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의 일상으로 복귀하지 마세요. 더 나은 일상으로 복귀하세요.

RETURN TO BETTER
POWERED BY SYNERGY

온라인 컨퍼런스 | 8월 25일 – 26일

RETURN TO BETTER
POWERED BY SYNERGY
온라인 컨퍼런스 | 8월 25일 – 26일

여러분의 뉴노멀을 발견하세요... 

여기 우리가 전문가로서 항상 해왔던 질문이 있습니여기 우리가 전문가로서 항상 해왔던 질문이 있습니
다. 어떻게 하면 올해의 판데믹 위기를 통해 얻은 교다. 어떻게 하면 올해의 판데믹 위기를 통해 얻은 교
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일상으로 잘 복귀할 수 
있을까요? 그냥 과거의 일상이 아닌, 그보다 더 나은 있을까요? 그냥 과거의 일상이 아닌, 그보다 더 나은 
버전의 일상으로 말입니다.  버전의 일상으로 말입니다.  

저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톰슨로이터저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톰슨로이터
의 ‘Return to Better’ 컨퍼런스는 이 중요한 질문을 화의 ‘Return to Better’ 컨퍼런스는 이 중요한 질문을 화
두로 업계 전문가, 경제 전문가, 비즈니스 리더들의 전두로 업계 전문가, 경제 전문가, 비즈니스 리더들의 전
문지식을 나누고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합니다. 본 문지식을 나누고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합니다. 본 
컨퍼런스를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최신 트렌드를 들어컨퍼런스를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최신 트렌드를 들어
보고, 경험많은 업계 동료들과 교류하고, 포스트-판데보고, 경험많은 업계 동료들과 교류하고, 포스트-판데
믹 세계에서의 새롭고 혁신적인 업무 방식에 대해 알믹 세계에서의 새롭고 혁신적인 업무 방식에 대해 알
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될 본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여러이틀에 걸쳐 진행될 본 컨퍼런스에 참여하여 여러
분의 뉴노멀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전문분의 뉴노멀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전문
가들의 분석, 최신 동향, 기술기반 로드맵 등을 만가들의 분석, 최신 동향, 기술기반 로드맵 등을 만
나보세요.  나보세요.  

과거의 일상으로 복귀하지 마세요. 더 나은 일상으로 복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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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Day 1 – 8월 25일 화요일  

글로벌 & 아태지역 인사이트 : 위기에 대한 대응14.30 - 14.55 KST

로이터 뉴스 패널 토론: 경제 전망15.00 - 16.00 KST

Day 2 – 8월 26일 수요일

14.00 - 14.50  KST 원격 근무  

변화하는 업무 환경과 미래
의 인력 

컴플라이언스의 세계화 

줄다리기: 불확실성의 시대
에서 성장과 규제 사이의 균
형 잡기 

트렌스포메이션  

미래를 대비하는 조직: 트렌
드, 트랜스포메이션, 규제 변
화에 대하여

15.00 - 15.50  KST 원격 근무 

재택근무, 어떻게 할것인가 – 
뉴노멀에 따른 조정   

컴플라이언스의 세계화  

좋은 놈, 나쁜 놈, 그리고 완
전한 사기: 역사상 최대의 금
융 사기 범죄가 업계에 가져
올 충격에 대하여

트렌스포메이션  

변화 관리 & 테크놀로지 – 
미래 트렌드, 전문가 조언,  
그리고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혁신을 위한 팁

16.00 - 16.50  KST 원격 근무 

하이브리드 업무공간과  가
상연결:  업무 공간의 로드맵?

컴플라이언스의 세계화 

하이브리드 업무공간과  가
상연결:  업무 공간의 로드맵?

트렌스포메이션

COVID-19: 비즈니스의 재
발명

10 분 가상 휴식

10 분 가상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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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 – 8월 25일 화요일  |  14.30 - 14.55 KST

글로벌 & 아태지역 인사이트 : 위기에 대한 대응

톰슨로이터의 대표이사 CEO인 Steve Hasker와 Asia & Emerging Markets의 수장인 Jackie Rhodes의 세션에서 Covid-19으로 인한 

보건 및 경제 위기에 대한 아태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인사이트를 만나보세요.

