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국제경영원(IMI)은 1979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설립한 

경제계 최초의 경영전문 교육기관입니다.

본원에서는 지난 39년간 4천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최고경영자과정, 

매년 500여명이 참석하는 CEO 하계포럼, 5만여 명의 우수인재를 양성한 전문가교육 등

대한민국 최고 규모의 기업 핵심인재의 경쟁력을 키우는 전문 교육기관이자 

CEO 및 임원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전경련국제경영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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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트렌드를 이끄는  

핵심인재 양성교육

선진경영이론과 우수경영사례  
중심의 실용적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일류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전문경영인력 양성

글로벌 이슈와 경영전략을  

공유하는 컨퍼런스 개최

국내외 CEO, 최고의 
경제·경영전문가가 참여하여

최신 경영 정보를 교환하고 친교를 
다지는 수준 높은 연찬의 장

대한민국 대표  

최고경영자과정

전  현직 기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강사진과 국내 우수기업 

CEO들이 참가하여 글로벌 수준의 
학습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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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국제경영원 연혁 

전국경제인연합회 내 

국제경영원 설립

사단법인 전경련 

국제경영원으로 출범하면서 

최고경영자과정 등 

다양한 사업 활동 전개

전국경제인연합회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국제경영원을 전경련 산하 

독립된 경영전문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확대·

개편키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

제1기 최고경영자과정 

개설 등 경영교육사업 및 

경영연구 조사사업 추진

한국의 경영연구 및 

경영자 양성을 위한 

한국정부와 UNDP

(유엔개발기구) 간 

기구 설립 합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 

및 국제경영원 최고경영자

과정 동문회원을 중심으로 

창립회원 구성 및 

창립총회 개최

1979. 11 1999. 1

1998. 9

1980. 3

1970 199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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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스탠포드 최고경영자 

과정 개설

IMI 朝餐經筵(조찬경연) 

300회 개최

2016 전경련 CEO 

하계포럼 30회 개최

전경련 IMI 제주하계포럼 

부시 前 미국 대통령 참석

사단법인 국제경영원으로 

법인명 변경

2008. 6

2012. 10

2016. 7

2009. 7

2004. 1

경제교육전문기관 

자유와창의교육원 

개원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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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국제경영원은 교육 대상(직위ㆍ직책) 및 직무(전략, 마케팅, 인사, 영업, 재무 등)에 따라 최적화된 커리큘럼과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교육프로그램 및 세미나 안내

최고경영자과정

경영자의 글로벌 리더십과 경영전문능력을 제고하는 CEO 및 임원 양성 교육

핵심인재

직무별(전략, 마케팅, 인사, 영업, 재무 등)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최신이론 및 

경영사례 중심의 핵심인재 양성교육

차세대 핵심인재

차세대 핵심인재의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직무별 실무 중심의 교육

전 직원 열린 세미나 

경영 트렌드와 최신 이슈를 담은 전직원 정보 공유의 장

기업맞춤형 위탁교육

기업의 Needs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설계·운영

정부위탁과제

전문적이고 다양화된 솔루션으로 중앙정부 위탁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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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맞춤형
교육

세미나 포럼

계층 및
역량교육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전경련 임원 리더십 스쿨

전경련 역사최고위과정

전경련 신성장 동력단

전경련 경영진 법률최고위과정

전경련 차세대 CEO 아카데미

해외연수(벤치마킹 연수단)

Core-MBA Program

전경련 마케팅 전략수립 워크숍

전경련 재무전략 프로그램

전경련 HR 전략 프로그램

전경련 동양고전 인문학 서당

기업노무전문가 양성과정

기업IR전문가 양성과정

홍보전문가 양성과정

전경련 팀장 리더십 스쿨

IMI 朝餐經筵(조찬경연)

2018 전경련 CEO 하계포럼

전경련국제경영원 교육프로그램 체계도

사원급

사원~대리

차세대 핵심인재

팀장급(과장~부장)

핵심인재

임원(이사~전무)

최고경영자

대표이사, CEO

단기 핵심역량 아카데미

(영업, 홍보, 기획, PT, 비서 등)

2018 경제ㆍ산업 전망 세미나

전경련 IMI HR 포럼

핵심인재 맞춤형 MBA

(재무/회계, 마케팅, 전략, HR)

보직자 리더십

임원 역량강화 과정

(전략, 협상, 의사결정, 소통, 스피치, 리더십, 

위기ㆍ갈등관리, 신사업 추진 등)

강사파견(전 직원 월례교양강좌)

* 전경련국제경영원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은 기업 맞춤형 진행 가능합니다.

신입사원 및 차세대 핵심인재 역량강화 교육

6·72018 전경련국제경영원 교육프로그램



 최고경영자과정

교육과정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FAMP) 19주

전경련 역사최고위과정 10주

IMI 朝餐經筵(조찬경연) 월1회

2018 전경련 CEO 하계포럼 7월

전경련 신성장 동력단 6주

전경련 차세대 CEO 아카데미 10주

전경련 임원 리더십스쿨 6주

전경련 경영진 법률최고위과정 9주

 해외연수

교육과정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CES 미국 혁신기업 벤치마킹 5박7일

2018 HANNOVER MESSE 한국대표단 5박7일

2018 MWC 중국 상해 혁신기업 연수단 3박4일

독일 인더스트리 4.0 & 히든챔피언 기업탐방단 5박7일

 핵심인재

교육과정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Core-MBA Program 11주

IMI 재무전략 프로그램 7주

IMI HR전략 프로그램 7주

팀장 리더십 스쿨 4주

전경련 동양고전 인문학 서당 4주

전경련 마케팅 전략수립 워크숍 4주

기업노무전문가 양성과정 5주

기업IR전문가 양성과정 5주

홍보전문가 양성과정 4주

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인재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재를 관리하고 육성하는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경련국제경영원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인재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영·경제교육기관인 

전경련국제경영원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경영인과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한국 경제의 도약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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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직원 열린 세미나

교육과정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8 경제ㆍ산업 전망 세미나 연 2회

전경련IMI HR포럼 연 3회

 차세대 핵심인재

교육과정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기 핵심역량 아카데미 프로그램 1~2일 연중 상시

 기업 맞춤형 교육

교육과정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업 맞춤형 교육 안내 연중 상시 연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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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참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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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39년간 전경련국제경영원은 사람을 키우고, 기업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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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서비스

전경련국제경영원의 회원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프리미엄 멤버십 서비스

 IMI PREMIUM MEMBERSHIP

구분 서비스 법인회원 개인회원

교육 서비스

IMI 조찬경연(연 11회) 5인 무료 (연간 60명 참석) 본인 무료

전경련 CEO 하계포럼 대표 및 임원 20% 할인 본인 20% 할인

IMI HR 포럼(연 2회) 
임직원 3인 무료 임직원 2인 무료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연 2회) 

IMI 교육과정 할인(상시) 임직원 최대 20% 할인 본인 최대 20% 할인

경영정보 서비스

경제·경영도서 제공 조찬경연 참석 시 제공

전경련, 한국경제연구원 등 
최신 경제·경영정보 자료 제공

무료 제공

국제회의, 전시회 참가 및 대정부 간담회 초청

방한 해외 바이어 1:1 비즈니스 상담 지원

대기업 퇴직 임원을 통한 경영자문 컨설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B2B 지원서비스(회원사 홍보)

연회비 350만원 150만원

 문    의 TEL 02-3771-0491, 0341    E-mail syn@imi.or.kr, kjsong@imi.or.kr

최고의 자리에 계신 당신께 경영자로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전경련국제경영원만의 철학이 담긴 프리미엄 멤버십 서비스로 귀하의 특별함을 더욱 빛내드리겠습니다.

PREMIUM
MEMBERSHIP

SERVICE

지식 향유 및 네트워크의 장

CEO의 아침을 여는 조찬경연,
경영 트렌드 및 전략 공유를 위한

다양한 지식포럼 및 세미나,
IMI만의 특화된 지식 서비스 제공

경영정보 브리핑 및 혜택

회원사 홍보를 위한 B2B 지원,
경영경제 정보 공유를 위한 도서 및
전경련·한경연 경영정보 자료 제공

I n t e r n a t i o n a l  M a n a g e m e n t  I n s t i t u t e I n t e r n a t i o n a l  M a n a g e m e n t  I n s t i t u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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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회원사

함께하는 회원사들이 전경련국제경영원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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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경련
국제경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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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 E C T I O N

최고경영자과정

16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17 전경련 역사최고위과정

18 IMI 朝餐經筵(조찬경연)

20 2018 전경련 CEO 하계포럼

22 전경련 新성장 동력단

23 전경련 차세대 CEO 아카데미

24 전경련 임원 리더십 스쿨

25 전경련 경영진 법률최고위과정

26 2018 CES 미국 혁신기업 벤치마킹

27  2018 MWC(Mobile World Congress) 중국 상해 

혁신기업 연수단

28  2018 HANNOVER MESSE & SMART FACTORY 

한국대표단

29 독일 인더스트리 4.0 & 히든챔피언 기업탐방단



전경련 최고경영자과정 FKI Advanced Management Program

경제계 最初, 대한민국 最大, 38년 전통의 명품AMP
CEO와 임원이 알아야 할 모든 것

1980년 경제계 최초로 개설되어 4,000여명의 경영자를 배출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AMP! 현업에 종사하는 국내외 

최고의 CEO 및 각계전문가들의 살아있는 강의가 귀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혜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교육목적 최신 경영 지식을 습득하고 품격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수준의 경영인 양성에 목적을 둠

