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크샵 커리큘럼 주제 

주차 분야 주제 제목 주제 내용

Week1 Innovation / 
Nonprofit

재미있는 자선 레드 노우스 데이 
Red Nose Day: What is that all about?

영국의 격년에 한번씩 영국과 아프리카의 형편이 어려
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 진행하는 행사 Comic Relief
를 주제로 진행

Week2 Finance/ 
Global Trend

밀레니얼 세대 핫 트렌드 F.I.R.E 
Breaking down the basics of "F.I.R.E." 
for retirement planning

일이 주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조기 은퇴 후 진정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를 주제로 
세션 진행

Week3 Start-up/ 
Trend

모두가 빠져드는 스쿠터 쉐어링!  
Scooter-Sharing Will Not Become a 
Thing

미국 서부의 SF 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새
로운 공유 경제 모델 ‘Scooter-Sharing’ 이야기를 주
제로 세션 진행

Week4 Trend/ 
Business

일본의 신중년 세대 등장  
The Price of silver

일본의 은퇴세대는 가처분 소득이 큰 'The new 
middle-aged’로 불리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
즈니스 소개

Week5 Social 
Innovation

비누 구해주는 남자 
CNN Heroes: Samir Lakhani

스리랑카의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비누를 보급하는 
사회 혁신가의 이야기를 주제로 세션 진행

Week6 Market& Tech 
Trend

소비재 브랜드의 미래를 위협하는 알렉
사 
Why Alexa Could Be the Next Big 
Threat to Consumer Brands

모든 것이 Voice를 중심으로 변하게 될 미래의 환경
을 엿볼수 있는 아마존의 알렉사를 주제로 세션 진행

Week7 Tech/ Industry 농업의 미래:도시농업 The Farm of the 
Future Could Fit in Your Backyard

베이징의 한 스타트업이 시도하는 농업 혁신 모델 
Vertical Famring 을 주제로 세션 진행

Week8 Marketing/ 
Finance

저항의 맥주 브루독 Why BrewDog 
Relies on Equity Crowdfunding

수제 맥주 스타트업의 마케팅 쿠테타와 에퀴티 펀딩을 
주제로 세션 진행

Week9 Social 
Innovation

거리의 의사 CNN Hero Dr. Jim 
Withers: Street medicine

차가운 거리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의사 Dr. Withers 의 이야기를 주제로 세션 진행

Week10 Trend/ 
Influencer

동영상의 미래 What’s The Future Of 
Video: Facebook, YouTube, Or You?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크리에이터가 말하는 그들의 세
계를 주제로 세선 진행

Week11 Trend/ Industry
미국 통신산업의 M&A광풍 
AT&T, Time Warner and the Entire 
Media Merger Frenzy Explained

Netflix와 Youtube의 등장으로 생존에 위협을 느끼
는 통신회사들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세션 진
행

Week12 Technology/ 
Future

AI? 누가 맞을까? Elon Musk and Mark 
Zuckerberg’s Public Clash Over AI

AI의 미래에 대한 Elon Musk와 Mark Zuckerberg
의 공개 설전을 주제로 세션 진행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5&v=l5yaUkS2NfM
https://www.youtube.com/watch?v=jVEk-q5hiFE
https://www.youtube.com/watch?v=Md1BPKvkmIA
https://www.youtube.com/watch?v=qHji7oXXFlo
https://www.youtube.com/watch?v=_AVdzuMR4Nc&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gfd2JBnXSQ8
https://www.youtube.com/watch?v=mdLu_MzRpmg&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E_boppuleeU&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wJtIU0ZAtrg
http://www.apple.com/kr
https://www.youtube.com/watch?v=oly6YnOGZrw
https://www.youtube.com/watch?v=O2vnAhb-F7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