본 세션은 톰슨로이터의 주요 고객과 파트너들로부터 얻은 공통된 관점들을 중동, 아시아, 오세아니아 간의 차이점들을 비교하면서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다룰 아젠다들을 미리 파악해볼 수 있도록 일부 헤드라인 세션들에 대

한 프리뷰가 진행되며, Steve Hasker와의 Q&A가 이어집니다.

Steve는 올해 글로벌 판데믹 위기의 초창기에 톰슨로이터에 합류하였습니다. 본 세션을 통해 그동안 파악한 주요 시장에 대한 인사

이트,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세무 산업 분야의 미래, 톰슨로이터의 글로벌 미래 전략에 대한 스냅샷을 공유합니다.

발표자



로이터 뉴스 패널 토론: 경제 전망

본 패널 세션에서는 COVID-19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리스크는 무엇인지, 예상되는/ 바람직

한 정책 대응은 무엇인지, 선진국들이 편성한 전례없는 통화 및 재정 부양 조치가 아시아의 자본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논의합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역 경제가 직면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와 장기적인 도전 과제, 심화되어 가는 미-중 

긴장, 그리고 다가올 인구통계적 역풍에 대해 논의합니다. 해당 세션은 지정학과 COVID-19 하에서의 산업별 승자와 패자에 대한 논

의로 확대될 수 있지만, 논의는 아태 지역에 대한 거시경제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발표자

모더레이터

Iris Pang
Chief Economist,Greater China
ING Bank

Seng Wun Song
Director
CIMB Private Banking

Robert Alan Feldman
Senior Advisor
Morgan Stanley MUFG Securities Co., Ltd.

Su-Lin Ong
Managing Director
Chief Economist & Senior Relationship Manager
RBC Capital Markets

Day 1 – 8월 25일 화요일  | 15.00 - 16.00 KST

Jackie Rhodes
Managing Director, Asia & Emerging MarketsT-
Thomson Reuters

Steve Hasker
President and CEO
Thomson Reuters

Leika Kihara
Chief Japan Correspondent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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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bie Robertson
Virtual Office Managing Partner
Deloitte

Day 2 – 8월 26일 수요일  |  14.00 - 14.50 KST

원격 근무 
변화하는 업무 환경과 미래의 인력 

본 세션은 두 분야의 발표로 구성됩니다:   

호주 최고의 인구 통계 학자이자 사회 논평가인 Bernard 

Salt가 미래에 다가올 기회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포함한, 

미래 업무 환경과 인력의 변화에 대해 논합니다. Mary 

Alice Vuicic은 톰슨로이터에서 내부적으로 미래의 업무 

환경이 가져올 변화에 대비하여 진행중인 프로젝트로부터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세션에서 논의할 분야

 Î 극적인 변화: 지난 50년 동안 직업의 유형, 어떻게 일

하고 어디에 거주하는 가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에

게는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왜 이런 변

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들

어봅니다. 

 Î 미래의 인력: 인력과 업무 환경의 미래는 어떤 모습

일까요?   

 Î 또 다른 기회들: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가 실패할 것이

며, 어떤 비즈니스가 번창하게 될까요? 

 Î 사례로부터의 교훈: 톰슨로이터가 진행중인 미래의 

업무 환경 변화에 대한 프로젝트로부터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여러분의 조직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발표자

 

모더레이터

Bernard Salt
Managing Director
The Demographics Group

Mary Alice Vuicic 
Chief People Officer
Thomson Reuters

Andrew Hay
Head of Proposition, Legal Software Solutions
Thomson Reuters Asia & Emerging Markets

컴플라이언스의 세계화  
줄다리기: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성
장과 규제 사이의 균형 잡기

격동의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어떻게 임무와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을까요? 

2020년 8월 26일에 진행될 톰슨로이터의 50분 패널 토론 

줄다리기: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성장과 규제 사이의 균형 

잡기에 참여해보세요. 

본 세션에서는 국제 규제 전문가 패널들이 그들의 글로

벌 컴플라이언스, 데이터-퍼스트 규제 전략, 전사적 컴플

라이언스 참여 방안, 그리고 향후의 불확실성에 대한 의

견을 공유합니다. 