 교육특징 •말로만 하는 전문가가 아닌 글로벌기업 CEO의 경영 노하우 전수 

 •해외역사탐방, 제주수련회, 부부합반 문화강좌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구성

 •학기 중 IMI 朝餐經筵(조찬경연) 무료수강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무료법률 자문서비스, 무료경영컨설팅 혜택

 •4,000여 CEO동문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함께하는 교류의 장

 교육대상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공직자 및 전문직 종사자

 교육기간 [상반기] 2018년 3월 9일~7월17일, [하반기] 2018년 9월 7일~2019년 1월 29일 (19주)

 교육비용 990만원(입학워크숍, 해외연수, 제주수련회 등 포함)

 교육장소

 

 교육내용 

구 성 세부 내용

Global Trend & Issue

•뉴패러다임의 시대, 지속가능 성장에 달려있다
•스마트 시대 뉴패러다임과 경영전략
•새로운 경제질서의 원동력과 한국의 미래
•중국 유망산업과 우리의 대응전략
•21세기 초경쟁시대의 생존 전략

The Essence of Global Business 
Management

•기업 성공 전략! 혁신하는 방법
•CEO가 알아야할 Fun한 경제학
•無에서 有를 만드는 기업의 비밀
•변화의 시대로 요구하는 경영자의 리더십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인재관리 방법
•글로벌 기업의 마케팅 전략 벤치마킹
•CEO가 반드시 알아야할 재무 포인트

Global Leadership for CEO

•끌리는 CEO는 1%가 다르다
•조직을 움직이는 힘, CEO 심리경영 & 소통경영
•글로벌 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해 미래를 본다
•영웅을 가슴에 품어라
•위기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발휘된다

Liberal Art for CEO

•클래식에서 찾는 감성경영
•르네상스시대의 창조경영을 통해 보는 기업의 성장전략
•시에서 배우는 창조의 지혜
•입냄새를 통한 치과 둘러보기
•예능에서 배우는 인재용병술
•후츠파를 통해 보는 창조정신! 경영에 접목하다

 주요 강사진  손길승 SKT 명예회장,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이봉진 자라코리아 대표, 이윤우 삼성

전자 前부회장,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에어비앤비 이상현 정책총괄, 알리바바클라우드 조성범 한국

대표,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부회장, 연세대학교 김상근 교수 등

 교육문의 CEO교육팀  Tel. 02-6336-0545  E-mail. junsuksk@imi.or.kr

2018 전경련국제경영원 교육프로그램



전경련 역사최고위과정

대한민국 CEO·임원을 위한 인문조찬

탁월한 업적과 성취를 이룬 역사속의 리더와 사건들을 통해 조직과 공동체의 번영을 이루어낸 성공 사례를  

집중연구 함으로써 CEO들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배울 수 조찬 과정

 교육기간 [18기] 2018년 4월 5일~6월 7일 (매주 목요일 6:50~9:00)

 [19기] 2018년 10월 4일~12월 6일 (매주 목요일 6:50~9:00)

 교육대상 1) 대기업·중견·중소기업·공기업·기관·협회의 CEO, 임원, 단체장

 2) 전경련 회원사 CEO, 임원 / 정부·공기관 등 고위공무원

 교육비용 220만원

 교육장소 삼성동 파크하얏트 호텔

 문    의 전경련 역사 최고위 조찬 사무국(TEL. 02-6336-0548)

16·172018 전경련국제경영원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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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I 朝餐經筵(조찬경연)

마음을 나누고 지식을 채우는 최고의 CEO 지식네트워크

전경련국제경영원 조찬경연을 통해 매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00여 명의 CEO와 임원진이 기업경영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십니다. 우리 경제·경영인들의 전략 쇄신 및 혁신의 동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에 초대합니다!

IMI 조찬경연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 속에서 다양한 분야의 경영자들의 생생한 성공 경험과 

최고 경영전문가들의 경영전략 이론을 제공함은 물론 정·재계를 비롯하여 문화 예술계까지, 사회 각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회원 간 교류를 통해 상호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경제계 최고의 경영자 연찬 프로그램입니다.  

◆   경연(經筵)은 ‘왕에게 유교의 경서(經書)와 역사를 가르치던 자리’라는 뜻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식을 나누고 토론하는  

배움의 장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   연혁 : 1986년 4월 25일,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주재 하에, 제1회 전경련 월례조찬회를 시작으로 수많은 경제계  

정계인사 및 인문학 명사, 전문경영인을 주축으로 하여 공부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특징 CEO에게 필요한 12가지 지혜를 컨셉으로 진행되는 최고경영자 및 임원들의 조찬 모임

 참가대상 기업(단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교육기간 매월 셋째 주 또는 넷째 주 금요일(매월 1회), [조찬] 06:50~07:20  [강연] 07:30~08:50

 교육장소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1F)

 참 가 비 법인회원 임원급 이상 5인 무료 참석(법인당 연간 총 60명 참석)

 개인회원 본인 1인 무료 참석 / 비회원사 1회 20만원

 문     의 조찬경연 사무국(회원파트) Tel. 02-3771-0341/0491  E-mail. kjsong@imi.or.kr/syn@imi.or.kr

품격 있는 인적  
네트워크 구성

전경련국제경영원 회원사, 
전경련 회원사 등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을 모두 아우르는 
경영인의 최고 네트워크 장

CEO가 알아야 할  
12가지 지혜 향연

경영혁신, 경영전략, 미래전략, 
신기술, 마케팅, 트렌드, 리더십, 

인사조직, 인문학, 문화예술, 
외교안보, 의학 등

각 계 전문분야 최고의  
권위자로부터 얻는 인사이트

전략 쇄신 및 혁신의 동기를 
만들어 내는 뜻 깊은 

지식교류의 장

전경련국제경영원 
조찬경연의 남다른 가치

2018 전경련국제경영원 교육프로그램



 역대 조찬경연 개최 현황    
*지면상 역대 연사는 2017년 연사로 게시하였습니다.

회차 일자 테마 연사 및 주제

361회 2017.12 국제정세 오준 전 UN대사(경희대 교수) - 2018 국제정세를 말한다!

360회 2017.11 경제전망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2018 대한민국경제를 말한다!

359회 2017.10 법률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 새 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방안

358회 2017.09 인문학 박웅현 TBWA 크리에이티브 대표 - 창의력을 끌어내는 돈키호테력을 찾아라!

357회 2017.08 경영 박준모 아마존서비시즈코리아 대표 - 아마존을 통한 해외 온라인 시장 공략

356회 2017.06 경영트렌드 표현명 롯데렌탈 대표이사 사장 - ICT 혁명과 Future Mobility

355회 2017.05 경영리더십 송창근 KMK그룹 회장 - Human Touch Management (HTM)

354회 2017.04 기초과학 박상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 - 당신의 백년을 설계하라

353회 2017.03 인문학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접근과 회피 동기의 소통과 지혜

352회 2017.02 트렌드 이향은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2017년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의 흐름과 시사점

351회 2017.01 신년특집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 - 당신을 위한 음악이 나를 위로하네

18·192018 전경련국제경영원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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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경련 CEO 하계포럼 2018 FKI CEO Summer Forum

1만여 기업인이 다녀간 재계 최고의 지식교류의 장

하계 휴가기간을 활용하여 최고경영자들에게 주요 경영이슈에 관한 강좌를 통해 기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교양강좌·문화행사·가족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가자간 친교와 경영자 심신 단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재계 최대의 하계포럼입니다.

휴양과
자기계발의 공존

경영자의 친교 및 
심신단련의 장

하계 휴가기간을 활용, 
최고경영자들에게 주요 경영이슈에 

관한 강좌를 통해 시대 상황에 
부응한 기업전략 수립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제공

교양강좌 및 친선운동, 
문화행사 등으로 참가자간 
친교 및 경영자의 심신단련

1 2

가족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

기업인간의 
화합의 장

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과 
가족 600여명이 참석하는 

경제계 최대 하계 축제의 장

국내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간 화합의 
한마당 기회 마련

3 4

2018 전경련국제경영원 교육프로그램



 포럼기간 2018년 7월 18일(수)~7월 21일(토)

 포럼특징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와 실질적인 사례를 전달할 수 있는 기업인으로 구성된 국내외 최고 강사진

 •기업의 지속성장과 신사업에 대한 명쾌한 비전 제시

 •기업인과 고위 정/관계 인사들과의 실질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기회 창출

 •다채로운 문화 행사 및 친교 시간이 어우러진 품격 높은 가족 휴양의 장

 참가대상 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가족포함)

 참 가 비 200만원 (일반회원사 부부기준/교재, 기념품, 환영만찬 제공) 

 포럼장소 제주 롯데호텔

 역대 하계포럼 대주제

개최년도 일자 장소 주제

2017 7/26(수)∼7/29(토) 제주 해비치호텔 함께 하는 희망, 함께 하는 도전 : WE HOPE, WE WILL

2016 7/27(수)∼7/30(토) 평창 알펜시아 새로운 변화와 기회, 신나는 대한민국

2015 7/22(수)∼7/25(토) 평창 알펜시아 이미 시작된 미래, 혁신으로 디자인하라!

