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가경영연구소 보도자료]

세종실록으로 초대합니다!
세종시대에 정말로 신기전이라는 화약무기가 있었나?
세종이 실제로 잠행(潛行)을 하여 백성들을 만나고 다녔나?
세종대왕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한글을 창제할 수 있었나?
세종대왕에 관한 질문은 끊이질 않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국가경영연구소(소장 박병련)에서는
이 모든 질문을 해소할 수 있는 제10기 세종실록학교를
오는 10월 24일(금) 저녁부터 엽니다.
이 실록학교는 종래의 학술회의와 달리 하루 이틀 연구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흩
어져버리는 모임이 아닙니다.
7주간에 걸쳐 매주 3시간씩 <세종실록> 속 세종의 국가경영 리더십을 샅샅이 읽고
검토하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2005년의 1기 학교로부터 시작해 지난달의 9기 학교에 이르기까지
그간 600여 분이 실록학교를 다녀갔습니다.
가정주부로부터 대학교수, 방송작가, 소설가, 기업의 CEO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실록 속의 격조높은 대화와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감동적인 리더십 사례를 읽고 토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실록학교는 그간 강의를 저녁시간으로 해달라는 직장인들의
빗발치는 요청에 따라
저녁6시 30분에, 서울 보라매공원 근처의 (주)농심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개최합니다.
강의일정표에서 보듯이,
이번 강의는 세종실록 내용을 주제별로 공부하는 본강의는 물론이고,
'세종대왕과 IT강국 대한민국'으로부터, '화약무기와 신기전'
그리고 세종의 강무 및 온천행과 비교되는 '강희제의 순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흥미로운 특강까지
세종대왕에 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게 꾸며졌습니다.
'15세기 조선의 기적'을 이룬 세종리더십을
만날 수 있는 올해 마지막 실록학교 강의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08.10.6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국가경영연구소
소장 박병련 올림

n 세종실록학교 운영 개요
l 주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국가경영연구소
l 후원 : (주)농심 리더십센터
l 기간 : 2008.10.24(금) ~ 12.12(금) 저녁 6:30 - 9:30(매주 금요일, 총 7강)
l 장소 : (주)농심 인텔리전트 빌딩(도연관)(서울지하철7호선 보라매공원역)
l 강사 : 박현모 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 손욱 회장(농심), 이종묵 교수(서울대) 등
l 수강인원 : 70명 예정
XXXXXXXX (세종국가경영연구소 최문식 조교)
l 문의: XXXXXXXXXXXXX

[실록학교 관련 사진들]

n 강의일정표
구 분

주

제

* 환영사
* 특강1: 세종대왕과 IT강국 코리아

1강 10/24

강 사
박병련 소장 (세종국가경영연구소)
손욱 회장 (농심)

* 본강1: <인간 세종, 그는 누구인가>
- 세종의 ‘습관노트’
- 국왕의 조건: 왜 양녕 아닌 충녕이었나

박현모 박사
(한국학중앙연구원)

- 세종의 정치비전: “시인발정(施仁發政)”
* 특강2: 세종시대의 화약무기와 신기전

2강 10/31

체연석 책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본강2: <민생경영>
- 세종 리더십의 첫 시험대, 강원도 대기근
- 도성의 대화재와 한양재개발사업

박현모 박사

- 여의(女醫)제도
* 특강3: 도성 안에 끌어들인 산수

이종묵 교수(서울대)

*본강3: <지식경영>

3강 11/7

- 경연에서 ‘말’과 ‘일’을 엮다: 세종식 어전회의법
- 싱크탱크 집현전의 활용

박현모 박사

- 세종의 회의운영과 화법

11/21

* 특강4: 세종시대 민생과 경제상황

강제훈 교수
(고려대)

*본강4: <인재경영>

4강 (*14
일은 - 세종의 인재관과 정승론
휴강) - 수령 구임제(久任制) 논전(論戰)

박현모 박사

- 인재쓰기 사례①: 황희
* 특강5: 고구려 별자리

김일권 교수
(한중연)

* 본강5: <혁신경영>

5강 11/28

- 세제개혁을 위한 17만 명의 여론조사
- 13년간의 논쟁: 수령고소소금지법

박현모 박사

- 인재쓰기 사례②: 허조
* 특강6: 강희제는 왜 순행(巡幸)을 강행했나

이준갑 교수
(인하대)

* 본강6: <영토경영>

6강 12/5

- 명의 소1만 마리 요구와 세종의 대응
- 4군6진 개척과 사민입거정책

- ‘집단사고 징후’를 극복하라: 파저강토벌 사례
* 본강7: <창조경영>
-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
- 비밀프로젝트 훈민정음 창제과정
7강 12/12
- 세종의 제가(齊家)와 실수
- 인재쓰기 사례③: 정인지
* 수료식 및 다과회

박현모 박사

박현모 박사
다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