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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일정

시간 7월 3일(월) 7월 4일(화) 7월 5일(수) 7월 6일(목) 7월 7일(금)

10:00~13:00

[오리엔테이션]

[기업승계마인드]

-NEXT CEO인사이트
-장수기업성공비결

2. 차세대 기업가정신

-가치관 대물림1

•기업을 움직이는
핵심가치
•창업정신의 연속성

[NEXT CEO의
기업가 역량]

1. 재무관리역량

•성장의 연속조건
및 능력

•장수기업의 경영
관리시스템

3. 마케팅 역량

•중소기업의 마케팅
특성
•온/오프라인의
마케팅의 실질 활용

[100년 사업계획]

1. 부모기업의
승계 후 사업계획
시뮬레이션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14:00~17:00

[NEXT CEO의
기업가정신]

1. 차세대 기업가태도

-기업가에 대한 인식
-도전/실패/위험감수

-가치관 대물림2

•준비된 기업가 &
준비되지 않은
기업가
•여성기업인으로서
의 역경과 안타까움

2.기술개발/연구역량

•기업의 고유기술
•기술개발 추이
•기술과 사업다각화

4.리더십/조직관리
역량

•차세대 CEO 리더십
조건
•중소기업의 조직관
리 특성 및 활용

2. 사업계획을 위한
전략 & 방법 모색

•사업계획 사례연구
•부모기업 리뷰

[해외연수 결단식]

시간 7월 9일(일) 7월 10일(월) 7월 11일(화) 7월 12일(수) 7월 20일(목)

10:00~18:00

[일본 출발]

[일본 장수기업
특별 세미나]

일본 기업탐방 1

일본 기업탐방 2

[탐방기업
디브리핑 미팅]

일본기업탐방 3

일본 이문화 체험

[탐방기업
디브리핑 미팅]

해외연수 결산

[한국 귀국]

[부모와 함께 하는
사업계획 발표]

탐방예정 일본기업 :

※ 사정에 따라 강사와 탐방기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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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캠프국내연수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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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탐방예정일본기업현황 ※ 사정에 따라 탐방기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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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국내연수(5일)  해외연수(4일)/오사카•교토

구 성
국내연수 : 2017년 7월 3일(월)~7일(금)
해외연수 : 2017년 7월 9일(일)~12일(수) *사업계획발표 : 7월 20일

신청자격 중소기업 CEO의 자녀(대학생, 예비 대학생)

신청마감
선착순 30명
2017년 6월 16일(금) 18:00까지

참가비

회원 : 300만 원(VAT별도)          비회원 : 350만 원(VAT별도)
(계좌번호 : 기업은행 480-050637-04-014 예금주 한국기업가정신협회)                                                              
*회원 : 한국기업가정신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 대표 및 기업

포함사항 : 국내연수 및 해외연수비(일본기업탐방비 포함)
항공(일반석), 호텔, 숙박비, 차량비, 여행자보험, 통역가이드비

불포함사항 : 개인경비

*항공좌석 승급 및 호텔1인실 사용 시 추가비용 발생

신청방법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사본과 함께 제출

이메일 : epsa@starrich.co.kr / FAX 02-556-8477
홈페이지 : http://www.ceospirit.co.kr

문의 : 한국기업가정신협회 사무국 02-6969-8962 / 010-9556-8477

※ 적정인원 미달 시 캠프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및안내

3. 캠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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