2014 7/23(수)∼7/26(토) 평창 알펜시아 희망 대한민국!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역대 하계포럼 연사

 문    의 하계포럼 사무국(회원파트) Tel. 02-3771-0341/0491 E-mail. kjsong@imi.or.kr/syn@imi.or.kr

조지 w. 부시
前 미국 대통령

서정진
주식회사셀트리온 회장

필 그램
UBS 前 부회장

롤프 옌센
미래학자

이어령
前 문화부 장관

이나바 요시하루
화낙(FANUC) 회장

디에고 비스콘티
엑센츄어 글로벌 회장

오쿠다 히로시
도요타자동차 前 회장

이윤호
前 지식경제부 장관

김형오
前 국회의장

20·212018 전경련국제경영원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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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新성장 동력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사업현황과 전략, 대표 및 핵심임원으로부터 직접 듣는 新성장 동력  

사례와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기간 [상반기] 4월 9일~5월 21일 (매주 월요일 6회 19:00~21:00)

 [하반기] 10월 15일~11월 19일 (매주 월요일 6회 19:00~21:00)

 교육정원 1) 대기업 임원 및 중견·중소기업 대표

 2) 차세대 리더 및 가업승계자

 3) 벤처, 스타트업 대표

 교육비용 190만원 (VAT 없음, 정규수업, 멘토링, 석식비 등 일체 포함)

 교육장소 기업연사 별 경영현장 또는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전용강의장

 교육문의 전경련 신성장 동력단 사무국

 (TEL. 02-3771-0301 / FAX. 02-3771-0141 / E-mail. kds@imi.or.kr)

2018 전경련국제경영원 교육프로그램



전경련 차세대 CEO 아카데미

대한민국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2세과정

대한민국 창업주 및 재계 2·3세가 차세대 경영자에게 전하는 ‘기업가 정신’ 과 기업의 발전을 위해 차세대 경영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경영 비법을 직접 전수하는 2세 교육 과정

 교육기간 [상반기] 2018년 4월 5일~6월 7일 (매주 목요일 오후)

 [하반기] 2018년 10월 4일~12월 6일 (매주 목요일 오후)

 교육대상 1)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의 가업승계자(2세) 및 차세대 리더

 2) 벤처창업자

 교육비용 590만원

 교육장소 여의도 전경련 회관, 각 기업 본사탐방 및 시찰

 문     의 전경련 차세대 CEO 사무국(TEL. 02-6336-0548)

22·232018 전경련국제경영원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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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임원 리더십 스쿨

임원을 경험하고 임원을 평가해 본 주요기업 CEO 및 임원으로부터 직접 듣는 임원 리더십 역량 개발과정

 교육기간 [7기] 2월 22일~4월 5일 (매주 목요일 6회 19:00~22:00)

 [8기] 4월 19일~5월 24일 (매주 목요일 6회 19:00~22:00)

 교육정원 1) 기업체 (신임)임원 및 임원후보자

 2) 차세대 리더 및 가업승계자

 교육비용 250만원 (VAT 없음, 정규수업, 워크샵, 골프비(그린피), 석식비 등 일체 포함)

 교육장소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전용강의장

 교육내용

일 자 주 제 주요 교육내용

1주차
[①임원 리더십 사례]

CEO의 리더십 사례 특강
Orientation

- 임원의 역할과 책임
- 리더의 조건, 좋은 코치(Good Coach)되기
- 교육 과정 상세 안내 / Ice Breaking & Networking Night

2주차
[②재무회계]

임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재무제표의 숨은 뜻

- 담당 본부/부문의 원가 형성 구조 파악이 임원의 기본역량
- 임원이라면 숫자를 보고 스토리 텔링이 가능해야 한다

3주차

*1박 2일 
합숙워크숍

[③커뮤니케이션과 
프레젠테이션]

임원 발표역량 Level-up

-   성공하는 리더의 소통 스피치 : 설득의 힘 인식과 프레젠테이션 스킬(발표 역량)  
향상을 위한 임원 스피치

[친교 운동] 2일차 오전, 참가 임원들 간 친교 운동 (골프 / 등산 / 트랙킹 中 선택)

4주차
[④조직 혁신전략]
조직 혁신전략과
임원 양성방안

- 조직혁신의 필요성과 삼성의 인적 구성 및 인사관리의 특성과 사례
- 기업 생존을 위한 조직혁신과 발전요인 (사람관리-조직원, 조직관리자, 팀워크)
- 삼성의 조직혁신 방법론 (인사제도 혁신, 경영과정과 인사관리)
- 삼성의 임원 양성법 (삼성그룹 임원의 육성방안과 프로세스)

5주차
[⑤임원 성장]

리더의 성장과 생존법

-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저서/저자 직강)

- 국내 임원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3i : Insight, Innovation, Inspiration
-   100년 이상 역사의 글로벌 기업 DNA와 임원역할 사례(디스플레이 글래스 얼라이언스, 

PPG코리아, 코닝 본사, 듀폰코리아 임원을 재직하며 경험한 리더십 Case & Story)

6주차

[⑥경영 트렌드]
기업경영을 위한

제4차 산업혁명 흐름파악

- 경영자와 임원이 알아야 할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트렌드
- 삼성전자 임원의 리더십 사례 (Case & Story)

[⑦임원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 관리

- 미래를 위한 임원의 휴먼 네트워크 관리와 외부모임의 중요성 및 필요성

  ※ 강의의 세부주제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문의 전경련 임원 리더십 스쿨 사무국

 (TEL. 02-3771-0301 / FAX. 02-3771-0141 / E-mail. kds@imi.or.kr)

2018 전경련국제경영원 교육프로그램



경영자들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전경련 경영진 법률최고위과정(11, 12기)

 교육일시 [상반기] 3월 29일~5월 10일, 매주 목요일 / 7주 19:00~21:30

 [하반기] 10월 18일~11월 29일, 매주 목요일 / 7주 19:00~21:30

 교육장소 명동 스테이트타워 법무법인 세종 강의장

 교육대상  기업 CEO 및 임원 / 법무담당 부서장 / 2세경영자 등

 교육비용 220만원 (VAT없음 / 석식, 교재 등 제반비용 포함)

 교육내용

회차 모듈 세부 내용

1회차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

2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사례 및 대처방법

3회차 노무관리 노동사건 판례를 통해 배우는 노무관리

4회차 지적재산권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전략

5회차 계약서 계약서 작성 주요 체크포인트 및 분쟁사례

6회차 조세전략 조세전략과 기업승계 핵심포인트

7회차 민·형사소송 민·형사소송 일반 대응 및 제기

기업경영 활동 중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강연과 자문을 통해 참가기업 법률해결

24·252018 전경련국제경영원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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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CES 미국 혁신기업 벤치마킹

스마트 제조기술과 기계의 만남!

글로벌 소비자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CES(전자제품) 참관으로 최신기술 트렌드를 이해하고 

미국의 4차 산업혁명 선진 기업 방문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통해 경영 인사이트를 얻는다!

 교육기간 2018년 1월 7일(일)~14일(일), 5박 7일

 교육대상 4차 산업혁명 및 미국 혁신기업 벤치마킹에 관심 있는 모든 기업의 CEO 및 임원

 교육비용 650만원

 교육장소 샌프란시스코 에어비앤비·GE Digital, 라스베가스 CES 2018, 시애틀 보잉 팩토리·아마존

 교육내용 

샌프란시스코

*본사 투어 간담회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의 혁명, 혁신의 아이콘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는 우리 앞에 쓰나미처럼 밀려올 4차 산업혁명의 본모습이다.” 
- 4차 산업혁명 다보스 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 -

- 자기 소유의 호텔 한 채 없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방과 고객 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뜨거운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는 에어비앤비의  

‘창업 스토리와 성공 전략 벤치마킹’

*본사 투어 간담회

 4차 산업혁명 투 톱(GE와 지멘스), 산업인터넷 황금시대의 시작을 선언한 ‘GE Digital’

“2020년까지 세계 10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체제를 바꾸겠다.”
- 제프리 이멜트 GE 전 회장 -

-   조명기기나 가스터빈 등 하드웨어 생산이 주요 사업 분야였던 125년 역사의  
제너럴일렉트릭(GE), 현재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고 모델링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GE Digital’로 빠르게 변신

-   SW와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3D 프린팅 기술의 조합으로 스스로 진화하는  
GE Digital의 생각하는 공장(Brilliant Factories)의 ‘최신기술 트렌드 벤치마킹’ 

라스베가스

*참관

세계 최대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18’을 통해 본 4차 산업혁명의 미래

“2018 Consumer Electronics Show의 화두는 ‘스마트 시티’”
-   연초에 전자제품 중 ‘최초’라는 타이틀을 획득한 신제품들이 모두 첫 선을 보이는 

CES, 전 세계의 가장 트렌디한 기술들을 선보이는 경연장에 해마다 17만 여명의  
참관자들과 3천 800여개 업체들이 참가

-   5G 연결성에 기반 해 기술, 솔루션, 사회 구성원 등이 모두 결합돼 완전히 연결된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2018 CES’

시애틀

*보잉 팩토리 투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제조혁신 Future of Flight ‘보잉 팩토리’

“2018년 숙련된 조종사처럼 판단하는 AI 자율 항공기가 시험 운행된다.”
- 시넷트 보잉 부사장 - 

-   우주 탐사용 로켓에 3D 프린팅을 이용해 제작한 상용 우주선 캡슐을 실어 시험  
발사를 진행한 ‘보잉의 제조 혁신 벤치마킹’

-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 회사 보잉사가 시애틀에서 처음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소형 경비행기에서 최신형 전투기 내부까지 전시된 Future of Flight  
‘보잉 팩토리’ 체험 

*본사, 아마존 고
투어 및 간담회

아마존의 유통 혁명 ‘아마존’을 통해 본 4차 산업혁명

“AI가 앞으로 20년간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 입니다.”
-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립자 -

-   23년 전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해 온라인 유통, 클라우드 컴퓨팅에 이어 오프라인  
식료품 판매에 뛰어들면서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한 ‘아마존’

-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AI 스피커 알렉사, 물류 자동화가 구현되는 아마존  
물류시스템, 신 개념 편의점 아마존 고(GO), 드론을 이용해 개별배송하는 공중배송 
센터로부터 배우는 ‘아마존 유통혁명 전략 벤치마킹’

