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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CES 2020 & 미국 혁신기업 한국대표단] 참가 안내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사의 일익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경련 국제경영원은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CES 박람회 참관을
통해 최신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고, 미국의 혁신 기업 방문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통해
경영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자「전경련 CES 2020 & 미국 혁신
기업 한국대표단」을 운영합니다.
3. 본 연수를 통해 세상을 바꾼 혁신 기업의 비결과 생태계를 벤치마킹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전경련 CES 2020 & 미국 혁신기업 한국대표단 』 개요
❍ 기간: 2020년 1월 5일(일) ~ 1월 12일(일), 5박 8일 (이노베이션 코스 기준)
❍ 일정: 미국 시애틀(문화&기업 탐방) ⇨ 라스베이거스(CES) ⇨ 샌프란시스코 (기업 탐방)
프로그램

참가비

1

이노베이션 코스
산업시찰 + CES

5박 8일

798만원

2

크리에이트 코스
CES 집중

4박 6일

567만원

등록 안내
▶연수 예약금: 1,650,000원
▶신청 마감: 12/6(금)
▶입금처 : (사)국제경영원
외환은행 611-016917-748

▶항공료(대한항공 이코노미), 숙박(2인 1실), 식비(*CES 박람회 참관 시 점심식사 불포함),
전용차량, CES 박람회 입장권, 산업시찰비, 전문 가이드, 통역 포함
▶이노베이션 코스 호텔 기준: 시애틀 웨스틴/라스베이거스 룩소(타워동)/샌프란시스코 힐튼
▶항공 좌석 업그레이드 및 1인실 신청 시 추가비용 발생(별도 문의)

❍ 대상: CES 2020 및 혁신기업 벤치마킹에 관심 있는 기업·기관·협회·연구소 CEO 및 임원(실무자 가능)
❍ 문의: 전경련국제경영원 김봉만 사무국장, 송기정 팀장(02-3771-0341, 010-4076-2026)
이인희 주임(02-3771-0491, 010-3054-3306)
E-mail: kjsong@imi.or.kr / lih@imi.or.kr
❍ 첨부 : 프로그램별 상세 일정 및 시찰 예정 기업(안)

전경련국제경영원 원장

권 태 신

□ 상세 일정(안) - 1. 이노베이션 코스 Innovation Course
일자

지역
인천

시간

시애틀

인천공항 제2터미널 집결 및 수속

15:50

(대한항공 KE019) 인천공항 출발 (소요시간 9시간 55분)

08:45

시애틀 터코마 공항 도착

오후

라스베이거스

1/7
(화)

라스베이거스

중식
호텔 도착 후 휴식 (►호텔: The Westin Seattle)
■ 시애틀 기업 탐방
- 보잉팩토리 VIP Tour
■ 네트워킹 디너
- 시애틀 와이너리 만찬 및 네트워킹

20:00

숙소 휴식

전일

■ 시애틀 기업 탐방(산업시찰) 및 브리핑
- Amazon 본사(The Spheres), Amazon Alexa(Smart Home Lab)
Amazon Go
- 또는 Amazon 물류창고

18:00

시애틀 터코마 공항 출발

20:30

라스베이거스 매캐런 공항 도착

시애틀
1/6
(월)

내용

13:00

오전

1/5
(일)

※ 일정/장소 변동가능성 있음

전일

숙소 도착 및 체크인 & 휴식 (►호텔: Luxor Hotel∥타워동)
■ CES 2020 자율 참관 / 개별 중식
■ VIP 부스 투어 (별도 일정 안내)
석식 후 숙소 도착 & 휴식 (►호텔: Luxor Hotel∥타워동)

1/8
(수)

라스베이거스

전일

■ CES 2020 자율 참관 / 개별 중식
■ VIP 부스 투어 (별도 일정 안내)
■ 데니스홍 교수와 필드 트립(심층 디브리핑) & 네트워킹 만찬(안)
숙소 도착 & 휴식 (►호텔: Luxor Hotel∥타워동)

라스베이거스
1/9
(목)
샌프란시스코

오전

■ CES 2020 자율 참관 & 개별 중식

15:50

라스베가스 매캐런 공항 출발

18:00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도착
석식 후 숙소 도착 및 휴식 (►호텔: Hilton Union Square)
■ 샌프란시스코 기업 탐방(Technical Tour)

1/10
(금)

전일
샌프란시스코

-

구글 본사(구글 캠퍼스) [인터넷]
우버ATG [미래차・공유경제]
에어비앤비 본사 [공유경제]
플러그앤플레이 [액셀러레이터]

*현지 방문 기업 인원 제한 규정에 따라 접수 선착순으로 구분되어 진행
*방문 기업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2~3개 기업 진행)

23:30

(대한항공 KE026)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출발 (소요시간 12시간 35분)

1/11
(토)
1/12
(일)

날짜 변경선 통과
인천

05:30

인천공항 도착

□ 상세 일정(안) - 2. 크리에이트 코스 Create-CES Course
일자

장소

시간

※ 일정/장소 변동가능성 있음

내용

12:00

인천공항 제2터미널 집결 및 수속

14:30

(대한항공 KE017) 인천공항 출발 (소요시간 약 11시간)

08:30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도착

인천

로스앤젤레스
1/7
(화)

