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101 여시재

개요

회의명

2018�여시재�포럼� -� 신문명도시와�지속가능발전

2018� Future�Consensus� Forum� :�Next�Civilized�City� and� Sustainable�Development

2018�相预未来 ：新⽂明城市与可持续发展论坛

일정 2018년� 11월� 3-5일(토-월/2박� 3일)

장소
북경�캐피탈호텔(1,2일차)

칭화대학교(3일차)

주최
재단법인�여시재

칭화대학교�글로벌지속가능발전연구원

협력파트너
반기문세계시민센터,�연세대학교,�포항공과대학교,� CITIC개혁발전연구재단,�

메디힐,� DASSAULT,� 포스코,�레전드캐피털,�포스코경영연구원,�포레스트장,�슬췐

목적

-� 현대�도시가�직면한�문제점을�분석하여�미래도시의�지속가능한�발전�방식을�모색� �

-� 대도시·대기업·모방�중심�도시로부터�중소도시·벤처기업·창조�중심�도시로�

대전환해야�할�필요성�공유

-�기획창조를�통한�신문명도시�실현�모색과�기획창조본부�설치�필요성�공유� �

-� 디지털이�선도하는�지속�가능한�사회를�구현할�신문명도시상�공유�

2018� 여시재포럼(2018� Future� Consensus� Forum)



세부�일정표

DAY� 1(11.3� SAT,� 수도호텔)

시간 내용 대상 비고
18:00~
20:00

Welcome� Dinner Jin yun

DAY� 2(11.4� SUN,� 수도호텔)

시간 내용 대상 비고

09:00~
10:20
(80’)

Opening� Session

Zi 
Yun

10' 개회사 이헌재(여시재 이사장)

10' 환영사 츄웅(칭화대학교 총장)

05' 축사 김용학(연세대학교 총장)

02' 취지 및 프로그램 소개 쉐란(글로벌지속가능발전연구원 원장)

03'
Intro Video 
“지속불가능한 현대도시문명과 그 대안”

25'
기조연설 1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신문명도시를 창조하자

반기문(반기문세계시민센터 이사장, 
제8대 UN 사무총장)

25'
기조연설 2
지속가능발전과 중국의 도시화

츄바오싱(국무원 참사)



시간 내용 대상 비고

10:40~
12:00
(80’)

Plenary� Session� 1(세션주관� :� 여시재)

신문명도시의�기획창조
주관자 : 정재승 KAIST교수

Zi 
Yun

03'
Intro Video
“기획창조의 역사적 산물로서 도시”

10' “문명전환을 이끌 새로운 창조 엔진을 만들자” 홍석현(한반도평화만들기재단 이사장)

15'
발표 1 <중국이 주도하는 신문명도시 기획창조>
중국은 과연 신문명도시를 창조할 수 있는가?

조호길(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15'
발표 2 <신문명도시의 기획창조> 
신문명도시 기획창조의 로드맵

김세호(IPMA Korea 회장)

15'
발표 3 <기획창조 엔진> 
신문명도시의 창조력, 市•産•學생태계 

김도연(포항공과대학교 총장)

15'
발표 4 <기획창조의 전망> 
중국의 기획 창조의 역사적 평가와 미래 전망

쉬린(중미녹색기금회 동사장)

12:00 점심 식사 

13:20~
15:45
(145’)

Plenary�Session�2(세션주관:�칭화대글로벌지속가능발전연구원)

디지털�시대와�신문명도시
주관자 : 주쉬펑 집행원장

Zi 
Yun

03'
Intro Video
“디지털이 바꾸는 미래 사회와 도시”

20'
발표 1 <디지털과 일의 변화> 
디지털 시대의 고용과 일, 소유와 기업

아룬 순다라라잔(뉴욕대 교수)

20'
발표 2 <디지털과 교육의 변화>
디지털 시대에서의 교육 실습과 탐구

위스제(칭화대 온라인교육 부회장)