 교육문의 CES 사무국(TEL. 02-6336-0548 / E-mail. hej@imi.or.kr)

2018 전경련국제경영원 교육프로그램



2018 MWC(Mobile World Congress) 중국 상해 혁신기업 연수단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 관련 행사인 MWC(Mobile World Congress)와 중국IT 선도기업 알리바바, 화웨이,  

텐센트를 방문하여, 경영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트렌드를 파악하고 새로운 기업 성장력을 발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기간 2018년 6월 27일(수)~30일(토), 3박 4일

 교육대상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전문직 종사자

 교육비용 300만원

 교육장소 중국 상해

 교육내용 

날    짜 내      용

1일차
2018년 

6월 27일(수)
MWC 중국상해 박람회 방문Ⅰ  

2일차
2018년 

6월 28일(목)

MWC 중국상해 박람회 방문Ⅱ
산업시찰 ①   

- 상해 화웨이 
- 중국 No.1 IT기업 화웨이의 성장과 신성장 동력
- 상해 R&D 센터 탐방

중국 상해박물관/ 대한민국 임시정부/ 동방명주

3일차
2018년 

6월 29일(금)

MWC 중국상해 박람회 방문Ⅲ
산업시찰 ②   

- 항저우 현지 IT기업(알리바바)  
- 중국 최대의 전자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성장과 신성장 동력

송선가무쇼      

4일차
2018년 

6월 30일(토)

산업시찰 ③
- 상해 현지 IT기업(텐센트)  
- 인터넷 서비스 전문업체 텐센트의 신성장 동력

현지문화체험

 교육문의 CEO교육팀 Tel. 02-6336-0553 E-mail. jhc@im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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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독일 Master Trip

2018 HANNOVER MESSE & SMART FACTORY 한국대표단

인더스트리 4.0, 한국산업의 미래를 만나다!

산업 기술 발전 트렌드를 선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하노버 산업 박람회 참관과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방문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입니다.

 교육기간 2018년 4월 22일(일)~28일(토), 5박 7일

 교육대상 스마트팩토리 & 인더스트리 4.0에 관심 있는 모든 기업·기관·협회·연구소의 임원 및 CEO(실무자 가능)

 교육비용 650만원

 교육장소 독일 하노버, 뮌헨, 아우구스부르크, 발도르프 등

 교육내용 

일자 지역 주요일정

1일차
4월 22일(일)

인천
프랑크푸르트

인천국제공항 출발→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도착

2~3일차
4/23(월)~4/24(화)

하노버 2018 HANNOVER MESSE 참관

4일차
4/25(수)

뮌헨
아우구스부르크

산업시찰Ⅰ - SIEMENS
- 암베르크 공장(스마트팩토리) 견학
- 스마트팩토리 부문 임원 간담회

산업시찰Ⅱ - KUKA 
- 스마트팩토리 견학
- 브리핑 및 토론

5일차
4/26(목)

발도르프
하이델베르크

산업시찰Ⅲ - SAP 
- Inspiration Pavilion 견학 
- 사물인터넷 전략부문 임원 간담회

하이델베르크 이문화 역사 투어
예술가를 매혹시켰던 낭만적인 유적 하이델베르크 탐방

6일차
4/27(금)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이문화 역사 투어
라인강의 지류인 마인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괴테의 도시,
프랑크푸르트 탐방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출발

7일차
4/28(토)

인천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교육문의 연수 사무국(회원파트) Tel. 02-3771-0491, 0341 E-mail. syn@imi.or.kr / kjsong@im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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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더스트리 4.0 & 히든챔피언 기업탐방단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의 주된 골자를 이해하고, 생산성·효율성 세계 1위 독일 기업의 경쟁력과  

각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상위에 위치한 기업을 방문하여 그들만의 경쟁력을 알아보고 장점을 수용하여 한국형 

첨단기업으로서의 성장방안을 탐구한다.

 교육기간 2018년 10월 중, 5박 7일

 교육대상 독일 인더스트리 4.0과 히든챔피언에 관심있는 모든 기업, 기관 등 임원 및 CEO(실무자 가능)

 교육비용 추후 안내

 교육장소 독일 프랑크푸르트, 만하임, 슈투트가르트 등

 교육내용 

일자 지역 주요일정

1일차
인천

프랑크푸르트

인천국제공항 출발(→프랑크푸르트 이동)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도착

2일차 귀터슬로

산업시찰Ⅰ - 노빌리아(nobilia) 본사 방문 

산업시찰Ⅱ - 밀레(Miele) 본사 방문
세미나 및 토론

3일차
파더보른

프랑크푸르트

산업시찰Ⅲ - it's owl 연구소 방문

이동

4일차
아우구스부르크

빈넨덴

산업시찰Ⅳ - KUKA 본사 방문

산업시찰Ⅴ - 카처(KARCHER) 본사 방문

5일차
슈튜트가르트
뤼데스하임

산업시찰Ⅵ - 포르쉐 공장 및 박물관 방문

뤼데스하임 와이너리 방문

6일차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이문화 역사 투어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출발(→인천 이동)

7일차
프랑크푸르트

인천
인천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문     의 연수 사무국(회원파트) Tel. 02-3771-0491, 0341 E-mail. syn@imi.or.kr / kjsong@im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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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비전공 리더·핵심인재를 위한 Core-MBA Program(35, 36기)

18년 전통, 500여 개 기업에서 1,300여 명의 핵심인재를 배출한 Core-MBA Program

기업의 입장에서 재해석한 5가지 MBA 핵심 모듈 ‘마케팅·전략경영·회계원리·재무관리·인사조직’

 교육일시 [상반기] 3월 26일~6월 11일, 매주 월, 목요일 / 11주 19:00~22:00

 [하반기] 9월 13일~12월 3일, 매주 월, 목요일 / 11주 19:00~22:00

 교육장소 여의도 전경련타워 강의장

 교육대상  국내외 주요기업 임원, 본부장, 부서장, 팀장, 대표이사 및 핵심인재,  

(경영학 비전공) 경영학 전반을 이해해야 하는 임직원

 교육비용 330만원 (VAT없음 / 석식, 교재 등 제반비용 포함)

 교육내용

모듈 세부 내용

마케팅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 소비자 심리 및 행동 이해, 브랜딩(브랜드 관리를 위한 전략적 분석), 경험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소비자 문화 심리 이해와 SNS)

회계원리
경영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의 기초이론 숙지
(K-IFRS의 도입과 회계환경의 변화, 재무제표 이해-분석-활용)

재무관리 재무관리 핵심개념 이해 및 중요 경영지표 관리, 재무분석 이론과 기법의 학습, 최근 재무 이슈 등 

인사조직관리 효과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조직 내외부 환경 이해, 인재육성을 위한 전략적인 인사관리 

전략경영 기업경영에 대한 전략적 접근, 기업의 경영환경 분석 방법, 전략적 혁신기업 사례 등

워크숍 조직 리더를 위한 전략적 비즈니스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실습)

특강 인사조직관리 기업 사례 공유 - 디지털 변혁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인사관리와 인재경영

2018 전경련국제경영원 교육프로그램



우리 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점검을 위한 전경련 마케팅 전략수립 워크숍(1,2기)

마케터에게 필요한 실전 마케팅 전략 수립 교육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마케팅 트렌드, 고객의 니즈 분석을 통한 우리 기업의 마케팅 전략 수립/점검 워크숍

 교육일시 [상반기] 4월 5일~4월 26일, 매주 목요일 / 4주 19:00~22:00 (반일W/S 포함)

 [하반기] 10월 18일~11월 8일, 매주 목요일 / 4주 19:00~22:00 (반일W/S 포함)

 교육장소 여의도 전경련타워 강의장

 교육대상  마케팅 및 유관부서 임직원 

 교육비용 120만원 (VAT없음 / 석식, 교재 등 제반비용 포함)

 교육내용

모듈 세부 내용

디지털마케팅 빅데이터, 소비자의 성향 분석을 통한 디지털 마케팅 전략

브랜드 마케팅 우리 기업만의 차별화된 시장경쟁력 확보, 브랜드 마케팅 전략

Case Study 실패를 통해 성공을 배운다, 마케팅 성공/실패 사례 분석

마케팅 클리닉 자사 마케팅 문제/고민 진단, 해결을 위한 마케팅 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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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전문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하는 전경련 HR전략 프로그램(27, 28기)

 교육특징 [상반기] 3월 28일~5월 16일, 매주 수요일 / 7주 19:00~22:00 

 [하반기] 9월 12일~11월 7일, 매주 수요일 / 7주 19:00~22:00 

 교육장소 여의도 전경련타워 강의장

 교육대상 신임 인사팀장, 기업체 인사팀 임직원(과장급 이상)

 교육비용 220만원 (VAT없음 / 석식, 교재 등 제반비용 포함)

 교육내용 

회차 모듈 세부 내용

1회차 [개강특강] HR트렌드 2018년 인사담당자가 주목해야 할 HR트렌드 & 이슈

2회차 [기업사례] 리더육성 A그룹 리더육성(팀장, 임원후보군)및 리더십교육

3회차 노무관리 노동정책 변화 및 기업의 대응전략

4회차 [기업사례] 인사평가·보상 B그룹 인사평가 및 보상 (승진, 배치, 포상))

5회차
[Special Lecture] 중견·중소기업 인사제도 설계 (평가, 임금제도 등)

[기업사례] 해외주재원 C그룹 해외주재원 선발 및 육성

6회차 [기업사례] 핵심인재 D그룹 핵심인재 선발 및 육성

7회차 [수료특강] 조직원 몰입 임직원 직무만족도(조직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HR의 역할

