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꿈을 꾸는 것에서만 그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로 꿈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것이죠.

WHAT IS
Y FORUM?
Y 포럼이란?
이 대한민국 2030 세대를 위해 마련한 청년 포럼입니다.
경제, 산업, 문화, 예술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꿈과 도전을 위한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악조건을 만나기도 하고, 자신보다 앞서있는 사람을 보며 힘이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장애물을 만났다고 포기한다면 남는 것은 후회뿐일 것입니다. ‘일단 부딪혀 보자’라는 마음으로 한발 한발
내딛다 보면 어느새 더 강인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는 강인한
도전정신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MBN Y 포럼’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성공을 이뤄낸 여러 멘토들과 영웅들을 한자리에 초대했습니다.

특히, 2030 세대의 추천으로 선정된 이 시대의 영웅들이 함께해 청년 세대와 직접 소통하고

출발선이 다르고 속도가 다를지라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잡았습니다. ‘해보는 거야! Go for It!’이라는

더 나아가 새로운 도전을 통해 ‘나만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영감을 전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여러분이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 될 것입니다.

‘MBN Y 포럼’은 젊은 방송을 지향하는 MBN이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 그리고 도전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한 ‘청년 멘토링 축제’입니다.
매년 도전정신(Challenge Spirit)과 ‘할 수 있다’는
캔두 정신(Can-do Spirit)을 전파해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는 시대를 헤쳐 나갈 용기를 청년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가 직접 추천하여
선정된 ‘우리들의 영웅’들이 펼치는 영웅쇼에서
새로운 도전과 미래에 대한 영감을 얻기 바랍니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여제’ 김연경 선수가 이끄는 여자 배구팀의 활약은 단연
최고였습니다. 전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세계 랭킹 4위 터키, 7위 도미니카공화국, 9위
일본을 꺾고 역대 2번째로 좋은 성적인 4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강호들을 만나 패색이 짙어질 때마다 코트 위에는 김연경 선수의 간절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그때마다 여자 배구팀은 한마음으로 위기를
이겨냈고 기적의 드라마를 써 내려갔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외침이 더 강한 힘을 갖는 건 그녀의 삶이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라는
짧은 문장에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늘 에이스였을 것만 같은 김연경 선수에게도 고난의 시기는 있었습니다. 김 선수는 중학생
시절 상대적으로 키가 작아 만년 후보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왜소한 체격을 이유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된 리시브 실력을 키우는데 매진했고 수비를 잘하는
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등학생 때 키가 22cm나 크면서 장신 공격수로
거듭났습니다. 수비와 공격 모두 뛰어나 붙여진 ‘배구여제’라는 타이틀은 끝없는 훈련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지 않는 기회에
지치고, 알 수 없는 미래에 좌절할 때도 있죠. 하지만, 포기는 이릅니다. 김연경 선수의
외침이 4강 신화를 이룬 것처럼, 오늘의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다가올
내일에는 분명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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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지 않고는
무엇을 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능성을 펼쳐보세요.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김연경의 외침

03
해보는 거야!
Go for It!

꿈꾸는 것이 직업인 상업영화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의 시작이 ‘편집
인턴’이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영화로 유명한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진학을 원했지만 불합격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롱비치
캠퍼스에 입학합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무급 편집 인턴으로 일을 시작하죠. 이때 만든
26분짜리 단편영화 <앰블린(1968)>이 그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이 영화를 인상 깊게 본 할리우드 대형 스튜디오 부사장이
7년 계약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스필버그는 메이저 스튜디오와
계약한 최연소 영화감독이 됐습니다.

스티브 잡스

I think the things
you regret most
in life are the things
you didn't do.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0대 때부터 꾸준히
영화를 만들고, 대학생 때 영화계 말단으로 뛰어드는 노력이 없었다면
그의 천재성도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평가받는 스티브 잡스는 그의 성과만큼이나
역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6개월 만에 중퇴하고 애플을 창업해 1977년

스티븐 스필버그

"세계적
영웅들의 발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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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on't dream at night,
I dream at day,
I dream all day;
I'm dreaming for living.