20'
발표 3 <디지털과 의료의 변화> 
미래 의료와 집

홍윤철(서울대학교 교수)

20'
발표 4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산업
화, 정보화> - 위시시 사례를 중심으로

장더화(위시시 시장, 시정부 당조서기)

40' 패널토론 : 발표자 3인 + 손명세(연세대교수,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시간 내용 대상 비고

16:00~
18:00
(120’)

Special� Discussion(세션주관� :� 반기문세계시민센터)

지속가능도시와�기속가능발전,�그�정책적�함의

주관자 : 김원수
(전 UN사무차장,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

Jin 
Yun

스마트 도시 교통 및 도로 안전 강화 관리 장 토트(국제자동차연맹 회장)

계획적, 지속적인 정책 우선순위 리바오둥(보아오포럼 사무총장, 
전 UN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분야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 이리나 보코바(전 UNESCO 
사무총장, 경희대 석좌교수)

경제와 사회: 정책결정과 결속성을 중심으로 우홍보(전 UN 사무차장, 
칭화대글로벌지속가능발전연구원 원장)

지속가능도시를 위한 테크놀로지의 역할 리우송
(알리바바 클라우드 부사장)

16:00~
18:00
(120’)

Parallel� Session� 1(세션주관� :� 포항공과대학교)

디지털은�삶과�도시를�어떻게�바꾸는가� �도시기술
좌장 : 김승환(포스텍 대학원장)

Xiang 

yun

15' 5G : 스마트네트워크시티의 사회 경제적 전망,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김준근(KT플랫폼 사업기획실 전무)

15' 에너지 : 탄소제로시티, 솔라시도 사례를 중심으로 문고영((주)한양 신재생발전사업단 전무)

15' 블록체인 : 블록체인이 바꿀 미래도시 김서준(해시드 대표)

15' 디지털 트윈 : 사용자 주도의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 ‘3D익스피리언시티(3DECPERIENCity)

세바스찬 오브리
(다쏘시스템 BT채널 담당 부사장)

15' 디지털은 패션을 어떻게 바꾸는가 펠릭스 포자페냐
(Intidex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45' 패널토론

16:00~
18:00
(120’)

Parallel� Session� 2(세션주관� :� 연세대학교)

디지털은�삶과�도시를�어떻게�바꾸는가� �도시서비스
좌장 : 이연호(연세대 교수)

Bam

boo

15' 미래도시를 위한 디지털 도시 플랫폼 김갑성(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15' 스마트시티 : 가상물리의 경제적 결합
마이클 레페크

(스탠포드대 환경공학과 교수)

15' 코펜하겐 : 덴마크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스마트시티 사이먼 렉스
(코펜하게대 인류학과 조교수)

15' 스마트 홈과 새로운 미래 강태영(포스코경영연구원 사장)

60' 패널토론 : 발표자 3인 + 서왕진(서울연구원 원장)

18:30~
20:30 Officieal� Dinner



DAY 3(11.5 MON, 칭화대학교)

시간 내용 대상 비고

09:00~
09:15
(15’)

개막식

09:15~
10:00
(45’)

미래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한국(대상1팀·최우수상4팀)/중국(대상1팀·최우수상2팀)

조영빈(다쏘시스템코리아 사장)

10:00~
10:10
(10’)

2019 아시아도시기술경진대회 개최 및 의제발표
싱가포르 난양대/홍콩 과기대/도쿄 공과대/북한 김책 공대

김도연(포스텍 총장)

10:20~
10:35
(15’)

반기문세계시민센터-여시재-칭화대공공관리학원 
MOU 조인식

반기문(반기문세계시민센터 이사장)
이광재(여시재 원장)

쉐란(글로벌지속가능발전연구원 원장)

10:35~
11:15
(40’)

‘Meet SDGS’포럼 NO.4 – 반기문 주제강연 반기문(반기문세계시민센터 이사장)

11:15~
11:20
(5’)

폐회사 이광재(여시재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