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숙명여자대학교 뷰티 최고경영자과정
숙명 뷰티 최고경영자과정은 ?
뷰티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숙명여자대학교와 사단법인 한국마케팅협회는 뷰티 산업 최고 전문가의 최신 혁신 방법과 사례 강의
를 통하여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의 생생한 사례와 정보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
니다.
CEO로서 꼭 필요한 새로운 사업기회 인사이트와 관련 지식 습득은 물론, 이업종 경영자간 네트워크
형성의 장으로서도 특별한 기회로 활용될 것입니다.

입학개요
1) 기

간 : 2017.12.01(금) ~ 2018.02.23(금) 매주 금요일 18:00~21:30
- 입학식 : 2017년 12월 01일 금요일
- 수료식 : 2018년 02월 23일 금요일

2) 대

상 : 기업 및 단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3) 등 록 금 : 360만원
* 석식, 교재비, 조찬회, 포함
* 동문 10%, 마케팅협회 회원 10%, 2인 이상 10% 할인(최대 20% 할인)
4) 접수마감: 2017. 11. 24 (이메일 또는 팩스)
5) 장

소 :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6) 원서 교부 및 지원 상담 : 숙명여자대학교 뷰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본부
TEL.02-710-9803 FAX.02-6280-7239
EMAIL. smamp@sm.ac.kr

숙명여자대학교 총 장 강 정 애
한국마케팅협회 회 장 이 해 선

2018 숙명여자대학교
뷰티 최고경영자과정 일정

① 석식 18:00-18:45 ② 1교시 18:45~20:00 ③ 2교시 20:15-21:30
*조찬회 ① 조식 06:50-07:20 ② 회원사 소개 07:20-07:40 ③ 1교시 07:40-08:20 ④ 2교시 08:30-09:10
구

분

시

간

내

용

교 수 진

18:00-19:00

 히트상품의 조건

19:00-21:00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18:45-20:00

 뷰티 산업 시장의 동향과 미래

20:15-21:30

 원우사 마케팅 이슈 공유

숙명여자대학교 김민신 교수

07:40-08:20

 중국 사업의 성공 포인트

차이나랩 한우덕 소장

08:30-09:10

 고객 지향적 커뮤니케이션 전략

오비맥주 남은자 상무

18:45-20:00

 뷰티 브랜드 아이덴티티구축과 커뮤니케이션 전략

20:15-21:30

 컬러로 경영하라

18:45-20:00

 신제품 개발과 디자인 그리고 품질관리 전략

LG생활건강 이정애 부사장

20:15-21:30

 뷰티산업과 지식재산

후레시메이트 허주일 대표

18:45-20:00

 메디 컨투어, 특수 미용

한국미용기능협회 팽동환 협회장

20:15-21:30

 사업 제휴를 통한 지속성장의 토대 구축

정샘물인스피레이션 정샘물 대표

18:45-20:00

 불황에 더 잘나가는 불사조 기업

20:15-21:30

 3D&기기의 융합, 메디칼 스킨케어

연세새봄의원 채용현 원장

07:40-08:20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신 고객 창출

수원대학교 이남식 석좌교수

08:30-09:10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와 전략

18:45-20:00

 기업 방문

20:15-21:30

 원우사 친교

18:45-20:00

 뷰티 디지털 마케팅 사례 연구

20:15-21:30

 이너 뷰티 & 헬스케어

18:45-20:00

 디지털 기반의 혁신 뷰티 상품 개발

20:15-21:30

 뷰티와 패션의 핵융합

18:45-20:00

 고객 만족을 위한 발상의 전환

20:15-21:30

 중국 뷰티사업 진출 시 고려해야하는 법률

18:00-19:00

 뷰티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자의 자세

19:00-21:00

 수료식

유난희 쇼호스트

12월 1일(금)

코스웨이 김수미 대표

12월 8일(금)

12월 15일(금)

아모레퍼시픽 구애란 상무

12월 15일(금)
위드컬러 김보연 대표

12월 22일(금)

1월 5일(금)

숙명여자대학교 서용구 교수

1월 12일(금)

1월 19일(금)
시몬느 박은관 회장

1월 19일(금)

코마스인터렉티브 정의정 부사장

1월 26일(금)
쥬비스다이어트 조윤경 대표
코웨이 이해선 대표

2월 2일(금)
스타일난다 김소희 대표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

2월 9일(금)

2월 23일(금)

법무법인lifang 한영호 변호사
숙명여자대학교 강정애 총장

2018 숙명여자대학교 뷰티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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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학지원서의 개인정보와 기입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지원합니다.
※본 입학지원서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뷰티 최고경영자과정 운영본부
TEL.02-710-9803 FAX.02-6280-7239
EMAIL. smamp@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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