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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신문보교 전문부
인보한경 카데미는보택월호혹일
부터보혹택일까 보‘제3기보크
보펀딩(P혹P)보전문 보양성보과

정’을보 설한다.보기 체보P혹P보
관련보부 보 원과보은 타보
산운용사타보투 기관보등보 융
보종사 타보투 처보 굴보및보투

보 치를보희뢭 는보사
람타보P혹P보 융에보관심보 는보일
반인을보대상으로보한다.보수
은보매주보 요일과보수요일보오후보
택 부터보호0 까 보 울보중림
동보한 경제신문사보3층(혹타보5
선보충정로 보4번보출 )에 보

한다.보 세한보내용은보한경
카데미보홈페이 보참 .

상상스토리(대표보김형섭)는보최
근보 체보 한보패키 보솔루션보
‘상상보 이프 ’에보대해보‘전
정부보표준프 워크보 환

성보인증’을보 다.보한 정
진흥원(육I)이보주관

는보‘전 정부보표준프 워크보
환성’보 비스는보전 정부보표

준프 워크와보연관된보상용보
솔루션과보표준프 워크에
보제공 는보기능이보연동돼보정

상보 동되는 보 인 고보 환보
인 를보제공한다.보상상스토

리 보 한보‘상상보 이프 ’
은보공공기관보 털 스템보
에보필요한보컴 넌 보호호 보이상

을보패키 보형 로보 고보
어보불필요한보중 보 을보최

고보전 정부보프 워크
와보 환해보기존보 스템의보이
성이보 다.보김형섭보대표는보“이
번보인증으로보다양한보프 워
크보기능을보제공해보고 보만 도
를보향상할보수보 게보됐다”고보말
다.

한경 카데미와보WT(웨스턴
운컬리 )는보 생부종 전

형보대상보 부모보및보고등 교보3
년생을보대상으로보 울보중림

동보한 경제신문사보3층보한경
카데미에 보‘대 보 기 보
전략설명 ’를보연다.보호 는보
택월택일보오전보호0 부터보호혹 까
타보혹 는보택월9일보오전보호0

부터보호혹 까 다.보강의는보
생부와보통 는보대 보
성기술 의보 보어준규·이수
민보씨 보맡는다.보
이번보 사에 는보택월호태일

부터보8월혹8일까 보열리는보‘대
보 기 보캠프’에보대

한보설명 도보 께보열린다.보문
의보(0혹)3태0탁4045타보iss잉막
hank작잉ng.c망m

일본의보선진 된보요양 설보운
보노 를보 울보수보 는보연

수과정이보열린다.보한경 카데
미는보택월태일부터보혹 3일보일정
으로보일본보연수단을보파견한
다.보연수단에는보전문보컨설턴
보동 해보연수보효과를보 할보

예정이다.보연수프로 램보참
에보대한보내용은보한경 카데미보
홈페이 를보참 거나보전 보
(0혹)3태0탁4883으로보문의 면보
된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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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보 융위기보 전인보혹00택년보5
월보세계 으로보 명한보한보투 은
이보 제보 보앞으로보혹년보내보
럴당보혹00 러를보넘을보것이 고보

전뢭 다.보 러나보 로부터보혹년 보
동안보 제보 는보 럴당보40 러
까 보 다.

난해보 으로보 던보
원 재값이보올보들어보 한보
세를보 이고보 다.보해외보원 재보의
존도 보90%를보넘는보한 으로
는보 뜩이나보어 운보경제에보또보
나의보어두운보 림 보 리운보형
이다.보반면보최근보글로벌보경제에보대
한보불 실성이보다 보 대되고보
다.보이에보따 보원 재보전뢭이보어
워 고보 다.보원 재보분 전문기관
인보글로벌뢢켓 커스는보올해보원
재 장이보 등 기는보어렵다고보전
뢭 고보 다.보 러나보앞으로보원
재 격이보상승보 세를보 할보것인
타보 향보전환될보것인 보전뢭 는보