본 세션이 다룰 토픽들

 Î 컴플라이언스 - 글로벌 렌즈: 패널들이 점점 국경 간 

장벽을 넘어 연결되어 가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규제 

기관들이 어떻게 다자간 정책 설계, 정보 교환 및 집

행 활동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공유합니다. 

 Î 데이터-퍼스트 전략: 데이터가 글로벌 규제, 컴플라이

언스 활동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을까요? 패널들이 

규제 도구의 핵심 구성 요소로써 데이터를 어떻게 효

과적으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일화를 각각 소개합니다. 

 Î 전사적 참여: 격동적인 경제 환경에서 성장을 억제

하지 않고도 컴플라이언스를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

일까요? 패널들은 규제 및 커뮤니티 참여에 대한 접

근 방식과 더불어 성장 활동과 규제 간의 지속적인 

긴장감을 관리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들에 대해 논

의합니다  

 Î 앞으로의 방향: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세계는 어떤 모

습일까요? 2년 후는 어떨까요? 패널들이 미래에 대한 

각자의 전망을 놓고 토론합니다. 

발표자

모더레이터

트렌스포메이션
미래를 대비하는 조직: 트렌드, 트
랜스포메이션, 규제 변화에 대하여 

조직 트랜스포메이션, 업계 트렌드, 규제 변화에 대한 전

문가 패널 토론에 참여하세요. 기업들이 어떻게 ‘판데믹 

위기를 활용’하고, 혁신과 디지털 트렌드를 받아들이며, 데

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시큐리티 이슈를 관리

하여 COVID-19과 그 이후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지 알

아보세요.

본 세션에 참여하시면

 Î 비즈니스, 법률, 기술, 조직 관리 업계 등 다양한 배경

을 가진  선별된 패널리스트들로부터 종합적인 식견

을 들어보세요. 

 Î 아태지역 및 글로벌 전체에 걸친 리스크 관리, 사이

버시큐리티, 혁신, 테크놀로지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

해 파악하세요. 

 Î 분절된 조직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실무적인 팁과 방

법론에 대해 듣고, 조직 간 경계를 허물고 통일된 비

전을 형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Î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기획에 대해 이해를 높여, 여

러분과 여러분의 기업이 미래에 만날 수 있는 전대

미문의 위기에  유연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해보세요. 

발표자

 

모더레이터

Anthony Mitchell
Chairman and Chief Potential Officer 
Bendelta

Alec Christie
Partner
Mills Oakley

Nathan Lynch
Manager, Regulatory Intelligence, Asia-Pacific
Thomson Reuters

Rebecca Saint
Deputy Commissioner - Public Groups 
Australian Taxation Office

Glenn Seah 
Head legal, Compliance and Corporate 
Secretariat
Singapore Exchange

Abhishek Sharma
Senior Counsel, India and MENA
Thomson Reuters

Duncan Hewett
Senior Vice President & GM, Asia Pacific & 
Japan
VM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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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근무  
재택근무, 어떻게 할것인가 – 뉴노
멀에 따른 조정

업계 동료와 전문가 패널들의 토론에 참여하여 그들이 어

떻게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업무적 의무를 충족하고 팀과 

연결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들어보세요. 패널들이 원격근

무의 모범 사례와, 그들의 고용주들은 어떻게 재택근무를 

지원하는지에 대해 공유합니다.  

본 세션에서 논의할 분야

 Î 재택 근무 – 다른 이들은 이 뉴노멀에 어떻게 적응하

고 있을까요?  

 Î 현재 환경에서도 동료들과 협업하면서 업무 기일과 

의무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을까요? 

 Î 원격 근무 모범 사례  

 Î 기업들은 그들의 직원들을 원격 근무 환경에서 어떻

게 지원하고 있을까요? 