캘리포니아의 한 창고에서 세계 최초의 개인용 PC인 애플2를
만들어 냅니다. 1984년에는 매킨토시 컴퓨터를 개발했죠.
하지만, 이듬해 자신이 영입한 CEO 존 스컬리와 이사회에 의해
애플에서 쫓겨납니다. 잡스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개발사
넥스트와 컴퓨터 그래픽 영화사 픽사를 설립해 성공을 거둡니다.
이 성공을 바탕으로 위기를 겪고 있던 애플에 복귀했고 아이팟과
아이폰, 아이패드 등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길 멈추지 않는다면 오늘의 좌절도 분명 내일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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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고 도전하세요. 꿈을 꾸는 대서 그치지 말고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세요. 꿈으로 향하는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린다면 그 끝에서
성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초원이 다리는
백만 불짜리 다리"
영화 <말아톤(2005)>

꿈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두드림’을 실천했습니다. 끈기와 인내,
집념으로 꿈을 향해 달렸습니다.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한 토머스
에디슨은 작은 전구 하나로 세상을 밝게 밝힐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전구를 발명하는 과정에서 2,399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도전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꿈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42.195km,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느끼게 하는 풀코스 마라톤입니다. “초원이 다리는 백만 불짜리
다리”라는 명대사로 잘 알려진 영화 <말아톤>은 자폐증을 가진 청년의 마라톤 도전기를 그렸습니다.
비장애인에게도 버거운 마라톤 출전을 앞두고 주인공 초원은 수많은 역경에 부딪힙니다. 엄마의

가능성에 한계를 두지 말고 세상을 향해 펼쳐 보세요. 10번 두드려서
이뤄지지 않으면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두드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청년 멘토링 축제 ‘MBN Y 포럼’이 여러분의 ‘두드림’을
응원합니다.

반대에도 결국 출발선 앞에 선 초원은 엄마를 향해 “초원이 다리는?”이라고 묻고, “백만 불짜리
다리”라는 답과 함께 출발선을 넘어서죠.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을 가능하게 한 초원의 “백만 불짜리
다리”는 단지 신체 일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라톤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영화 <말아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모티브가 된 배형진 씨는 2001년 19살의
나이로 마라톤 풀코스를 2시간 57분 7초 만에 완주해 아마추어 마라토너들의 꿈의 기록, 서브-3(3시간

두드림[Do Dream]
: 꿈꾸고[Dream] 도전[Do]하라

이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해 장애인뿐 아니라 국내 최연소 철인 3종
경기 완주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백만 불짜리’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향한 열정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갖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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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아직 내 안에 있는 ‘백만 불짜리’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찾아
나서는 건 어떨까요? 열정을 무기로 도전한다면 먼 미래에는 상상 속에서보다 더 크게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Do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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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Y 포럼 2021

행사 개요

OVERVIEW
행사명

프로그램

PROGRAM

세션 2. 와이쇼 _ 10:45-12:05 (80’)

세션 4. 영웅쇼 _ 15:05-16:35 (90’)

마음이 시키는대로 해봐

더 높은 곳으로!

개막쇼 _ 09:00-09:15 (15’)

좌장
연사
연사

MC
영웅

해보는 거야!

주제

해보는 거야! Go for It!

일시

2022년 2월 16일(수) 09:00-17:00

참여 방법 MBN Y 포럼 공식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youtube.com/MBNY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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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신청 MBN Y 포럼 공식 홈페이지
(mbnyforu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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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MC
영웅

정아영 MBN 아나운서
박준영 변호사

김해리 필로스토리 공동대표
이선용 목금토 대표/셰프
여신욱 트로픽스 스튜디오 대표

세션 3. 복세힘살쇼 _ 13:30-14:50 (80’)
세션 1. 두드림쇼 _ 09:30-10:30 (60’)

복잡한 세상 힘내서 살자

나의 꽃길을 들려줄게

MC
연사
연사
연사

MC
연사
연사

오태윤 MBN 기자
손하빈 밑미 대표
전동근 더쎄를라잇브루잉 대표이사

김유진
나태주
백종우
김지민

MBN 아나운서
시인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개그우먼

최은경 MC, 아나운서
권일용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
이혜민 핀다 대표
이성호 디스트릭트 대표
안산 양궁선수
김제덕 양궁선수
키 샤이니 가수
김용우 한국장애인무용협회 대표

세션 4. 영웅쇼 _ 16:40-17:00(20‘)

특별 공연
영웅

키 샤이니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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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곳으로!
Aim High, Go for It!
고개를 떨구지 마라. 고개를 높이 들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라.
Never bend your head. Hold it high.
Look the world straight in the eye. _ 헬렌 켈러
영웅쇼 MC 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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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권일용