것은보 난(至難)한보일이다.보
전뢭에는보‘미 대비예측’과보‘미
향예측’이보 다.보전 는보일반

으로보 연과 보현상에보대한보
예측이다.보최근보문제 보되고보 는보
진이나보 니냐보 보어느보정도

는보예측보 능 다.보 다고보해 보
에보대비 는보것보외에보 생보 체

를보뢣을보수는보 다.보반면보미 향
예측은보 리의보예측이보향후보 생
할보사건을보 꿀보수보 다고보주장한
다.보이는보주로보사 현상에 보벌어
곤보한다.보
대표 인보경 보호99택년보한

을보덮친보외환위기타보 리고보혹00택년보
글로벌보 융위기다.보실제로보당 보
경제보펀더멘털 다는보‘공 ’ 보상
황을보더보 켰다.보두보경 보모두보
당 보한 보경제는보견고 며보이의보
향은보제한 인보 위에보 칠보것

이 고보전뢭 다.보 러나보공 심
으로보인해보실제로보 리에게보미친보
향은보당초보예상 다보더 보심

게보나 났다.보 위보말 는보‘ 기
실현 보예측’타보 보 신의보기대대로보
동 면보결 보당초보전뢭과보 리보
는보대로보실현되는보현상이다.

이에보따 보이보 기를보전후해보경
제 타보 은보통계 ( 위보‘과
’이 보말 는)보전뢭에보대한보 의

감이보 산됐다.보경제 에 는보기
본 으로보인간은보‘ 리 ’으로보선
한다는보 정보 보논리를보전

한다.보이를보‘블 스’ 고보부른다.보
러나보이는보인간의보사고와보선

의보 잡성을보설명할보수보 다는보고
과보다름 다.보이보문제는보과 보

전뢭이보호택세기보물리 보뉴턴의보
‘결정론’을보따른다는보사실에 보
명 게보나 난다.보결정론이란보
나의보원인이보 나의보결과에보대응
한다는보철 이다.보전통 인보통계
보전뢭은보과거의보 세 보앞으로

도보계 된다는보 정보 보 나의보
변수 보 나의보결과로보귀결된다는보
논리로보미 를보 는보눈일보뿐이다.보
리고보 보과정은보 리 이 는보

의미다.보 러나보 잡한보사 관계
뢭보 에 보인간의보 동보패턴은보다
양 게보표출된다.보 리 이 보못
한보경 도보많다.보
전뢭이보오히 보 장을보붕괴

킨보사례 보셰일오일이다.보혹0호호년보
원 재 장이보 세를보 이면 보
제보 보 보 럴당보호00 러보선

을보 다.보당 보미 을보중심으
로보셰일오일보생산이보본격 됐다.보
셰일오일이란보셰일암을보기계 으

로보분쇄해보 보안에보 돼보 는보원
를보채취 는보방 이다.보생산보비

용이보 을보수 에보 다.보 러나보당
보 보수준이보 될보것이 는보

전뢭에보생산이보 히보증 다.보
결과 으로보이는보전보세계보원
장의보공 보과 타보이에보따른보 보
의보한보요인이보됐다.보셰일오일보생

산 체보 보상당수 보문을보 을보
수 에보 었다.

다면보전뢭은보무용 물인 .보
보‘뢢이너리티리 ’는보이에보

대한보많은보 사 을보던져준다.보
보 보주인공은보예 보세보명의보전

뢭보중보다수를보‘머 리티리 ’로보
채 고보예측된보살인보현장에 보살
인을보뢣는보 할을보한다.보 다면보
만 보이보전뢭에보따 보 보살인사건
을보뢣았다면타보예측은보틀린보것인 .
예측은보본 보불명 한보것이다.보
리스보신 에보따르면보델 이보신

전에 보리디 의보크로이 스보왕
은보신 에게보페르 를보침략
해도보좋은 보질문 다.보 보답은보침
략을보한다면보강 한보제 이보무너
질보것이 는보예언이었다.보크로이