현직 인사담당 임원 및 팀장의 자사사례강연과 HR컨설팅펌의 제도설계 

실습 강연을 통해 HR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HR Insight 제공

2018 전경련국제경영원 교육프로그램



재무 중심의 전략적 의사결정력 배양을 위한 전경련 재무전략 프로그램(34, 35기)

재무/회계 핵심이론의 재정립과 재무/회계 주요 이슈, 사례 분석, 시사점 학습을 통해  

재무 통찰력과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 배양

 교육일시 [상반기] 3월 27일~5월 15일, 매주 화요일 / 7주 19:00~22:00

 [하반기] 9월 11일~11월 6일, 매주 화요일 / 7주 19:00~22:00

 교육장소 여의도 전경련타워 강의장

 교육대상  CEO 및 임원, 2세 경영자(비전공자 가능), 재무/회계 담당 관리자

 교육비용 220만원 (VAT없음 / 석식, 교재 등 제반비용 포함)

 교육내용

모듈 세부 내용

재무 트렌드 최신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재무 트렌드

성장관리 전략 기업 경영활동과 재무관리의 이해
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가치 분석과 평가
사업 타당성 분석 및 투자전략 수립

재무관리 전략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 현금흐름경영 전략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원가관리 전략

재무 리더십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재무관리자의 역할과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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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팀장 리더십 스쿨

팀장에게 필수적인 역량을 Intensive & Compact하게 전달하는 팀장리더십 역량 개발과정

 교육기간 [12기] 3월 21일~4월 11일, 매주 수요일 / 4주 19:00~22:00

 [13기] 6월 20일~7월 11일, 매주 수요일 / 4주 19:00~22:00

 [14기] 10월 17일~11월 7일, 매주 수요일 / 4주 19:00~22:00

 교육대상 1) 기업체 (신임)팀장 및 팀장후보자

 2) 관리직 종사자

 교육비용 120만원 (VAT 없음, 정규수업, 워크샵, 석식비 등 일체 포함)

 교육장소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전용강의장

 교육문의 전경련 팀장 리더십 스쿨 사무국

 (TEL. 02-3771-0301 / FAX. 02-3771-0141 / E-mail. kds@imi.or.kr)

 교육내용 

일 자 주 제 내 용

1주차
[①리더십 진단&

사람관리]
전략적 리더십

•리더십 유형분석과 피드백
•팀장의 사람관리 - 팀원 리더십 관리 실습
•[자극] 리더는 조직을 이끄는 존재이며 리더가 흔들리면 조직 전체가 붕괴
[시사점] 개별 리더십 유형분석과 진단, 팀원 관리 실습을 통한 효과적인 사람관리법 습득

2주차

*1박2일 
합숙워크숍

[②팀 문제해결]
문제점 해결을 통한
기존사업 강화방법

•전략적 문제해결의 이해
- 비전의 역할 / 경영전략의 종류 / 전략적 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원인 파악
- 5 WHY / MECE Thinking 등 실습

•[자극] 정확한 원인 진단이 되어야 올바른 해결책이 나온다
[시사점] 팀원들과 효과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팀장 역량

[③창의적 아이디어]
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현

•Zero-base Thinking 방법 
 - 공간축, 시간축 변경 / Convergence / Best Practice 유추

•[자극] 팀장은 항상 신시장과 신제품에 대한 촉을 세워야 한다
[시사점] 신규사업,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 창출역량 향상

3주차
[④목표설정&성과관리]
목표 및 성과관리 매뉴얼

•목적과 방향 설정 / 성과관리 프로세스화 / 실전활용 방법
•팀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
•[자극] 열심히 일해도 퍼포먼스가 안나오는 이유
[시사점] 성과에 대한 추적관리로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는 팀장

4주차
[⑤팀장 R&R(역할&책임)]

팀장의 역할과 책임
직원 동기부여

•팀장매뉴얼 : 팀장이 되었을 때, 당신이 해야 하는 모든 것 
•팀장이 리더십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 ‘동기부여’
•[자극] 함께 일하고 싶은 팀장, 인정받는 팀장은 따로 있다
[시사점] 시대별/세대별/직급별 업무분담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지시

※ 상기 일정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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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동양고전 인문학 서당

 교육특징 [상반기] 5월 9일~5월 30일, 매주 수요일 / 4주 19:00~21:00

 교육대상 인문학에 관심있는 기업·공기관 임직원

 교육장소 여의도 전경련회관 전용강의장

 교육비용 90만원

 교육내용 

주요강사 교육내용

1. 안순태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공자 - 논어의 이해

2. 김영수 한국사마천학회 상임이사 사마천 - 사기열전의 이해

3. 김원중 단국대 한문교육과 교수 손자 - 손자병법의 이해

4. 신정근 성균관대 유학대학장 맹자와 장자의 이해

 ※상기 강사 및 교육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문     의 전경련 인문학 서당 사무국 (TEL. 02-3771-0301 / FAX. 02-3771-0141 / E-mail. kds@imi.or.kr)

동양고전 인문학을 통해 경영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통찰력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교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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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무전문가 양성과정

기업IR전문가 양성과정

홍보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일시 5월 17일~6월 21일, 매주 목요일 / 5주 14:30~18:00

 교육대상 기업 인사, 노무 담당 임직원

 교육내용 - 노동정책

 - 임금체계개편

 - 근로시간단축

 - 연차휴가제도

 - 비정규직 운영

 교육일시 10월 12일~11월 9일, 매주 금요일 / 5주 14:30~18:00 

 교육대상 기업 IR 및 공시담당자

 교육내용 - 공시제도와 공시

 - IR투자제안서 작성

 - IR우수기업 사례 강연 등

 교육일시 10월 10일~31일, 매주 수요일 / 4주 14:00~18:00

 교육대상 기업 홍보 담당 관리자급 이상

 교육내용 -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 미디어 대응법, 위기관리

 - 기자와의 관계구축 전략

 - 오프라인(강연/박람회/사진전/출판) 이벤트 기반 이슈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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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 E C T I O N

차세대 핵심인재

40 단기 핵심역량 아카데미 프로그램 (종합)

41 노무관리 핵심실무 아카데미

41 사업장 근로감독 대응

41 재무/회계 기초 실무(재무제표 분석)

41 고급 전문비서 아카데미

41 기획서 작성실무

42 HR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실무

42 영업역량 강화과정

42 新사업·Business Model 발굴단

42 보도자료 작성 & 언론대응 교육

42 전략적 원가관리

43 영업협상 실무

43 홍보전략 아카데미

43 신입사원 역량강화

43 여성인재 역량강화 과정

44 현장관리자 리더십 교육

44 고객응대 전략수립

44 재무분석을 통한 기업 리스크관리 실무

44 블랙컨슈머 대응 전략



단기 핵심역량 아카데미 프로그램(종합)

실속형 단기교육 프로그램!

기업 임직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1~2일 만에, 현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기획서 

작성실무

전략적 

원가관리

노무관리 

핵심실무 

아카데미

HR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실무

고객응대 

전략수립

영업협상 실무

사업장 

근로감독 대응

영업역량 

강화과정

재무분석을 

통한 기업 

리스크관리 실무

홍보전략 

아카데미

재무/회계 

기초 실무

(재무제표 분석)

 사업·Business 

Model 발굴단

블랙컨슈머 

대응 전략

고급 전문비서

아카데미

보도자료 작성 

&언론대응 교육

신입사원 

역량강화

여성인재

역량 강화

현장관리자 

리더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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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관리 핵심실무 아카데미

교육일자 2월 22일(목), 6월 21일(목), 11월 29일(목) (1일 09:30~17:30)

대 상 기업 인사, 노무 담당 임직원

교육내용 사업장 근로감독 대응방안,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사업장 근로감독 대응

교육일자 3월 8일(목), 9월 13일(목) (1일 09:30~17:30)

대 상 기업 인사, 노무담당 임직원

교육내용 근로감독 유형 및 준비서류, 근로감독 대비 주요 검토사항

 재무/회계 기초 실무(재무제표 분석)

교육일자 3월 15일(목) (1일 09:30~17:30)

대 상 기획/전략/사업 부서 임직원, 재무/회계 부서 신임 임직원

교육내용
- 기업 재무/회계의 이해(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제표 등)
- 주요 이슈 기업 재무제표 분석 Case Study
- 자사 및 동이업종 재무제표 분석 실습

 고급 전문비서 아카데미

교육일자 3월 22일(목)~23일(금) / 9월 20일(목)~21일(금) (1일 09:30~17:30)

대 상 비서업무종사자, 총무담당 직원 등

교육내용 선배비서의 업무노하우, 이미지컨설팅, 스마트일정관리 등

 기획서 작성 실무

교육일자 4월 12일(목), 10월 25일(목) (1일 09:30~17:30)

대 상 기획력 및 기획(제안)서 작성 스킬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체 임직원

교육내용

- 훌륭한 기획의 완성조건과 구성요소
- 정보의 수집/분석과 기획을 잘하기 위한 10가지 비법
- 기획의 5단계 프로세스
- 비즈니스 문서작성 스킬과 문서 구조화
- One Page 기획서 작성 실습

교육 프로그램별 세부내용

40·412018 전경련국제경영원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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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데이터 분석 및 활용 실무

교육일자 4월 12일(목) (1일 09:30~17:30)

대 상 기업 인사팀 임직원

교육내용 HR데이터 활용방안, R프로그램 활용 HR데이터 분석 및 실습

 영업역량 강화과정

교육일자 4월 20일(금)~21일(토) / 11월 16일(금)~17일(토) (2일 10:00~17:00)