발표자

 

모더레이터

컴플라이언스의 세계화  
좋은 놈, 나쁜 놈, 그리고 완전한 
사기: 역사상 최대의 금융 사기 범
죄가 업계에 가져올 충격에 대하여

 지난 20년 동안, 경제와 금융 분야에 이어진 위기들

은 금융 범죄의 온상을 만들어냈습니다. Parmalat부터, 

Patisserie Valarie를 거쳐, Luchkin Coffee와 글로벌 핀테

크까지. 금융 업계는 이런 금융 범죄들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었으며, 이런 교훈을 반영하지 못했을 때 벌어질 수 있

는 규제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본 세션이 다룰 분야

 Î 이 경제적 위기가 어떻게 금융 범죄의 증가를 가져

올 수 있는가? 

 Î 당신의 업계가 어떻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할일은 무엇이며, 대비하지 못한 경우의 치러야할 대

가는 무엇인가?   

 Î 규제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미래의 위기/금

융 사기 대응에 대한 전망은 무엇인가? 

 Î 금융 범죄를 탐지하고 예방히는 데에 있어 테크놀로

지의 역할  

발표자

모더레이터

트렌스포메이션   
변화 관리 & 테크놀로지 – 미래 트
렌드, 전문가 조언,  그리고 비즈니
스 오퍼레이션 혁신을 위한 팁 

톰슨로이터 이노베이션랩 맛보기 - 미래 트렌드, 핵심 인

사이트와 고객 케이스 스터디. 

전문가 패널들의 공급망과 제조업 분야의 역동적 환경과 

도전과제, 기술 혁신과 변화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에 참여하세요. 

본 세션에서 논의할 분야

 Î TR 이노베이션랩 쇼케이스 – 고객 사용 사례 및 미래 

전망 (블록체인,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   

 Î 공급망 효율성과 회복력 및 비즈니스 관계에의 영향  

 Î 수요 공급 패턴, 로컬 소싱과 글로벌 소싱, 미래의 비

즈니스 모델   

 Î 인권과 현대판 노예 - 테크놀로지가 예방적 측정을 도

울 수 있을까?  

 Î 규제 프레임워크의 급격한 진화 

발표자

 

모더레이터

Omar Bari
PhD, Sr. Data Scientist 
Thomson Reuters Labs

Michael Milnes
Senior Manager Practical Law -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nd Principal Lawyer
Thomson Reuters 

Brian Fox
MD & Founder of Confirmation 
Thomson Reuters

Victor Pineiro 
APAC Sales Leader, Confirmation
Thomson Reuters

Sally Gao
Data Scientist
Thomson Reuters Labs

Zoe Martinez
Proposition Lead, Global Trade
Thomson Reuters

Nathan Lynch
Manager, Regulatory Intelligence, Asia-Pacific
Thomson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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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y Perry
President
143 Advisory Services LLC

Joe Al-Khayat
Co-Founder
Resolve Disputes Online

Rebecca Roberts 
Group Tax Manager
Cochlear

Ranajit Dam
Managing Editor, Legal Media Group
Thomson Reuters

Kevin Luo 
Assistant General Counsel
GM, Asia-Pacific R&D Group Legal
Microsoft

Justine Woodford
Head of Knowledge
Allens

Bill Majcher 
Money Laundering, Financial Crime  
and Cyber Threat



과거의 일상으로 복귀하지 마세요. 더 나은 일상으로 복귀하세요.

RETURN TO BETTER
POWERED BY SYNERGY

온라인 컨퍼런스 | 8월 25일 – 26일

원격 근무 
하이브리드 업무공간과  가상연결:  
업무 공간의 로드맵?    

글로벌 보건 위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이브

리드’ 업무 공간과 상시적 원격 근무라는 옵션은 점차 일

반화된 개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의 원인이 

결코 COVID-19에 따른 감염 위험에서 전문가들을 보호하

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보건 위기로 촉

발된 재택근무가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경험

을 주고 있습니다. 

Acritas의 연구 결과는 수면 시간, 육체 활동, 협업적 업무

에 필요한 구조들이 업무 공간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9 to 6 업

무 근무보다, 원격 근무 환경은 이런 요소들을 모두 더 잘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 다룰 분야

 Î 업무적 웰빙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떻게 측정 할 수 있

을까요? 웰빙은 정신 건강과 관련이 있지만 직장에서

의 생산적인 느낌, 건강한 행동 인식 (더 잘 먹고, 더 

많이 운동하는 것), 더 많은 협업 및 연결성을 포함하

며, ‘웰빙’에 기여하는 많은 놀라운 요소가 있습니다. 

