

언택트 소사이어티가 온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촉진된 언택트의 개념은 최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욱더 다양하고 넓은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의 주류 패턴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유재 학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대자동차 사외이사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09:40~10:30 마케팅

AI와 스마트팩토리

장영재 교수님은 디지털 혁명의 최전선에서 제조업의 
산업현장을 혁신으로 이끄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디지털 기술이 기업의 전략 솔루션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 보겠
습니다.

• LG-CNS 빅데이터 AI센터 센터장 / 한국타이어 디지털 

미래 혁신센터 센터장 / 신성-카이스트 AI AMHS 연구

센터 센터장 /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

10:40~11:30 AI

펭하, 제가 펭수의  
엄마입니다

남극에서 한국까지 헤엄쳐온 펭수를 이 시대의 슈퍼
스타로 만든 것은? 경계를 허물고 좌표를 벗어난 이슬
예나 PD의 상상력입니다. 유튜브 채널 펭TV를 통해 
펭수가 태어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EBS PD / 자이언트 펭TV 총괄 PD 

09:30~10:30 Family Session

이슬예나장영재이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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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이면 흥, 노래면 노래, 예능이면 예능, 홍진영은 어떤 것이든 자신만의 개성으로  

찰떡같이 소화해냅니다. 무대에서는 애교와 능청이 만들어낸 끼, 노래를 맛깔스럽게 부르는 능력, 

주체할 수 없는 흥 등으로 관객을 열광시킵니다. 

그런 덕분인지 홍진영이 나오는 무대를 보고나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도는 묘한 여운이 남게 됩니다. 

제주도의 특별한 밤에 수놓아질 홍진영이란 중독성에 자연스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인간비타민, 갓데리

19:00~21:007. 29 (Wed)

만찬 및 환영공연

홍
진
영

제66회 KSA 하계CEO포럼

Performance

08

신
승
훈

09

레전드라 불리는 사나이,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이 올해로 데뷔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집 음반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신승훈은 ‘가왕’ 조용필의 칭찬속에 
발라드 가수로서는 드물게 7연속 음반 밀리언셀러(100만장 이상 판매),  
골든디스크 10년 연속 수상, 14주 연속 순위 1위(보이지 않는사랑)등 각종 기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30년 세월을 녹여내는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과 함께 촉촉한 추억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요계의 살아있는 레전드,발라드의 황제

19:00~21:007. 31 (Fri)

만찬 및 환송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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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항공)

•항공예약 및 발권은 행사기간이 극성수기인 관계로 늦어도 6월 29일(월)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즈니스석을 원하시는 경우 최대한 빠른 예약 부탁드리며, 원하시는 시간대가 있으신 경우, 선착순 마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의 예약 및 변경, 기타 항공편 문의는 KSA 하계CEO포럼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항공요금은 5월 기준 유류할증료 적용 금액으로 항공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금액에 발권 수수료(10,000원)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 후 취소 시 수수료는 환불 불가합니다.

•소인은 만 24개월 이상 13세 미만, 경로는 만 65세 이상 적용되며, 발권 후 취소 시 수수료와 더불어 항공사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포럼일정 기간동안 KSA 하계CEO포럼 참가자들은 단체 특별 할인 금액이 적용됩니다.

•호텔 결제는 교육비와 함께 일괄적으로 계산서 처리 가능합니다(혹은 현장 체크아웃 시 카드결제 가능).

•객실 타입을 패밀리트윈(더블+싱글)로 선택 시, 1박에 60,5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3박 시 181,500원).

•보조침대나 침구 추가 시, 1박에 48,4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3박 시 145,200원).

•객실 별 실수 제약으로 선착순 예약 원칙이오니 빠른 예약 부탁드립니다.

•객실(블록) 마감 : 2020년 7월 17일(금)까지이며 해당 일자에 만실이 예상되오니, 사전예약 바랍니다.

객실타입 객실소개 크기 금액/1박

디럭스 한라 본관 9층~11층 사이에 위치한 한라산 전망 객실 40.3㎡ 447,700원

디럭스 레이크 별관 위치하여 야외정원이 보이는 호수 전망 객실 40.3㎡ 508,200원

디럭스 오션 별관 7층 이상에 위치하여 야외수영장과 측면바다 전망 객실 40.3㎡ 580,800원

프리미어 오션 자연전경과 에메랄드 빛 바다 정면 전망 객실 47㎡ 641,300원

<1박 기준으로 VAT 및 SAT가 포함 / 조식불포함>
Hotel(호텔)

구간 항공사 7월 29일(수) 8월 1일(토) 좌석수
항공료

성인 경로 소인

김포/제주
대한항공

 KE1235/13:10  KE1248/15:50 50
252,000 228,600 189,500

 KE1235/13:10  KE1252/16:10 60

 KE1235/13:10  KE1248/15:50 4(비즈니스)
372,000 372,000 368,000

 KE1235/13:10  KE1252/16:10 8(비즈니스)