변호사

동국대학교경찰사법대학원겸임교수

Heroes

이혜민
핀다 대표

of the Year 2022

이성호
디스트릭트 대표

안산

김제덕

양궁선수

양궁선수

키
샤이니 가수

김용우
한국장애인무용협회 대표

MBN Y 포럼에서는 매년 공공, 글로벌, 경제, 스포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스타 가운데 따르고 존경할 만한
‘우리들의 영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30세대가 직접 추천한 영웅 후보 중 선정된 ‘우리들의 영웅’은 MBN Y 포럼에 멘토로 참여해
청년들에게 꿈과 용기, 희망을 심어줍니다.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20여 후보자가 추천되었고, 최종 8명이 2022 우리들의
영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영웅상’을 받게 될 총 8명의 영웅들은 ‘MBN Y 포럼’에서 그들의 성공과 좌절, 도전
이야기를 전합니다. 영웅들이 공개할 가슴 벅찬 성공 스토리는 나만의 특별한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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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2019

감동을 주는 선율의 여왕 | 양희은 세계를 감동시킨 UN 대사 | 오준 요식업계 대부 | 백종원

유리천장 깬 첫여성외교수장 | 강경화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 | 차범근 대학생이 뽑은 최고 CEO | 임지훈

베트남의 국민 영웅 | 박항서 음원차트 휩쓴 K-POP 스타 | 아이콘 할리우드를 사로잡은 배우 | 수현

천의 얼굴 연기여신 | 하지원 대한민국 연기 대부 | 이순재 혁신경영의 대가 | 김봉진

롱런하는 예능 황제 | 이경규 천재 비올리스트 | 리처드 용재 오닐 대한민국 골프의 전설 | 박세리

모바일 게임의 개척자 | 방준혁 믿고 보는 천만 배우 | 하정우 K-POP 괴물신인 | 워너원

연기변신 국민 사이다녀 | 이유리 여성들의 워너비 스타 | 이하늬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 | 이승엽

2021

2020
배송 혁명 일으킨 혁신가 | 김슬아

영원한 클래식 전도사 | 금난새

한국 ‘바이오 신화’ 창조자 | 서정진

한국인 최초 인터폴 수장 | 김종양

마라톤 영웅 | 이봉주

코리안좀비 UFC 선수 | 정찬성

노래하는 음유시인 | 이적

차기 노벨상 나노 석학 | 현택환

주식 투자 전도사 | 존리

충무로 대세 연기파 배우 | 이제훈 미국 대통령의 대표 통역사 | 이연향 유통업계 첫 여성 CEO | 임일순

스타트업이 뽑은 벤처투자자 | 정신아 한국 최초의 UFC 파이터 | 김동현

영원한 체조요정 | 손연재

첫 여성 주 영국대사 | 박은하 동남아 최고 한상 기업인 | 오세영 영미 돌풍 일으킨 컬링팀 | 팀킴

9th MBN Y Forum

세계 최고 사격 왕 | 진종오 할 수 있다의 아이콘 | 박상영 세계 1위 양궁 여신 | 장혜진

한국 농구 레전드 | 서장훈 클라이밍 세계 챔피언 | 김자인 세계 1위 양궁 챔피언 | 장혜진

7th MBN Y Forum

8th MBN Y Forum

불가능을 즐겨라!
Enjoy the Impossible!

두드림, 뉴 챔피언이 되어라!
Do Dream, Be a New Champ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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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the

하쿠나 마타타, 지금 시작하라!
Hakuna Matata, Start Now!

2030 Heroes

신인상 8관왕 괴물신인 | ITZY

차세대 K팝 대표 주자 | 스트레이 키즈

10th MBN Y Forum

11th MBN Y Forum

내 삶의 주인공은 '나'! LIFE is YOURS!

너를 믿어봐! It’s YOU!

13
해보는 거야!
Go for It!

OPENING
SHOW

MBN Y 포럼에서는 매년 공공, 글로벌, 경제, 스포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스타 가운데 따르고 존경할 만한 ‘우리들의 영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30세대가 직접 추천한 영웅 후보 중 선정된
‘우리들의 영웅’은 MBN Y 포럼에 멘토로 참여해 청년들에게 꿈과 용기,
희망을 심어줍니다.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120여 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었고, 최종 8명이 2022 우리들의 영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공 영웅으로는 ▲박준영 변호사, 권일용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 경제 영웅으로는 ▲이혜민 핀다 대표, 이성호 디스트릭트

09:00-09:15 (15’)

대표, 스포츠 영웅으로는 ▲안산 양궁선수, 김제덕 양궁선수, 문화예술

개막쇼

영웅으로는 ▲키 샤이니 가수, 김용우 한국장애인무용협회 대표가
선정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영웅상’을 받게 될 8명의 영웅들은
‘MBN Y 포럼’에서 그들의 성공과 좌절, 도전 이야기를 전합니다. 영웅들이
공개할 가슴 벅찬 성공 스토리를 들으며 나만의 특별한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해보는 거야, Go for It!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훗날 지금의 나를 돌아본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오늘을 가장 후회하게 될 테니까요.
도전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꿈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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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가 예상되더라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도전하라.

