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개발연구원은 ‘Better People Better World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의 신념을 가지고 

위대한 리더와 조직의 HRD파트너, 평생 교육의 동반자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내면의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개인과 

가정, 기업과 지역사회의 성공을 도와주고 인간 중심의 

사회와 리더 양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

History

2017 본원 장만기 회장 출판기념회 개최

	 역사최고위과정	5기	개강

	 인문학아카데미	10기	개강

2015 창립 40주념 기념포럼 개최

2013	 경찰교양아카데미,	합동군사대학JFMU아카데미	개설

	 한영섭	제5대	원장	취임

2012	 크리스찬	리더스포럼	4기	진행

2011 창립 36주념 기념 김황식 국무총리 초청

2009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1600회 기념

 김형오 국회의장 초청

2006 육군혁신아카데미	개설(문화지식병영사업	시작)

2005 창립 30주년 기념포럼 개최

2003 중국길림성	국유기업	CEO(중국	리더연수	시작)

2002	 양병무	제3대	원장	취임

2000 인적자원개발인증제	학술진흥재단	연구용역

 월보 ‘Better People Better World’ 창간 123호 발행

1997 대통령표창(산업교육훈련분야)

	 매일경제신문공동	매경이노베이션	개설(총	14회)

1995	 지방자치	아카데미	1호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개강

1994	 최창락	산은,	한은	총재	제8대	회장	취임

	 (8~10대	회장	역임)

1990	 미국LMI	한국본부	설립,	간부리더십교육

1988	 월간경영실천강좌	개설(총	95회	개최)

	 이한빈	前부총리	제6대	회장	취임

1985	 전국경영자세미나	개설(총20회	개최)

	 최형섭	과기처	장관	제5대	회장	취임

1982 월간 인간개발 창간(총 74호 발간)

1981	 인간개발토요시민강좌	24회,	문교부	교육개발원	후원

1979 하계CEO포럼 개설(현재 총 35회)

1978	 노사협조세미나	개최(전국	6대	도시	26회)

1977	 목요	주례조찬회	개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초청

	 (현재	1970여	회)

1975 제 1회 인간개발경영자월례조찬회 개최

Since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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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개발연구원은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인간중심의 가치관으로

기업, 사회, 국가, 세계의 미래 문화를 재창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내면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끌어내어

훌륭한 리더가 되도록 돕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소통시키면서

개인의 행복과 국가번영, 인류평화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CEO
조찬세미나

Better People
Make Better World
더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든다.

EDUCATION
CONSULTING

The First
1995년, 국내최초 “정기아카데미” 브랜드를 시작으로 국내 명사특강 시장 선도

The Longest
44년의 국내 최장기간 CEO 멤버십교육, 기업 기관 정기아카데미 교육 운영

The Largest
1,000여 개 기관과 20,000여 회의 정기교육 진행으로 국내 최다 지속가능 교육모델 제공

교육카테고리
•명사특강,	토크콘서트,	대담,	워크숍,	공연,	기념행사

•직무교육,	역량강화교육,	리더십교육,	문제해결교육,	마케팅교육,	창의성교육

•현장실무	전문가과정,	강사	양성과정,	지역리더	양성과정

HDI
Human Development Institute

서울시 서초구 논현로 139 대흥빌딩 7층(양재동 4-3)

TEL. 02-2203-3500     FAX. 02-2203-1974     www.khdi.or.kr

3C 교육시스템 모델 제안을 통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파트너기관의 가치향상과 성장, 더 나아가 지속적 사회공헌활동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Contribution

기여
Customization

맞춤
Convergence

융합



횟수 연도 강의일 강사명 당시 소속 및 직함

1 1975 2월	5일 오상락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34 1977 11월	23일 정주영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60 1978 3월	22일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245 1983 6월	5일 최창락 한국산업은행	총재

523 1988 6월	16일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535 1988 9월	8일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

577 1989 6월	26일 고   건 서울특별시	시장

761 1993 1월	7일 조   순 한국은행	총재

798 1993 9월	23일 윤병철 하나은행장

804 1993 11월	4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865 1995 1월	5일 강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

1000 1997 8월	14일 이어령 이화여대	석좌교수

1129 2000 2월	3일 문용린 교육부	장관

1167 2000 10월	26일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1199 2001 6월	7일 이명박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1271 2002 7월	23일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1280 2002 12월	26일 정운찬 서울대학교	총장

1302 2003 5월	29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1310 2003 7월	23일 이경숙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1336 2004 1월	29일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363 2004 8월	12일 손   욱 삼성인력개발원	원장

1386 2005 1월	20일 김승규 법무부	장관

1409 2005 7월	7일 한준호 한국전력공사	사장

1435 2006 1월	12일
알랙산더
버시바우

주미	대사

횟수 연도 강의일 강사명 당시 소속 및 직함

1467 2006 8월	24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1480 2006 11월	30일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1500 2007 5월	3일 한덕수 국무총리

