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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12.19 온고지신 연세대 사회학과 송복 교수

2 2004.05.28 우리 경제의 당면한 문제와 진로 홍익대 경영대학 김종석 교수

3 2004.11.17 화합의 리더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현모 교수

4 2005.04.08
여론조사의 오용과 남용

그리고 효율적인 활용방안
현대리서치연구소 회장 허병기 박사

5 2005.10.27 갈등과 성장에너지 한국심리상담연구소장 김인자 교수

6 2006.04.25 참다운 건강생활 서봉 고광석 박사

7 2006.11.23 인생과 운명론 성균관대명예교수 류승국 학술원 회원

8 2007.04.05 문화유산 답사여행의 즐거움 현암 유영설

9 2007.10.11 대한민국, 얼마나 당당한 나라인가! 동서문화센터 연구원 김충남 박사

10 2008.02.28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 전 명지대 법정대학장 이인수 박사

11 2008.04.22 18대 총선 이후 한국정치의 과제와 전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박찬욱 박사

12 2008.10.23 내가 아는 운경 선생님 김정례 전 보사부장관

13 2009.04.16 한국경제의 현황과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주현 박사

14 2009.07.02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보정세 안보전략연구소장 홍관희 박사

15 2009.12.01 자유민주주의의 미래 연세대 명예교수 김동길 박사

16 2010.03.30 번영하는 한국, 적화되는 한국 “한국논단”의 발행인겸 편집인 이도형 선생

17 2010.06.16 자연의학과 생활건강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원장 이시형 박사

18 2010.09.15 이명박 정부 하반기 한국정치의 전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강원택 박사

19 2010.11.23 G20 정상회의이후, 한국경제의 전망 안진회계법인 회장 김일섭 박사

20 2011.04.28 자스민 혁명의 성격과 그 영향 국방대 명예교수 김석용 박사

21 2011.06.21 가치 있는 삶 서울대 명예교수 박동규 교수

22 2011.09.21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지속가능한가? 한국학중앙연구원 양동안 명예교수

23 2011.12.06 FTA와 한미관계 한미우호협회부회장 조원일 대사 

24 2012.04.24 19대 총선 후의 정치전망 박실 전 의원

25 2012.09.18 오늘날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김동길 박사

26 2012.11.12 종북세력의 기원과 전개 강규형 박사

27 2013.04.20 박근혜 정권과 한반도 운명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28 2013.09.03 한국경제에 희망이 있는가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

29 2013.11.29 탈북자와 국군포로 박선영 교수

30 2014.04.24 2032년, 대한민국 자유경제원 원장 전원책 변호사 

31 2014.11.04 내가 아는 정치지도자 운경선생 김종기 전 의원

32 2015.04.03 명심보감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병조 교수

33 2015.12.10
운경 이재형 선생의

인생과 정치를 생각한다
강창희 전 국회의장

34 2016.08.30 민심으로 본 19대 대선 예측 이영작 서경대학교 석좌교수

35 2016.12.15 위기의 한국경제, 현황과 전망 한국경제연구원장 노성태 박사

36 2017.04.21 산다는 것의 의미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37 2017.10.25 한국의 명문가 이야기 조용헌 건국대 명예교수

38 2018.04.18 북핵 위기와 한반도 평화건축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

39 2018.10.17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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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19.04.18 한국 노사관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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