‘MBN Y 포럼 2022’가 ‘해보는 거야, Go for It!’이라는 주제로

If something is important enough, even if the odds are
against you, you should still do it. _ 일론 머스크

개막쇼에서는 끊임없는 도전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미래의 나를 위해 어떤 도전을 하고 있나요?
실패가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지는 않나요?

대한민국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속에 주인공이 된 영웅들이 함께합니다. 실패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영역을 찾아낸 이들의 공통점은
도전정신(Challenge Spirit)과 캔두 정신(Can-do Spirit)에
있습니다. ‘도전’과 ‘변화’를 통해 만들어낸 영웅들의 성공
법칙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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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는 거야!
Go for It!

DO DREAM
SHOW
세션 1.
두드림쇼

09:30-10:30 (60’)

나의 꽃길을 들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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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땅 위에 길이란 건 없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其实地上本没有路，走的人多了，也便成了路。_ 루쉰

손하빈 밑미 대표

전동근 더쎄를라잇브루잉 대표이사

“변화를 이끄는 습관 ‘리추얼’ 전도사”

모습을 찾도록 돕는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에어비앤비

시절, 맥주에 대한 관심 하나로 미국과 유럽의 수많은

손하빈 밑미 대표

출신 동료들과 함께 2020년 8월, ‘밑미’를 창업했습니다.

브루어리들을 체험하고, 미국의 쇼츠 브루어리에서

창업 1년 만에 5,000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했으며, 더

수년간 무급으로 일하며 기술을 습득하며 창업에 대한

Everything Comes Up Roses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아 성장 큐레이션

많은 이들에게 나를 성장하게 하는 리추얼의 힘을 전하고

꿈을 키웠습니다.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더쎄를라잇

플랫폼 ‘밑미(meet m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브루잉은 인류가 만든 물건 중 가장 먼 우주까지 탐험하고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할지 모를 일을
다른 누군가는 열정을 다 바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낸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았더니 ‘오늘의 나’로 성장했습니다.
나만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 걸어온 길을 들려드립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있는 인공위성에서 영감을 얻은 미지에 대한 탐구와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제 맥주를 우주로 쏘아 올린 창업가”

상상만 하던 것을 현실로 만드는 창의력과 열정을 보유한

있습니다. 특히, 매일 반복하는 의식적인 활동 ‘리추얼’을

전동근 더쎄를라잇브루잉 대표이사

브루어리입니다. 현재 더쎄를라잇브루잉의 제품을 CU,

통해 온전히 나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을 비롯하여 이마트와

IBM 파이낸스 플래너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며,

‘Brewing Your Dream’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수제 맥주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까지 거의 국내 모든 유통망에

2014년부터 에어비앤비 코리아에서 6년간 브랜드 마케터로

브루어리 ‘더쎄를라잇브루잉’에서 마스터 브루어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큰

일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답게, 건강하게, 진짜 나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던 대학생

브루어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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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는 거야!
Go for It!

WHY
SHOW
세션 2.
와이쇼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을 더 후회하게 될 것이다.
Twenty years from now you will be more disappointed by the things
you didn't do than by the ones you did do. _ 마크 트웨인

10:45-12:05 (80’)
김해리 필로스토리 공동대표

이선용 목금토 대표/셰프

여신욱 트로픽스 스튜디오 대표

“행복을 요리하는 셰프”
이선용 목금토 대표/셰프
“서른여섯, 제주로 떠난 파이어족”
서울 합정동에서 주 삼일만 오픈하는 쿠킹 스튜디오

마음이 시키는대로 해봐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꾼”

목금토 식탁을 운영하고 있는 셰프이자 소믈리에입니다.

김해리 필로스토리 공동대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증권분석팀에서 첫 직장

삼성전자, 현대카드, SAP에서 디자이너로 재직했습니다.

생활을 시작한 후, 뉴욕의 월가에서 경력을 쌓던 중, 요리의

하고 싶은 게 없으면 하기 싫은 것을 피해 보자는 취지로,

독립문화기획자이자 스토리 경험 디자인 그룹 필로스토리

매력에 빠져 요리사로, 또 와인의 매력에 빠져 소믈리에로

서른여섯에 은퇴해 제주 서귀포로 이주했습니다. 요가,

공동대표,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동양가배관 브랜드 디렉터로

커리어를 전환합니다. 뉴욕과 워싱턴 D.C.에 위치한 Corton,

킥복싱, 웨이트 등 운동을 즐기며, 남는 시간은 글을 쓰고

일합니다. 삶에서 예술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사유하며

minibar, Atera 등의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에서 요리사와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며 보내고 있습니다. 파이어족의

