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 신청 안내

교육 개요

◈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의 주역 ‘18기 이노비즈 최고경영자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본 과정은 교육과 네트워크는 물론 이노비즈인증 관리기관인 ‘이노비즈협회’를 

중심으로 ‘이노비즈기업 18,000개사’ 그리고 ‘600여명 원우’ 들과 함께 다양한 비즈니스 

연결고리를 제공합니다. 

◈ 그 밖에 총동문회 산하 사업교류회, 독서토론회, 산악회, 골프회, CEO합창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여러분의 가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교육주최 : 이노비즈협회(한국능률협회 협력) 

� 교육대상 : 기업 CEO 및 임원 / 전문직 등 50명 모집 목표

                * CEO 위주의 모임을 지향하며, 과도한 영업 목적의 입과 제한 가능

� 교육장소 : 파티오나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42 )

� 교육비용 : 350만원(회원사 300만원 우대적용, 부가세 없음)

   ※ 입금처 : 기업은행 477-001614-04-463,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교재, 호텔식비, 제주도워크숍(1박2일) 비용 포함 / 기수 자체 원우회비, 졸업여행 비용 별도 

� 신청방법 : 첨부된 수강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발송(사업자등록증, 증명사진 스캔본 첨부)

� 문    의 : 이노비즈협회 정책/회원지원본부 

   ※ 이주현 차장 : 031-628-9629  / buster@innobiz.or.kr

< 참조 : 최근 5년간 동문 현황 >

구분 2019년(17기) 2018년(16기) 2017년(15기) 2016년(14기) 2015년(13기)

수료 인원 46명 48명 42명 45명 49명



구분 일시 내용

1주 입학식 3.31(화)
17:00~20:30  [입학식 & 만찬 & 동문간 네트워킹]

2주 경제전망 4.7(화)
17:00~20:30

 

신세돈 교수(숙명여자대학교)
 • 글로벌 경제금융전망과 중소기업대응방안
   *UCLA 경제학부 졸업 
   *現)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삼성경제연구소 금융보험실장  
   *한국은행 조사부 전문연구원

3주 역사 4.14(화)
17:00~20:30

 

한명기 교수(명지대학교)
 • 왕과 아들-조선왕조 왕위계승사
   *서울대학교 석사, 박사 
   *명지대학교 사학과 교수
   *‘역사비평’ 편집위원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

4주

모닝포럼 4.22(수)
07:00~09:00 [이노비즈 모닝포럼]

제주
워크숍

4.24(금)
~4.25(토)

문경수 탐험대장
 • 제주의 세계적 가치
   *방송출연 : <JTBC 효리네 민박> , <OTVN 어쩌다 어른>,
     <KBS 장영실쇼>, <TV책을 보다> 등 

5주 4차 
산업혁명

4.28(화)
17:00~20:30

정지훈 교수(경희사이버대학교)
 •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 석사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원 의공학 박사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 소장
   *경희사이버대학교 IT디자인융합학부 교수 

6주 비즈니스 
교류

5.6(수)
17:00~20:30  • 비지니스 교류를 위한 동문기업 소개

7주 의학
5.12(화)

17:00~20:30

함익병 원장
 • 피부와 건강이야기
   *방송출연 : <SBS 백년손님>, <KBS 아침마당> 등 방송출연 다수
   *주요저서 : <피부에 헛돈 쓰지 마라>, <최신 여드름 치료 기법>
  *함익병 앤 에스더 클리닉 원장
  *이지함 피부과병원 설립

8주 경영혁신 5.19(화)
17:00~20:30

권재중 대표(케이런벤처스)
 • 혁신 중소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10가지 전략
  *前)삼성전자 상무
  *現)케이런벤처스(유) 대표이사 
  *現)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KAIST 기술경영석사

8주 모닝포럼 5.20(수)
07:00~09:00 [이노비즈 모닝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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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정은�운영� 사정에�의해� 약간의�변동이�있을� 수� 있습니다.

9주 문화예술 5.26(화)
17:00~20:30

장일범 음악평론가
 • 세계 클래식 음악의 트렌드
   *헤이스 마리아 칼라스홀 음악감독
   *KBS 라디오 장일범의 가정음악 진행자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경희대학교 강사
   *객석 기자
   *모스크바음악원 성악과,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학사

10주 IT트렌드 6.2(화)
17:00~20:30

최재붕 교수(성균관대학교)
 • 스마트 신인류가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 산학협력단 창조경제본부장
   *캐나다 워털루대학교 대학원 박사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센터 자문교수
   *대통령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11주 인문학 6.9(화)
17:00~20:30

홍익희 교수(세종대학교)
 • 유대인 이야기
   *주요 저서 : <유대인 경제사(‘17 올해의 책 선정)>, 
    <달러이야기>, <환율전쟁이야기>, <월가이야기> 
   *세종대학교 교수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졸업 
   *KOTRA 밀라노 등 각국 무역관장 역임

12주 심리학 6.16(화)
17:00~20:30

김경일 교수(아주대학교)
 • CEO의 심리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
   *University of Texas Austin 박사
   *한국음악지각인지학회 회장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교수

13주

모닝포럼 6.24(수)
07:00~09:00

[이노비즈 모닝포럼]

해외
졸업여행

6.25(목)
~6.27(토)

 [해외 졸업여행]

14주 산업
트렌드

7.7(화)
17:00~20:30

윤덕균 교수(한양대학교)
 •산업경제와 미래,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학사, 
   *KAIST 산업공학 박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장
   *미국 버클리 대학교 교환교수
   *한국 경영공학회장 / 한국 TOC협회장
   *시사투데이 올해의 존경받는 인물대상 

15주 수료식 7.21(화)
17:00~20:30   [수료식 & 만찬 & 동문간 네트워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