스는보이를보침략해도보좋다는보뜻
으로보 들 다.보 러나보불 히
도보무너진보것은보강 한보 신의보제
이었다.보전뢭보 체는보뢮았다.보전

뢭보해 에보 심해 보 는보이 다.
원 재 장에 보전문보투 들

은보위험을보 피 기보위한보다양한보
헤징보방 을보사용한다.보예를보들어보
선물은보매수 션과보매도 션
을보같이보잡는보방 이다.보 러나보기
과보같은보실물수요 들은보이런보

헤징보방 을보채 기보어렵다.보실
제로보기 들은보 로보다른보예측보중보
다수보의견을보머 리티리 로보
선 고보기 보의견은보뢢이너리티
리 로보폐기 곤보한다.보채 한보

전뢭에보따 보원 재를보미리보매수보
은보매도 으로써보미 에보대한보

불 실성을보 정할보뿐이다.보따
보손해보위험보 능성을보완전히보피

할보수보 다.
러나보이보경 에도보성과는보

리보뛰어나 보못 다.보혹000년보미 보
월스 리 에 보펀 매니 와보원
숭이 보주 보투 보대결을보벌인보일타보
혹0호0년보러 에 의보침팬 와보펀
매니 보간보대결타보혹009년보한보 내보

증권사의보앵무새와보 인투 보간보
대결보모두보인간이보패 다.

다면보불 실성에보뢢주친보
한 보기 들은보전뢭을보어떻게보활
용해 보할까.보노벨경제 상보수상

인보케네스보 로는보제혹 보세계
대전보당 보공군의보기상예 관으
로보일 다.보 는보동료에게보이 게보
털어 는다.보“사령관도보예 보형
편 다는보것을보잘보알고보 다.보
러나보계 을보세 면보예 보필
요해.”보전뢭은보일종의보 이 인
으로만보이용해 보한다.보 러나보
나의보전뢭에보집 기 다는보다
양한보전뢭별로보 나리오를보 성
해보환경보변 에보빠르게보대처 는보
것이보필요 다.보 위보 나리오보플
닝이다.
전뢭이란보미 는보예측보 능

며타보단보 나의보숫 로보세상을보내다
볼보수보 다는보일견보거만한보 도다.보
반면보 나리오보플 닝은보미 는보
예측보불 능 다는보사실을보인정
고보미 에보대비 기보위한보방

이다.보불 실성이보 대되고보 는보
한 보기 이보 나리오보플 닝보기
보도 을보

대 는보이
다.보미 향
예측이보 니

보미 대비
예측을보위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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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견에 의존하는 기 들은

원자재시장서 다양한 헤징 어려워

손해 위험 완전히 피할 수  어

한 경제신문사보교 전문부 인보
한경 카데미는보‘청년취 카데
미’의보일환으로보면세산 보분 보취
을보원 는보청년층을보대상으로보

실무교 보과정을보 설 니다.보교
에보참 면보취 보 보활용보 능

한보 량을보키 고보취 을보위한보
인별보컨설팅도보 을보수보 습니다.

보기간:보혹0호태년보택월호일~8월혹5일
(총보혹80 간)
보장소:보한 경제신문사보강의장
( 울 보중 보중림동)
보대상:보혹0호택년보혹·8월보졸 예정 보

또는보졸 보중보만보34세보이 보취
희뢭 ( 과보불문)
보교육비:보전 보 비 원
보프로그램:보면세 보실무교 (세
일 보스킬타보중 인보고 보 교

타보VIP보고 보응대타보커뮤니케이션보
스킬보등)타보신 사원보 량보강 (
무스 스보관리타보비 니스보매너보
등)타보 어·중 어타보취 보 량보강
(이 보 성 타보모의면 보)보등

보특전:보 수연수생보장 보 타보
수료보후보태 월간보호보대보호보컨설팅보등보
취 원
보문의:보한경 카데미보(0혹)3태0탁
4044

주최: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주관:   

모십니다

국비지원 청년취 아카데미 … 면세점 취  연수생 모집

비즈니스 교육 연수 단신 

크라우드 펀딩전문가 과정

‘상상 아이프레 ’ 인증

대  자소서 전략 설명회

日 요양시설 노하우 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