(전용차) 라스베이거스 이동
■ CES 2020 자율 참관
라스베이거스

15:00

- CES 입장권 교환 및 전시장 이동
- CES 2020 자율 참관
숙소 도착 및 체크인 & 휴식 (►호텔: Luxor Hotel∥타워동)

1/8
(수)

라스베이거스

전일

■ CES 2020 자율 참관 / 개별 중식
■ VIP 부스 투어 (별도 일정 안내)
■ 데니스홍 교수와 필드 트립(심층 디브리핑) & 네트워킹 만찬(안)
숙소 도착 & 휴식 (►호텔: Luxor Hotel∥타워동)

1/9
(목)

■ CES 2020 자율 참관 & 개별 중식
라스베이거스

숙소 도착 & 휴식 (►호텔: Luxor Hotel∥타워동)
라스베이거스

1/10
(금)

전일

로스앤젤레스

오전

전일

(국내선 항공): 로스앤젤레스 이동 (1시간 소요)
■ 로스앤젤레스 문화 탐방
- 게티 센터 · 뮤지엄
- 앤젤스 플라이트(라라랜드 촬영지)
- 그리피스 천문대 Griffith Observatory
- 산타모니카 해변
- 네트워킹 만찬
숙소 도착 & 휴식 (►호텔: Hilton Los Angeles Airport )

1/11
(토)

로스앤젤레스

10:50

(대한항공 KE018) 공항이동 후 로스앤젤레스 출발

1/12
(일)

인천

17:40

인천 공항 도착

□ 방문 예정 기업(안)

※
※

방문 기업 및 상세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업방문은 인원제한 규정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정 상 1일 2~3개 기업 진행)
CES 2020 - 세계 최대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

・150개국 4,598개 기업 참가, 185,000명 참가자, 7,400개 미디어가 주목하는 세계 최대 IT전자박람회
・CES 2020 핵심 키워드는 5G·AI(인공지능)·블록체인·데이터·스마트 어시스턴트
글로벌 쇼케이스에서 변화의 흐름과 신성장 동력을 짚어보고 대한민국의 혁신 과제를 만난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 (Amazon) 시애틀 본사 ‘The Spheres’
Amazon Alexa - Amazon Smart Home Lab (스마트홈 연구소), Amazon go (무인매장)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세계 속으로 @시애틀 아마존 본사 ‘The Spheres’ 에서 만나는 아마존의 혁신문화
・로봇 키바와 인간의 분업이 이루어지는 아마존 물류창고에서 로봇자동화 솔루션 경험
・인공지능 매장 @아마존 고(amazon go) -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쇼핑 테크놀러지를 만난다!

구글 (Google) -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전 세계 100만대 이상의 서버, 매일 10억건 이상의 검색이 이루어지는 곳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혁신 문화와 테크놀러지

플러그앤플레이 (PnP) - 세계 최대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전 세계에서 모인 400여개 스타트업이 입주하여 강력한 네트워크로 투자자, 기업관계자,
멘토가 쌍방향으로 시너지를 내며 창업 생태계 조성
・페이팔, 구글, 드랍박스의 초기 투자자로 9개 세분화된 분야의 스타트업 리스트를
매년 업데이트하며 필요한 기업과 매칭시켜 주고 있음

보잉팩토리 (BOEING) - 세계 최대 항공우주 기업
・1916년 설립하여 처음에 수상기를 만든 뒤 민간항공기업을 육성하여 항공수송 · 기체
제조사업의 선두주자가 됨
・시애틀 보잉사 공장투어에서는 드림 라이너가 하늘로 날아가기 전, 에버렛 생산 라인에서
조립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가짐

에어비앤비 (airbnb) - 전 세계 4억 명의 숙박 공유 플랫폼
・전 세계 4억 명이 이용하는 숙박 공유 플랫폼에서 에어비앤비의 새로운 미래를 만나는 시간!
・럭셔리 호텔서비스, 공연, 여행 등 다양한 경험 비즈니스 제공의 미래로 전환,
새로운 공유경험의 세계를 만나다!

우버(UBER) - 미래의 모빌리티 우버 에어와 차량 공유 서비스 플랫폼
・승객과 운전기사를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 플랫폼으로 세계 교통시장을 혁신화
・이제는 플라잉카로 하늘을 선점한다! 우버는 향후 5년 동안 2천 3백 만 달러를 투자,
2023년부터 항공 택시의 상업적 운영을 시작할 목표를 세우고 공격적인 활동에 들어감

페이스북 (Facebook) - 세계 최대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기업
・미국 IT기업 빅5 중 하나, 전 세계 약 18억 명의 이용자 보유
・‘세계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키겠다’는 목표를 지닌 페이스북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가입자의
70%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 거주자

시스코 (CISCO) - 통신 네트워크 세계 1위 IT 기업
・사람, 데이터, 사물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만물인터넷(Internet of Everything, IoE)
기술로 다양한 네트워킹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

스트라이프 (stripe) - 미국 최대 핀테크 기업
・기술의 ‘금융 침공’… 핀테크(Fin Tech)가 바꿔놓을 금융 라이프, 글로벌 PG사인 스트라이프
・디지털 신경제를 주도하는 유니콘 기업, 한국의 핀테크 미래를 제시하다

테슬라 (TESLA) - 세계 최대의 전기자동차 기업
・전기 자동차 제조회사를 넘어 에너지 혁신기업으로의 발전을 꿈꾸는 기업
・100% 전기 자동차, 가정 및 산업용 배터리팩, 자율주행 기능차의 개발과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