대 상 영업 담당 임직원

교육내용

- 영업인의 자세와 필요 역량(목표 달성 전략, 자신만의 브랜드 구축 등)
- 신규 고객 확보, 기존 고객 유지 전략
- 상대를 설득시키는 세일즈 협상/스피치 전략
- 영업성과 극대화를 위한 영업 노하우

 新사업·Business Model 발굴단

교육일자 1월 25일(목)~26일(금) (2일 14:00~18:00)

대 상 미래사업 먹거리를 고민 중인 CEO 및 임원, 신사업 추진·개발 부서장 및 실무자 8개社

교육내용

- 신사업·신제품 기획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이해
-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1 - 동향(Trend) 파악
-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2 - 비즈니스 모델 실제 개발사례
- 비즈니스 모델 검증 및 평가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검증

 보도자료 작성 & 언론대응 교육

교육일자 4월 20일(금), 10월 19일(금) (1일 09:30~17:30)

대 상 조직 내 홍보 담당 실무자, PR(광고)대행사 임직원 등

교육내용
- 보도자료와 언론홍보 이해 (유형별 보도자료 이해, 보도자료 작성 체크포인트)
- 기자의 관심을 끄는 보도자료 작성법 (보도자료 작성 실습, 1:1 전문가 피드백)
- 기자에게 묻는다! (조직을 살리는 언론대응전략, 기자가 말하는 ‘위기관리, 이렇게 하라’)

 전략적 원가관리

교육일자 4월 26일(목) (1일 09:30~17:30)

대 상 조직 내 원가관리/회계/경영관리 부문 임직원, 영업(관리)/생산/공장혁신 부문 임직원 등

교육내용
- 원가회계의 기초 (원가계산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해결방안)
- 전략적 원가관리 (계획 및 예산 수립, 제품 및 고객 수익성 분석 등)
- 원가관리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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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협상 실무

교육일자 1월 18일(목)~19일(금) / 9월 13일(목)~14일(금) (2일 10:00~17:00)

대 상 영업, 마케팅, 구매 및 유관부서 임직원

교육내용

- 협상을 위한 준비
- 협상스킬, 12가지 전술
- 협상을 위한 설득 / 파악 / 메시지 구성법
- 협상의 전략 4step
- 영업협상 실습 / 피드백

 홍보전략 아카데미

교육일자 6월 21일(목)~22일(금) (2일 09:30~17:30)

대 상 기업 내 홍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등

교육내용

- 달라진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문법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 미디어 트레이닝 (언론PR이해 및 대응법)
- 브랜디드 콘텐츠 전략 수립 실습

 신입사원 역량강화

교육일자 6월 21일(목)~22일(금) / 12월 13일(목)~14일(금) (2일 09:30~17:30)

대 상 기업 내 신입사원, 1~2년차 주니어 사원, 인턴사원 등

교육내용

- 커리어 로드맵 설정
- 업무관리능력 (우선순위, Time Management)
- 보고능력 & PT
- 기획력 & 문서작성 스킬
- 의사소통능력 및 이미지 코칭

 여성인재 역량강화 과정

교육일자
[1기] 3월 8일(목)~9일(금) (2일 13:00~18:00)  
[2기] 7월 19일(목)~20일(금) (2일 13:00~18:00)

대 상 여성 사원 - 주임 - 대리

교육내용

- [여성이해] 조직 내 젠더 이슈와 여성임직원의 역할
- [업무역량1] 기획·보고서 작성 역량 강화
- [경력개발] 여성으로서 경력개발 로드맵 설계
- [업무역량2] 효과적인 오피스 Tool 활용법
- [선배특강] 역경을 헤친 선배 여성리더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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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관리자 리더십 교육

교육일자 5월 11일(금) (1일 09:30~17:30)

대상 신임공장장, 생산현장 작업반장 등

교육내용 현장관리자 코스트리더십, 현장 문제해결 및 근로자 관리 등

 고객응대 전략수립

교육일자 5월 25일(금) (1일 09:30~17:30)

대상 기업 고객 접점 부서 임직원

교육내용
- CS전략 수립 프로세스
- 고객니즈 분석과 CSM
- 고객 응대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법

 재무분석을 통한 기업 리스크관리 실무

교육일자 6월 21일(목)~22일(금) (2일 10:00~17:00)

대상 CEO 및 임원, 전략 부서 임직원

교육내용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현재/미래가치 분석
-기업가치평가/분석을 통한 기업의 현황 분석
-주요 기업 Case Study(부실징후 진단 방법)
-자사 부실징후 진단 및 피드백

 블랙컨슈머 대응 전략

교육일자 7월 5일(목)~6일(금) (2일 10:00~17:00)

대상 기업 고객 접점 부서 임직원

교육내용

- 컴플레인 사례 도출 및 설득 방법
- 불만고객설득 키워드 분석 (고객 니즈 이해 및 키워드 도출)
- 컴플레인 응대를 위한 설득법 (실습)
- 해결 프로세스와 향후 계획 수립

2018 전경련국제경영원 교육프로그램



4S E C T I O N

전 직원 열린 세미나

46 경제산업전망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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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전망세미나

시  간 내  용 비고

13:35∼14:25 2018년 국내외 경제 진단 및 전망

국내최고의 민간연구기관
&

베스트 애널리스트
연사

14:45∼15:10 2018년 전기ㆍ전자산업 전망

15:10∼15:35 2018년 철강산업 전망

15:35∼16:00 2018년 건설산업 전망

16:00~16:25 2018년 석유화학ㆍ섬유산업 전망

16:45∼17:10 2018년 전자산업 전망

17:10∼17:35 2018년 자동차산업 전망

17:35∼18:00 2018년 서비스ㆍ유통산업 전망

 세미나기간 2018년 상·하반기 각 1회

 세미나특징 • 산업 및 경제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경영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경제에  

관한 거시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게 한다.

 • 국내외 경제전망은 물론이고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기계,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주요 산업 분야와 

금융, 환율, 정책 리스크, 지표 측정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문별 전망을 소개하고 있다. 

 •교 육 비 : 회원사 무료, 비회원사 7만원   

 •장     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

 •참 석 자 : 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기획/ 전략 부서 담당자 200여명

 문    의 컨설팅파트 Tel. 02-3771-0390  E-mail. syoung@imi.or.kr

 프로그램(2017상반기세미나) : 경제·산업 등 세션 별 강연 및 Q&A로 진행    

시  간 내  용 연  사

14:05∼14:55 2017년 국내외 경제 진단 및 전망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15:15∼15:40 2017년 전기ㆍ전자산업 전망 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위원

15:40∼16:05 2017년 자동차산업 전망 송선재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

16:05∼16:30 2017년 조선ㆍ기계산업 전망 전재천 대신증권 선임연구원

16:45∼17:10 2017년 철강산업 전망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위원

17:10∼17:35 2017년 석유화학산업 전망 이응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17:35∼18:00 2017년 건설산업 전망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

“모두를 위한 경제, 산업을 말하다”

국내 주력산업 경기 회복될까? 7개 주력 산업의 동향과 전망은?  

2018년 대내외 경제 전망 및 산업별 전문가들이 7개 주력 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소개한다.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기계,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주요 산업분야의 애널리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층 깊어진 산업 현황 및  

전망을 살핀다.

2018 전경련국제경영원 교육프로그램



2018 전경련 IMI HR포럼

대주제 Case Study

해외 주재원 관리 및 육성 방안 LS전선, LG전자

구성원의 조직몰입 향상방안 LG전자, 유한킴벌리

기업문화가 경쟁력이다 신한금융지주, 유한킴벌리, 마이다스아이티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위한 우리회사 평가방법을 찾아라! LG디스플레이, 유한킴벌리

기분 좋은 성과창출을 위한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 LG유플러스, 롯데그룹

기업의 가치관과 규모를 반영한 채용전략의 수립 현대자동차, 마이다스아이티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HRD 트렌드와 기업 교육 전망 공유 중견 / 중소기업 인재육성 사례

 참가대상 IMI 회원사 및 기업 인사ㆍ교육 담당 임직원 200여명

 장     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참 가 비 무료 

 문     의 HR포럼 사무국 (Tel. 02-3771-0411)

2014년부터 매 년 진행해온 전경련 IMI HR포럼은 인사ㆍ교육 분야 이슈에 대한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ㆍ분석한 후 설문결과를 공개하고, 현재 기업에 재직중인 인사ㆍ교육담당자의 생생한 사례 공유를 통해 기업  

인사ㆍ교육분야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해오고 있습니다.

현업에 적용 가능한

최신 HR 트렌드

기업별 HR 사례 

공유의 장

인사ㆍ교육 담당자 

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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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맞춤형 교육

50 기업 맞춤형 교육

52 기업 맞춤형 교육 사례



기업 맞춤형 교육 Customized Education Program

 기업 맞춤형 교육 특징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운영

▶ 제공과목별 주임교수제도

▶ 인사평가용 보고서 제공

▶ 엄격한 학사관리

•Output 중심의 교육 진행

▶ 문제해결형 수업

▶ 현업 전문가 특강

▶ 사전학습, 보충자료 제공

 맞춤형 교육 프로세스  자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운영 + 결과보고 

단계 요구분석(Analysis) 과정설계(Design)
과정개발

(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

주요활동

요구분석을 통한

개발 방향성 도출

분석결과에 기반한

교육과정 설계

교육실행을 위한

산출물 개발

산출물의 평가 및

수정·보완

과정운영 및

학습 효과성 평가

•기존 성과분석

•방향과 니즈분석

•학습자 분석

•학습목표 설정

•교육내용 설계

•교수방법 설계

•강의안 개발

•교재 집필/제작

•Material 개발

•전문가검증

•교육실행

•운영관리

•사후 관리

•학습 만족도 평가

 주제별/계층별 맞춤형 교육

주  제  별  

경영일반 경영기타 인문·기타소양

전략경영

마케팅

인사/조직

재무/회계

리더십

협상 스킬

의사 결정

소통 능력

세일즈

경영 법률

홍보 역량

프레젠테이션

위기갈등관리

인문학

역사학

심리학

창의/혁신

문화/예술

트렌드

건강 관리

전경련국제경영원은 다양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화된 HRD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회사를 이끌 핵심인재 뽑기만 하고.. 육성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진자들을 위한 교육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새로 뽑은 신입사원.. 조기적응을 위해 필요한 교육은?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전경련국제경영원을 통해 핵심인재, 직무별, 승진자, 직급별 교육을 경험했습니다. 