1594 2009 4월	30일 홍석우 중소기업청	청장

1616 2009 10월	8일 이석채 KT	회장

1635 2010 5월	13일 손병두 KBS	이사장

1640 2010
4월	8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

7월	15일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회장

1648 2010 10월	28일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1673 2010 12월	9일 손경식 CJ그룹	회장

1679 2011 2월	10일 김황식 국무총리

1911 2013 12월	12일 이규형 주러,	주중	대사관	대사

1828 2015 6월	3일 임관빈 지상군연구소	소장

1840 2015 10월	1일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1893 2016 2월	4일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	위원장

1917 2016 10월	6일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

1928 2017 2월	2일 이형우 마이다스아이티	대표이사

1931 2017 3월	2일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

1934 2017 4월	6일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위원장

1938 2017 5월	18일 조태권 광주요	회장

1947 2017 8월	24일 고순동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

1952 2017 10월	12일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1962 2018 2월	1일 추궈홍 주한중국	대사

1965 2018 3월	22일 박성훈 재능그룹	회장

경영자연구회·지혜산책

조찬세미나 역대 강사 

이종기업동우회 1-4그룹
40년 이상 지속해 온 조찬세미나에서 태동한 자체 친교 모임

테이블에 함께 앉아 세미나도 듣고, 별도의 모임을 통해 사업 협업을 넘어 평생 친구의 우애를 나누는 HDI의 대표적 

모임이며 다락회, 화목회, 인목회 등 매월 격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경회 골프회
연 4~5회 경기권과 제주도에서 정기적으로 친선 골프 대회 개최

스포츠로 친목을 다지며 자연 속에서 활력을 얻고, 라운딩을 통해 비즈니스 교류와 함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친교의 장입니다.

멘토대학, 멘토와의 대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과 함께 돈이 아닌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멘토링 나눔사업

훌륭한 멘토 분들과 오찬 대담을 통해 젊은 CEO들을 멘토링하여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며,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기업방문, 취업 콘서트, 인턴십, 기업가정신콘서트 등을 통해서 차세대 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책글쓰기 학교
책글쓰기 학교를 통해 실제 다수의 책이 출간되어 공부를 좋아하는 CEO들에 적합한 모임

80여 명의 정예 회원을 중심으로 1권 이상 책쓰기, 출간을 목표로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저녁 특강 및 책글쓰기 공부를 

하고 있는 HDI 자치회 모임입니다.

인간경영대상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발굴과 그 사례를 통해 배우는 시상제도

우리 기업, 산업계는 물론 국가 전반적으로 훌륭한 경영자를 배출하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발굴과 그 

사례를 통해 배우고, 인간중심의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가는 시상제도입니다. [인간경영대상 후에 송년회가 진행됩니다.]

제주평화포럼
아시아의 평호와 공동번역을 위해 매년 한·중·일 2,000여 CEO가 참석하는 범 아시아의 공동 포럼

제주시와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과 함께 HDI인간개발연구원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CEO하계포럼
매년 격변하는 경영환경을 진단하고 그 해에 가장 첨예한 문제를 도출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의 전략을 연구

바쁜 CEO들을 위해 가족과 함께 참석하여 휴양도 하고, CEO간 친교 골프 및 

여행을 통해 네트워크를 단단히 할 수 있는 특별한 포럼입니다.

해외시찰 프로그램
글로벌 시대에 맞춰나가기 위하여 세계의 경영을 직접 체험하거나 이문화 체험을 통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프로그램

일본, 중국, 두바이, 대만, 터키, 아프리카,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의 시찰단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CEO의 버킷

리스트인 여행사업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비즈덤┃3050클럽 – 2세 경영자 클럽

차별화된 인맥과 생생한 비즈니스 정보를 공유하는 젊은 CEO모임

상호 성장과 인적 네트워크, 비즈니스 교류가 만났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스스로 성장하는 성장형 비즈니스 

포럼임을 자부합니다.

찾아가는 CEO교실
훌륭하고 모범이 되는 CEO와 기업 기관을 방문하여 현장형 경영 체험을 나누는 포럼

2018년 4월 현재까지 34회를 기록하며 세미나 이상의 인기 아카데미가 되었고, 멋진 기업의 경영 스토리를 매년 

4회 일정으로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

PROGRAM TREE [회원사 혜택]

대한민국  최초, 최고의

CEO 조찬세미나

1975년 2월, 30명의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첫 경영자연구회를 시작하여 

한국 대표 리더를 키워내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함께 해왔습니다. 

경영자 조찬세미나로 최고 최다를 기록하는 조찬 경영의 모태가 되었고, 

강단에 선 연사만 2,000여 명, 세계 각국의 경영인, 석학, 정치인, 대사가 다녀갔습니다. 

특히 연사 중 4명이 대통령 당선, 전권이 바뀌어도 

현직 국무총리와 장관들과 기업인들이 정치 경제적 어젠다를 함께 토론해 왔습니다.

비정치, 비종교, 비영리의 3非원칙을 기조로 국내는 물론 기네스 기록 2000회를 이어가며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오피니언 리더 교육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