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BTS와 Netflix의 성공은 개별 대중문화 분야의 성공을 넘어서는 현상의
일부이다. 한국 대중문화의 해외에서의 성공이 한류라고 부르던
동아시아 현상으로부터 글로벌 대중문화의 일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성공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상의 변화를 동반하면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존재감을
높이고 매력적인 나라로 부각시키고 있다. 본 포럼은 이러한 궤적의
구조적 요인들을 짚어보고 현재에 대한 올바른 진단에 비추어 향후
어떤 한류의 전개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추구한다.

BTS와 Netflix 이후의 한류

장소정보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TEL. 02-2001-7114

생중계 채널

홈페이지

* 본 포럼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YouTube)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www.nrc.re.kr)
- 유튜브(www.youtube.com 접속 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채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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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
모시는 글

제37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지고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공공리더십과
정책역량을 통합적으로 갖춘 고위공직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세부일정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시간

내 용

26개 국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사회 : 류방란 원장 (한국교육개발원)

그리고 중점 사업의 하나로 주요 정책현안에 관한 숙의의 장을 마련하고,
혁신과 포용의 공공리더십을 확산하고자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개최된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오늘날 고위 정책결정자
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리더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은 2021년도에도 매달
각 분야의 리더십 최고 권위자를 모시고 코리아 르네상스를 향한 한국형

15:00-15:10 환영사 정해구 이사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홍석경 교수 (서울대학교)

15:10-16:10

발 표

16:10-17:00

Q & A 참여자 전체 Q&A

- BTS와 Netflix 이후의 한류

※본
 포럼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필수 인원만 모시고 개최합니다.

공공리더십을 성찰하고자 합니다.

이번 달에는 홍석경 서울대학교 교수를 모시고 “BTS와 Netflix 이후의
한류”라는 주제로 제37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엽니다. 이를 통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국정관리 최고

세종국가리더십포럼 추후 일정

책임자들이 가져야 하는 우리 시대 공공리더십의 규범과 이상을 그려보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 해 구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위원장 최 상 한

차수

일시

제38차

2022. 1. 19.(수)
15:00-17:00

연사 및 주제

장소

안형준 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우주 개발과 국가적 열망
: 한국형 우주발사체의 뿌리를 찾아서

※ 추후 일정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세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