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하지 않는 설렘, TEDxKT를 소개합니다! 



1. TED  
 

      Idea worth spreading (퍼뜨릴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 라는 모토 아래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연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미국의 비영리 재단 입니다 
 
 

2. TEDx 
 
      Tedx는 TED가 승인한 독립적 이벤트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작 되어        
      전 세계적으로 약 4,000회 이상 개최된 글로벌 네트워크 입니다  
 
      TEDx이태원, TEDx서울, TEDx삼성전자, TEDxNHN 등 국내에서도 많은 TEDx 행사들이 
      개최되어 반짝거리는 idea를 퍼뜨리고 있답니다 

 
 
 

“TED가 뭔가요?” 

3. TED 강연 영상 맛보기  
프랭크 워런 : 50만개의 비밀들 
http://www.ted.com/talks/frank_warren_half_a_million_secrets.html 
  

http://www.ted.com/talks/frank_warren_half_a_million_secre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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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DxKT는 2011년 4월에 시작하여 최근까지 총 7회의 이벤트를 개최했으며, 
      KT그룹 임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1st “Ideas worth spreading in kt” (2011.4.29, 서초) 

2nd “열정” (2011.6.10, 분당)  

3rd “iCompany 당신에게 회사란 무엇입니까?” (2011.7.8, 광화문) 

4th “Valuable Experience” (2011.10.7, 서초) 

5th “소통” (2012.3.23, 서초) 

6th “Refresh” (2012.7.6, 서초) 

7th “ConnecTED” (2012.11.14, 광화문) 

“TEDxKT 는요..” 



“TEDxKT 는요..” 

“연사의 발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 받은 부분을 나누고 네트워킹” 
 

“2013년은 TEDxKT Salon으로 미니 세션으로 Small / Turning Point / Dream / 
 School / Motivation 이라는 테마로 5회 진행하며 내실을 다짐” 

 



“TEDxKT 를 통해 우리는..” 

요즘 대세로 떠오른  
“하상욱 시인”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 꺼내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마음이 텅 비어 있다고 느끼는 순간, 
혹은 마음에 꾹꾹 담아 두었던 무언가에 
먼지가 쌓여가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영감을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음 속 창고를 나만의 것으로 채우고 
가꾸어온 소중한 이야기를 꺼내 놓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ㅇ 일시: 2013년 11월 20일 (수) 19:30 ~ 22:10   
 ㅇ 장소: 광화문 olleh square 1층 Dream Hall 
 ㅇ 사전등록 방법: http://me2.do/xo73D0oy 
 ㅇ 참가비: 5천원 / 납부계좌: 국민은행 360101-04-087412 음근주 

“TEDxKT 8차 이벤트에서 만나요!” 

http://me2.do/xo73D0oy


“TEDxKT 8차 이벤트에서 만나요!” 

Part 1. 절실함 꺼내기 

Part 2. 용기 꺼내기 

Part 3. 소통 꺼내기 

Part 4. 행복 꺼내기 

Part 5. 자신감 꺼내기 

연사 Line-up 

정현욱 beSUCCESS 대표 

잠들어 있는 절실함 깨우기 

송한나 큐레이터 

용기 = 매 순간의 의미화 

박근우 박원순 서울시장 치과 주치의 

북창동 룸살롱이  
사회 혁신가의 기지로! 

박자연 HoE 대표 

진정한 행복이란? 

고경곤 KT 온라인사업단 단장 

일하면서 행복해 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