다양한 영역에서 예술적 경험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소믈리에로 경력을 쌓고 한국에 돌아와 요리를 통해 발견할

이야기를 다룬 <서른여섯, 은퇴하기 좋은 나이>와 주식투자에

있습니다. 예술의 영역과 비즈니스의 영역을 자유롭게 오가며

수 있는 기쁨과 작은 성취감을 나누고자 목금토 식탁을

입문한 초보자들을 위한 <운을 극복하는 주식공부>를

서로 다른 이들을 매개하고 연결합니다. 저서 <좋아하는 일이

열었습니다. 복잡한 도시생활에서 지친 사람들이, 맛있는

집필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튜브 채널 ‘알머리 제이슨’과

직업이 될 수 있을까>를 시작으로 자기다움과 창조적 삶에

음식과 향기 좋은 와인을 만나며 잠시라도 삶의 여유를

클래스101의 재테크 강의 ‘주식, 운도 감도 아닌 학습입니다’를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금토 식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작했습니다.

Follow Your Heart
‘좋아하는 일이 밥 먹여주는 시대’라고들 하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신의 꿈을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재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진심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을 찾고 도전한다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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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욱 트로픽스 스튜디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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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는 거야!
Go for It!

당신은 움츠리기보다

COUNSELING
SHOW
세션 3.
복세힘살쇼

13:30-14:50 (80’)

복잡한 세상 힘내서 살자
Stay Strong, Stay Positive!
여러분은 고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털어놓나요?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을 가슴속에 억누르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기를
주목하세요. 프로 고민 해결사들이 학업과 연애, 진로에 대해
카운슬링해 드립니다. 고민 해결사들 역시 과거에 수많은 고민 끝에
자신만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진지함으로, 때론
즐거움으로 복잡한 세상을 힘내서 살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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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태주 시인

활짝 피어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You are built not to shrink down to less
but to blossom into more. _ 오프라 윈프리

향토문학상, 편운문학상, 황조근정훈장, 한국시인협회상,
정지용문학상, 공초문학상, 유심작품상, 김삿갓문학상 등 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가깝고 조그마한, 손 뻗으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시인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문학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종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풀꽃 시인”

“마음으로 안아주는 의사”

나태주 시인

백종우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945년 충청남도 서천군에서 출생하여 공주사범학교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정신건강의학과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오랫동안 초등학교

전문의로 진료하고 가르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2007년 공주 장기 초등학교 교장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7년부터 경희대학교에서 일하면서

“개그로 푸는 인생상담꾼”

끝으로 43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친 뒤, 공주문화원장을 거쳐

우울증과 자살예방영역에서 활동하며 한국자살예방협회

김지민 개그우먼

현재는 한국시인협회장으로 재직 중이고, 충남 공주에서

사무총장과 중앙자살예방센터장으로 일했습니다. 코로나19

나태주풀꽃문학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1년 [서울신문]

시기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마음건강지침을 제작한

코미디 프로그램을 넘어 드라마와 예능 등 다방면으로

신춘문예 시 「대숲 아래서」가 당선되어 문단에 데뷔, 등단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회장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활동하고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입니다. 2006년 KBS 21기

이후 끊임없는 왕성한 창작 활동으로 수천 편에 이르는 시

시간, 15분’과 서울신문칼럼 ‘마음의 의학’ 등 언론과의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뿜엔터테인먼트’, ‘거지의 품격’, ‘쉰

작품을 발표해왔으며, 쉽고 간결한 시어로 소박하고 따뜻한

작업을 통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들과 소통하기

밀회’ 등 개그콘서트의 다양한 코너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자연의 감성을 담아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故 임세원 교수의 친구이자 동료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2012년 KBS 연예대상 코미디부문

그중 시 「풀꽃」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로 선정될 만큼

추모위원회 간사와 국회자살예방포럼 운영위원을 하며

여자우수상, 2014년 KBS 연예대상 쇼오락부문 여자

독자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국민 시인입니다. 흙의문학상,

고인의 유지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최우수상, 2017년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예능부문 여자

충남문화상, 현대불교문학상, 박용래문학상, 시와시학상,

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수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김지민 개그우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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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을 준비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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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들이여! 전 세계를 향해 도전하라!
MBN Y 포럼은 2030 청년들의 기상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
개인과 국가 융성의 길을 찾고
다 함께 희망찬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MBN Y FORUM 2022 사무국
04627 서울시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3층
Tel. 02-2000-3383/3385
E-mail. yforum_regi@intercom.co.kr
Web. www.mbnyfor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