 Î 지난 6개월 넘는 기간동안 법률분야, 기업, 조세 업계

에서의 원격 근무 경험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Acritas가 업무 환경 웰빙의 구성 요소 중 원격 근무와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과 연관된 연구의 데이터 포인

트들을 소개합니다. 

 Î 기업의 리더십팀이 조직의 건강과 웨빙을 증진시키

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이브리드’와 ‘유

연’ 근무가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새로운 방안

이 될까요? 

발표자

 

모더레이터

Dr. Amitabh Deka
Head of Wellbeing Solutions
South Asia & Aon Care

Scott Hazard
Global Head of Real Estate and Workplace 
Experience
Atlassian

Genna Stainforth
Senior Account Manager
Acritas

Samantha Hilton
Senior Proposition manager - Legal Solutions-
Thomson Reuters

Day 2 – 8월 26일 수요일   |  16.00 - 16.50 KST

컴플라이언스의 세계화    
경제 및 규제 불확실성의 뉴노멀에
서의 번영

기업들은 변화하는 규제, 컴플라이언스 및 보고 의무를 충

족하면서, 이 전례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

가고 있을까요? 

전문가 패널들이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을 공

유하고, 진화하는 경제 및 규제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하며,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운영 모델에 회

복성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팁을 제공합니다. 

본 세션에서 논의할 분야

 Î 현재의 상황: 최근의 글로벌 위기는 기업들의 운영 방

안에 극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본 세션의 패

널들이 어떻게 기업들이 급격한 비즈니스, 경제, 규

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지 인사이트

를 공유합니다.   

 Î 규제 당국과의 협력: 세계 각국들이 자신들의 병든 경

제를  부양하기 위해  독특하고 새로운 조치 및 규정

들을 빠르게 채택하고, 공공이나 기업과의 충분한 논

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동하면서 기업들은 전례없이 

빠른 불확실성과 컴플라이언스 부담의 증가를 경험하

고 있습니다.  패널들은 각각 그들의 위험 관리 전략

과 중단기적으로 규제 당국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

지에 대해 경험을 공유합니다. 

 Î 테크놀로지 - 민첩성과 다양성의 확보: 혼란의 한가운

데서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번창하게 하는 

동시에 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시장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패널리스트들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기업의 역량을 강화했던 사례

를 설명하고, 교훈과 그들만의 독창적이며 실용적인 

조언을 공유합니다. 

 Î 앞으로의 전망: 지금으로부터 1년 후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2년 후는 어떨까요? 패널들이 미래에 대

한 생각과 예측을 소개하고, 위의 각 영역이 효과적으

로 확보될 경우, 미래의 새로운 기회들을 자산화 할 

수 있도록 해줄 조직차원의 준비 및 회복성을 구축 방

법을 공유합니다. 

발표자

모더레이터

트렌스포메이션   
COVID-19: 비즈니스의 재발명  

톰슨로이터의 고객들이 COVID-19이 그들의 비즈니스에 

미친 영향을 공유하고, 그들의 매출, 제조공정, 자원, 프

로세스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 가운데 어떤 측면이 현재

의 위기 상황에 맞게 민첩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었는

지 논의합니다.   

본 세션에서 논의할 분야

 Î 敏에자일한 비즈니스 

 Î 매출 모델의 변화 

 Î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   

 Î 최신 트렌드와 트랜스포메이션의 예시  

발표자

 

모더레이터

Guruprasad Rao
Vice President – Digital and Analytics Practice
HCL

Stuart Fuller
Global Head of Legal Services
KPMG Australia

Tony Fulton
Partner
RSM Australia

Jenny Clarke
Regional lead for tax transformation and 
technology
KPMG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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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i Ganesh Kumar
Direct Tax Enterprise Proposition Lead - 
Corporate
Thomson Reuters Asia & Emerging Markets

Wilson Ang
Head of Asia Regulatory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Practice
Norton Rose Fulbright

Jaella Parker 
Chief Operating Officer for  
the Office of the General 
Deloitte Asia Pacific 

Christine Jacobs
Product Manager 
Thomson Reu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