 KE1231/12:20  KE1242/14:30 50 252,000 228,600 189,500

 KE1231/12:20  KE1242/14:30 18(비즈니스)
372,000 372,000 368,000

 KE1241/13:50  KE1252/16:10 4(비즈니스)

 KE1235/13:10  KE1252/16:10 14(일반-비즈니스) 312,000 300,300 278,800

아시아나  OZ8947/12:20  OZ8948/14:20 50 258,000 234,000 194,000

부산/제주 대한항공

 KE1005/10:20  KE1008/17:35 20 198,000 180,000 149,000

 KE1005/10:20  KE1008/17:35 8(비즈니스) 318,000 318,000 314,000

 KE1007/13:50  KE1008/17:35 20 198,000 180,000 149,000

 KE1007/13:50  KE1008/17:35 8(비즈니스) 318,000 318,000 314,000

대구/제주
대한항공  KE1805/11:00  KE1810/16:40 30 216,000 196,200 162,500

아시아나  OZ8125/13:25  OZ8128/17:25 30 222,000 201,600 167,000

청주/제주
대한항공  KE1953/12:00  KE1956/15:20 20 222,000 201,600 167,000

아시아나  OZ8233/12:50  OZ8234/15:10 30 228,000 207,000 171,500

광주/제주

대한항공  KE1901/10:10  KE1906/15:15 50 176,000 160,200 132,500

아시아나
 OZ8143/12:45  OZ8146/16:35 30

182,000 165,600 137,000
 OZ8143/12:45  OZ8144/13:10 20

군산/제주 대한항공  KE1917/15:00  KE1918/13:20 20 190,000 172,800 143,000

Reservation

Golf/Car

참가비에는 중식비, 이동비, 입장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광 내용 및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서비스

구분 1일 비용 2일 비용

중형 LF 쏘나타 / SM6 / K5MX 142,000원 284,000원

고급 그랜저 IG 198,800원 397,600원

전기 랜덤배정 151,000원 302,000원

-  반드시 롯데호텔에서 수령·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2016년 8월부터 공항 수령·반납불가).

-   차종, 연료, 색상 지정은 불가하며 랜덤 배차됩니다.

-  1일(24시간)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12시~익일 10시).

-  불포함사항 : 주유비 및 주차통행료 등

(1일, 2일 비용 자차보험 조건)

Tour ✽소아는 초등학생(만12세 이하)까지만 적용
✽ 각 프로그램은 20인 이상 예약 시에만 출발이 가능합니다(20명 미만 시 개별 연락 드립니다).

7. 30 (Thu)

코스 A
자연경관

호텔 - 중식 - 우도팔경투어(우도카페, 서빈백사, 검멀레해변) - 호텔
성인 90,000원 / 소인 80,000원

코스 B
레트로투어

호텔 - 중식 - 교래자연휴양림 - 선녀와나무꾼 - 호텔
성인 80,000원 / 소인 75,000원

코스 C
힐링투어

호텔 - 중식 -  삼다수공장투어 - 따라비오름 - 허니문하우스 - 호텔
성인 80,000원 / 소인 75,000원

7. 31 (Fri)

코스 A
문화탐방

호텔 - 중식 - 한라산소주 공장투어 - 추사유배지(추사관 포함) - 호텔
성인 75,000원 / 소인 70,000원

코스 B
문화투어

호텔 - 중식 - 빛의벙커 반고흐 - 김영갑갤러리 - 바다다카페 - 호텔
성인 90,000원 / 소인 85,000원

코스 C
문화체험

호텔 - 중식 - 본태박물관 - 환상숲 - 담양족욕체험 - 호텔
성인 95,000원 / 소인 90,000원

-  인원이 한정적인 관계로 사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현장신청 불가).

-  참가비에는 중식비 및 이동비, 프로그램비(그린피, 캐디피, 카트피, 그늘집 비용)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골프백 이동 시 회사명과 실명이 표기된 네임택이 부착됩니다.

-  골프 티칭프로그램(7. 31)은 세미프로가 팀당 6홀씩 티칭합니다.

    ※ 임진한 프로는 2팀, 팀당 9홀을 티칭합니다(인당 50만 원 별도부담).

골프
(자율프로그램)

일시 장소 참가비

2일차 7. 30(목)
블랙스톤C.C

(KSA친선골프대회개최)
250,000원

3일차 7. 31(금)
롯데스카이힐 C.C

(티칭프로그램 운영 - 비용 10만 원, 별도부담)
230,000원

⁎7월 31일(금) 티칭프로그램 비용별도, 희망자 선착순 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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