맞춤형 교육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경련국제경영원의 차별화된 맞춤 교육을 통해 귀사의 핵심인재를 육성하시기  

바랍니다.

2018 전경련국제경영원 교육프로그램



 주제별/계층별 맞춤형 교육

계  층  별  

 IMI 기업 맞춤형 교육 수행 실적

구분 과정명 대상 기간

핵심인재

S건설사 핵심인재 MBA 핵심인재(과장) 2개월

K금융그룹 내 카드사 Trend MBA(Level 1) 차세대 핵심인재(차장급) 3개월

K금융그룹 내 카드사 Trend MBA(Level 2) 팀장급 3개월

K금융그룹 내 카드사 Junior Trend Academy 대리 4주

K증권 Core-MBA 핵심인재(지점장급) 1개월

S그룹 보험사 핵심인재 MBA 핵심인재(선임~책임급) 1개월

S그룹 MBA 부서장 및 중간관리자 1년

H기업 Mini-MBA 팀장급 4개월

실무역량 강화

S건설 마케팅 과정 마케팅 사업부 임직원 1년

C그룹 식품기업 전략 인텐시브 과정 과장~차장급 3개월

K은행 금융마케팅 전문가과정 부지점장급 8주

중견기업 D기업 프레젠테이션 역량강화과정 사원~팀장급 2일

중견기업 P기업 역량강화과정 전직원 10주

L기업 재무교육 임원급 경영진 3주

H그룹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과정 차장~부장급 2주

독일계 H기업 신입사원 교육 신입사원 2일

P호텔 프레젠테이션 교육 사원~과장 2일

A기업 비서 교육 비서 2일

H기업 영업마케팅 강화과정 중간관리자 10주

H기업 마케팅 전문가 과정 팀장 3개월

정부산하기관 K기업 Mini-MBA CEO 및 임원 2개월

리더양성

D그룹 제약사 Decision Maker 육성 과정(1, 2기) 부장~이사급 5개월

K통신사 임원 맞춤형 교육 임원급(상무~전무) 1개월

K금융그룹 내 카드사 부점장ㆍ팀장 역량향상 팀장~부점장 2일*6회

중견기업 J기업 글로벌 경영자 양성과정 부장~임원 10개월

중견기업 J기업 차세대리더 양성과정 과장~부장 8개월

워크숍
정부산하기관 H연구원 보직자 리더십 워크숍 팀장, 실장 1박 2일

H기업 계층별 역량강화 워크숍 핵심인재(승진대상자) 1박 2일

인문학

P기업(방산) 월례교양강좌
J기업(식품) 월례교양강좌
H기업(패션) 월례교양강좌
S기업(통신) 월례교양강좌

전 직원  매월 1회

전직원 대상 및 기타 계층(교직원, 군 관료, 비서 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CEO
임원

차장·부장급

대리·과장급

사원·신입사원

▶ 최고경영자 및 경영진 대상

▶ 신임임원 대상

▶ 2세 경영인 대상

▶ 팀장급(보직자) 및 전문직 관리자 대상

▶ 중간 관리자 및 승진 예정자 대상

▶ 신입사원 및 사원(팀장)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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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맞춤형 교육 사례

핵심인재 역량강화

리더양성

글로벌 교육

S건설사 핵심인재 MBA

D그룹 제약사 Decision Maker 육성과정

 교육대상 사내 핵심인재(과장)

 교육기간 2개월(8주)

 교육특징  최신 트렌드 및 마케팅, 전략경영, 회계원리, 재무관리, 인사조직관리/리더십 등 MBA 주요 핵심이론을  

자사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여 발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을 강화하고  

핵심인재로서의 역량을 기름

 프로그램 구성

모 듈 인사조직관리/리더십 회계원리 재무관리 마케팅 전략 트렌드

내 용

▶   글로벌 HR 트렌드
▶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   리더십진단 및  

리뷰
▶   리더십 사례연구
▶   업무관리
▶ 사람/자기관리

▶   회계정보의  
입체적 활용

▶   재무제표 분석
▶   예산과 조직편성
▶   전략적 성과관리

▶   기업 재무구조 
이해

▶   기업의 자본비용 
및 기업가치  
이해

▶   기업 부실방지 
사례연구

▶   최신 마케팅  
트렌드

▶   자사 마케팅  
전략 수립  
워크숍

▶   동종업계 우수 
마케팅  
사례연구

▶   의사결정을 위한 
전략적 사고의 
필요성

▶   내외부 환경분석 
및 전략수립  
워크숍

▶   업계 시장  
트렌드 분석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대상 부장~이사급

 교육기간 5개월

 교육특징  전략경영, 회계원리, 재무관리(투자론), 마케팅, 글로벌 이슈 등의 내용을 제약업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여 의사결정 역량 향상

 프로그램 구성

모 듈 전략경영 회계원리 재무관리/투자론 마케팅 글로벌 이슈

내 용

▶ 전략적 사고
▶   내외부 환경분석

(자사 환경분석  
워크숍)

▶ 전략의 핵심 3요소

▶   회계정보의 입체적 
활용

▶   의사결정에 필요한 
회계

▶ 최신 회계이슈
▶ 자사 재무제표 분석

▶ 기업 재무의 이해
▶ 기업 가치 평가
▶ 재무이슈 사례분석
▶   투자 의사결정 사례 

분석

▶ 마케팅 트렌드, 이슈
▶ 고객가치 창조/전달
▶   자사 마케팅 문제점

분석 및 해결

▶   글로벌 경제환경 이해
▶ 글로벌 산업트렌드
▶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
▶ 신사업 진출 및 사례

 교육대상 전 직원 (요청에 따라 직급별 교육 가능)

 교육기간 3일

 교육특징  해외사업 진출 전 나라의 특성 및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전문가 및 현장근무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의 업무 노하우 및 전문지식 제공을 통해 현장 진출을 돕고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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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실무역량강화/전략

실무역량강화/영업

C그룹 식품기업 전략 인텐시브 과정

H기업 영업마케팅 강화과정

 교육대상 전 직원 (요청에 따라 직급별 교육 가능)

 교육기간 3개월

 교육특징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트렌드 및 리더십교육을 진행하여 조직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공기업 임직원에게 필요한 핵심지식 제공

 교육대상 과장~차장급

 교육기간 3개월

 교육특징  전략경영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학습, 자사 적용을 통해 기업 비전 달성과 기업 성장을 위한 

전략적 Insight를 갖춘 인재 양성

 프로그램 구성

구  분 사전학습 본 과정 사후 학습

내 용
▶   사전 지식 함양 및

학습 동기 부여

▶ 전략경영 핵심 원리
- 전략적 사고
- 내외부 환경분석
- 전략의 핵심 3요소

▶   동이종업계  
최신사례 연구

▶   자사 전략수립  
워크숍

▶   Case Study를 통한 
현업적응력 극대화

 교육대상 중간관리자

 교육기간 10주

 교육특징  영업과 영업환경, 영업사원 역량강화, 영업조직 가치 향상영업 등 영업 실무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으로 영업 담당자들의 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성

모 듈 영업과 영업환경 영업사원 역량 강화 영업조직 가치 향상

내 용 ▶ 영업환경 변화와 선진 영업 기법

▶ 세일즈 PT
▶ 논리적 기획안 구성
▶ 프로모션 전략
▶ 성공&실패사례 연구

▶ 세일즈 협상
▶ 신규고객 발굴과 거래처 관리
▶ 조직관리와 목표, 성과 관리
▶ 소비자 심리 활용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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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맞춤형 교육 사례

실무역량강화/마케팅

실무역량강화/재무

실무역량강화/역량개발

H기업 마케팅 전문가 과정

L기업 재무교육

P기업 성과달성을 위한 역량개발 아카데미

 교육대상 팀장급

 교육기간 3개월

 교육특징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팀장의 마케팅역량 강화를 위한 마케팅 전문가과정으로, 마케팅 핵심 이론, 

실무 추진방법, 수행능력, 필요성에 대한 학습을 통해 선진 마케팅 기법과 영업 협상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 양성

 프로그램 구성

모 듈
마케팅
개념

마케팅
전반 이해

시장기회 분석과
핵심전략

전략적
마케팅 계획

마케팅 믹스의 개발 
및 관리

마케팅 클리닉
(워크숍)

내 용 ▶ 마케팅 트렌드 ▶ 마케팅의 이해

▶   마케팅 기회의 
분석

▶ 소비자의 이해
▶ 표적시장의 선택

▶   전략적 마케팅 
계획 수립과  
마케팅 과정

▶   제품관리,  
브랜드관리

▶ 신제품개발
▶   가격/유통/촉진 

관리

▶   자사 마케팅  
문제점

 교육대상 임원급 경영진

 교육기간 3주

 교육특징  교육특징 재무관리의 핵심개념과 투자의사 결정기준, 재무제표의 이해와 분석 프로세스,  

기업가치 극대화 등을 집중 교육함으로써 재무역량을 극대화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재무관리 가능

 교육대상 전직원

 교육기간 10주

 교육특징  강의·실습의 Action Learning 을 통해 임직원이 성과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현업 내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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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역량강화/프레젠테이션 D기업 프레젠테이션 역량 강화 과정

 교육대상 사원~팀장급

 교육기간 2일

 교육특징  기업의 수주/제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PT역량을 지닌 전문가 양성 

실전연습을 통한 PT 자신감 향상, 효과적인 PT기술로 Client 대응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영업력 향상

 프로그램 구성

인문학 월례교양강좌 (P기업(방산), J기업(식품), H기업(패션), S기업(통신))

 교육대상 전 직원

 교육기간 매월 1회

 교육특징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영, 리더십, 인문,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야를 열어가는 통섭형 인재 육성

기획 디자인

스피치

• 이해하기 쉬운 워크숍 형식 
내 실습을 통한 교육

•전반적 PT 능력 향상

• 리허설(비디오 촬영)을 
활용한 발표 클리닉

•전문가의 코칭

•PT 노하우의 교류

• 조별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통한 평가 및 전문가  
실전코칭

•비디오 모니터링 및 심사

발표

클리닉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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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탁과제 사업

전경련 국제경영원은 전문적이고 다양화된 솔루션으로 

중앙정부 위탁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발굴 및 시장조사

기업 수요맞춤형 위탁과제

대정부 협력사업FS컨설팅 및 MP

▶ 컨설팅

•유망지역 해외진출 시장 조사

•Capture consulting

•Proposal consulting

•Presentation consulting

•Process consulting

•Proposal center(support)

▶ 교육 프로그램

•중앙정부 맞춤형 해외연수

•제안 영업 프로그램

•제안 전략 프로그램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초청연수과정 및 특화된 해외 사절단 파견지원사업

•내부 세미나 및 산업계 컨퍼런스

▶ 컨설팅

•경제협력채널지원 사업

•양자간 협력사업

•정부위탁 컨퍼런스 사업

•Feasibility Study consulting

•Master plan consulting

• 해외 정부 사업 수행 

(ICT, 전자정부, 의료, 물류 등)

▶ FS컨설팅 및 마스터플랜

•다자간개발은행 FS컨설팅

•Feasibility Study consulting

•국제기구 및 관련기관 협력사업

• 수출입은행 및 KOICA 중장기 

전략 보고서 작성

• 중앙정부부처 해외진출 관련 

연구보고서 작성

▶ 교육 프로그램

• 글로벌 공개 세미나 

(글로벌 전략 과정 등)

Helping the World Win Public

요 약

•프로젝트 기획 및 해외유망지역 발굴을 위한 컨설팅 및 조사사업

•기술 전문 컨설턴트들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 사업 수주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F/S, MP, 정부과제 등 최근 5년간 19건의 사업 수행 (아시아, 중미, 유럽 등)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 요청에 의한 맞춤형 위탁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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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탁과제 수행 사례

1. F/S (Feasibility Study) 컨설팅

2. 중앙정부 / 출연기관 대정부사업 및 마스터플랜

3. 해외정부사업 수행 (포럼 및 국제컨퍼런스 개최)

▶ 월드뱅크, 다자간개발은행(MDB) 등 F/S 컨설팅

• World Bank(월드뱅크), ADB(아시아개발은행), AfDB(아프리카개발은행),  

IDB(미주개발은행) 사전타당성 조사 컨설팅(F/S) 수행

•폴란드(주민행정), 베트남(프레임워크 2.0), 에콰도르(관세행정), 뉴질랜드(모바일AP), 캐나다(원전IT) 등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해외진출 대정부사업 및 마스터플랜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KOTRA 등 중앙정부 해외진출, 

정부지원사업 및 전략개발 사업(마스터플랜 수립) 수행

• 보건복지부(GHKOL 컨설팅 사전 조사 사업 전문기관), 해양수산부(ODA 중점 협력대상국 선정을 위한 연구과제), 

산업통상자원부(2014~16년도 해외진출 양자협력사업), 미래창조과학부(ICT 해외전략 거점 전략연구), 

산업통상자원부(SW 범정부 그랜드컨소시엄 사업), 외교통상부(IT서비스 통상투자사절단 사업) 등

▶ 주요 21개국 ICT, 전자정부, 의료IT 해외정부사업 협력사업 수행

•주요 유망지역 국가와의 협력 포럼 및 세미나 진행

• 아르헨티나(지방행정), 콜롬비아(ITS), 프랑스(U-City), 리비아(중앙 데이타센터),  

모로코(행정자치) 등 전시회 및 현지 포럼 개최 등

 문     의 컨설팅파트 ( Tel. 02-3771-0142  E-mail. yis@imi.or.kr )

58·592018 전경련국제경영원 교육프로그램

최
고

경
영

자
과

정
핵

심
인

재
차

세
대

 핵
심

인
재

전
 직

원
 열

린
 세

미
나

기
업

맞
춤

형
 위

탁
교

육
정

부
위

탁
과

제



 포럼기간 2018년 8월 예정

 프로그램(안) 추후공지

 주요 프로그램 및 특징

 (목적)   ADB와의 지속적 공동 포럼 개최를 통해 관련 실무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추진 사업 및 프로젝트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

 (해외) ADB 프로젝트 발주자 및 관계자 4명, 수원국 발주처 발주자 및 관계부처 4명 내외

 (국내) ADB 관련 프로젝트 참여 또는 협력사례 구축을 위한 실무자 200명 내외 

 - 아시아개발은행 사업 수주역량 제고를 위한 전략방안 발표 (세미나)

 - 아시아개발은행 사업 공유, 수요 매칭을 통한 협력사례 발표 (세미나)

 - 아시아개발은행 및 우리기업 수요매칭 BOF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 진행 

 - 주요 아시아 국가 발주처의 협력수요 조사 및 보고서 공유 (마스터플랜 및 컨설팅 보고서)

 - ADB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추진 가능한 프로젝트 참여기회 제공과 확대가 가능

 -   일반적인 외부부터 접근방식이 아닌 내부 핵심인력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상세정보 공유로 실제  

사업협력 모델로 확대

         

 참가대상 아시아개발은행 및 아시아 주요국가의 해외진출 관련 기업 및 기관

 참 가 비 무료

 포럼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

 문     의 컨설팅파트 Tel. 02-3771-0142 E-mail. yis@imi.or.kr

5차 아시아개발은행-산업부 협력 포럼 5th ADB-MOTIE Joint Forum

아시아개발은행 협력 프로젝트 발굴지원 및 국제기구 해외진출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개발은행의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기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기업의 아시아 주요 국가 해외진출 지원은 

물론 국제기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실무 중심의 현지 네트워크 협력 포럼

◆   프로젝트 발굴부터 수주는 물론 사후연계가지 96단계별 프로세스를 고려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매칭

◆   아시아개발은행의 교통, 인프라, 제조, 물류, 에너지 등 주요 실제 프로젝트 발주자와의 협력 네트워크

◆   5차 ADB-산업무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를 통해 실제 파일럿 프로젝트 및 FS컨설팅 사업으로 연계

◆   BOF(Business Opportunity Forum) 형태로 기업이 참여 가능한 사업 중심의 협력 포럼 

◆   아시아 주요 국가 해외진출 사업발굴 및 현지의 세부 정보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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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협력 R&D 프로젝트 개요

 목적 도미니카공화국 학계, 산업계 216개 팀과 공동협력을 통해 현지 사업을 추진할 한국 기업과 컨소시엄 매칭

 R&D 지원 규모 총 지원액은 180만 달러

 - 과제 당 약 1억 기준으로 총 17개의 R&D 프로젝트 지원

 - 현지 R&D 사업 파트너 비용 지원

 - 한국기업 직접비 지원(연구활동비, 연구활동보조비)

   R&D 프로젝트 선정 일반기준 

 - 매칭펀드 금액 

 - 기술적 실현가능성 

 - 경제적 실현가능성

 - R&D 팀 구성원들의 역량

 - 성공적 R&D에 대한 의지

 - 수원국 개발 전략과의 부합성

 - R&D 내용의 혁신성

2, 도미니카 공화국 현지 기업 등록 현황

 등록수 총 57개 기업 등록 완료

 기업분포 농업, 에너지, 의류, 폴리머 합성, 교육, 치과 관련, 화장품 생산, 소프트웨어 개발, 카카오 생산,

 관광,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서비스, 인공지능, 바이오테크놀로지, 의료품 개발 등

3. 산학협력 R&D 프로젝트 국내기업 참여 당위성

 기대효과 국내 기업들의 도미니카 공화국 및 남미시장 진출 발판 마련

 - 역량강화 : 현지 다국적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남미시장에 맞는 현지화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가능

 - 시장파악 : 현지 기업들과 협업을 통한 도미니카 공화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재원확대 :   현지 R&D 및 벤처 활성화 등을 목적을 가지는 사회적 펀드, 정부자금, 기업의 자금유치 등을 

파악하고, 유치하여 활용 재원을 확대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 증대

한국-도미니카 공화국 산학협력 R&D 지원 프로그램

본 산학협력 R&D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진행하는 “도미니카 공화국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본 과학기술인력 양성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수원국의 중요 현안인  

핵심 산업화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한국-도미니카 공화국 산학협력 R&D 지원 프로그램”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 될 예정

* 국제경영원(IMI)은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본 도미니카 협력사업 제안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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