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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SIM

상남경영원 소개
Share Knowledge
Inspire People
Make an Impact

상남경영원은 LG그룹 구자경(아호 상남) 명예회장의 기금
출연으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이 1999년에 설립한 경영자
교육(Executive Education) 전문기관으로서, 고급 강의실
및 토의실, 전용 라운지, 식당, 객실 등 경영자들의 학습에
최적화된 전문 시설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학
유일의 경영자교육 전문기관 입니다.

영국 FT

유럽위원회(EC) 선정

전세계 31개국에서 참여하는

고용노동부 선정

(Financial Times) 선정

한국 전문 경영인

경영자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

위탁프로그램 부문

양성과정(ETPK) 교육기관

협의체(UNICON)

훈련기관 인증 획득

국내 1위, 세계 57위

국내 유일 정회원

| 상남경영원 교육과정 특전 |
연세대 총장 명의의

학습 교재 및 교구,

식사 및 간식 제공

수료패 수여

개인 사물함 제공

무료 주차 지원

워크숍, 간담회 등

수료생 대상

상남경영원 수요음악회

네트워크 활동 지원

A/S(After School) 특강 초청

무료 관람

연세대 학술정보원

교내 상해보험 가입

세브란스 체크업

출입증 발급

할인 제공

Yonsei University

Program Introduction

초대의 글
미래 리테일 경영자과정

Future
Retail
Management
Program
불확실성속에 경영자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과 실행
방안 제공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유통과 리테일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략 설정을 위한 해법의 부재로 인해 답답해하고 있습
니다. 그 어느 교육과정도 피상적인 유통과 리테일의
겉모습만을 훑어볼 뿐 실질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깊은
사례 연구와 인사이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리테일은 모든 비즈니스 본질로 확장 중

한국 경영자교육 발전에 앞장서온 연세대 상남경영원

모든 비즈니스는 리테일로 통합니다. 최근 유통업이라고

에서는 불확실성속에 경영자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과

불리던 비즈니스의 본질이 점차 진화하고 확대되어 오프

실천방안 제공하고자『미래 리테일 경영자과정(Future

라인 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어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까지

Retail Management Program)』을 개설하게 되었

를 포함한 리테일이라는 개념으로 유통업은 다시 정의되고

습니다. 본 과정을 통해 경영자들에게 지속적인 성장을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금융업, 서비스업까지 업태를 떠나

위한 리테일 기반의 기업 전략과 실행 방안을 연세대학교

모든 비즈니스가 고객을 가장 잘 알고, 이해하며 고객과의

교수진 및 다양한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접점을 쥐고 있는 리테일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리테일을 이해하고 리테일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그 어떤 업태이건 기업이건 생존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 디지털 혁명, 코로나19사태 이후 대변화
그러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과 저성장 시대에 고객들은
지갑을 닫고 있으며, e커머스의 부상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스몰 포맷, 모바일과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O2O
서비스 등장 등 큰 변혁기에 유통업과 제조업의 경계가 모호
해지고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리테일 금융의 발전은 이전
과는 전혀 다른 기회를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모든 사람들의 생활양식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기업들은 4차산업 혁명, 디지털, 코로나19사태 이후의
대변화를 대비하여 급변하는 고객 및 소비 트랜드에 맞춘
새로운 유통 및 리테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때입니다.

미래 리테일 경영자과정 주임교수 이무원
자문교수 설도원

Sangnam Institute of Management

Program Concept

교육과정 체계
리테일 비즈니스의 변혁기
디지털 리테일 혁명

4차 산업혁명의 물결

1~2인 가구, 인구 구조의 변화

코로나19 이후의 고객 소비 행동 변화

모든 업태를 통틀어
새로운 수익사업 및
비즈니스 성장 모델 구축

급변하는 고객과
유통시장에 대응할
리테일 대응전략 수립

미래 리테일 산업 및
모든 비즈니스를
선도할 경영자 육성

Future Retail Management Program
Module 01

Module 02

Module 03

Module 04

Module 05

리테일 비즈니스
본질과 변화

리테일 상품
머천다이징 혁신

리테일 비지니스를 위한
마케팅 이노베이션

미래 리테일을 위한
테크놀로지 혁명

미래 리테일 조직
Change Management

Module 06 글로벌 리테일 성공사례 벤치마킹 해외연수 (2박3일 / 중국 상해)
• 세계적으로 가장 치열한 리테일 격전지 중국 상해를 방문하여 최신 리테일 혁신 현장 체험
• 단순 매장 방문 및 네트워킹이 투어가 아닌 교수진 및 전문가의 심층 세미나 진행
• 중국 유수의 대학과 연계한 강의, 토론 및 Insight sharing
• 중국 혁신기업 (허마션싱, 오샹미닛, 용회, 알디차이나 등) 방문 및 임원진 미팅
• 세계 최대규모의 스타벅스 리저브 등 영감을 제공하는 Hot Place 벤치마킹

[특전] Retail Insight Forum (RIF) 회원 초청 및 프로그램 제공
교육 후『리테일 인사이트 포럼』의 회원으로 초청되어 조찬 세미나, 포럼, 해외 스터디 투어 등을 통한 지속적으로
리테일에 대한 insight를 나누실 수 있으며, 리테일 전문가그룹의 기업 및 경영자에 대한 정기적 멘토링 및 심화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전략 수립 및 실행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Program Introduction

교육 일정

17:00~
1주차

만찬

2주차

석식

18:00~21:00 (3H)
입학식

석식

4주차

석식

석식

6주차

석식

7주차

석식

8주차

석식

9주차

2박 3일

10주차

석식

11주차

석식

12주차

석식

13주차

석식

14주차

석식

15주차

만찬

- 연세대 경영대학 이무원 교수 / 전 한국유통연수원장 설도원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 소비자 트렌드 따라 잡기
- 연세대 경영대학 박세범 교수

대박을 보장하는 상품 기획, 머천다이징
리테일 상품
머천다이징 혁신

5주차

- 전 홈플러스그룹 이승환 회장

리테일의 본질과 리테일 혁명에 따른 혁신리더십 구현
리테일 비즈니스
본질과 변화

3주차

[특강] 어떻게 강한 리테일 기업을 만드는가?

- 전 이마트 이영수 상품본부장, 부사장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VMD의 기술
- VMD연구소 이랑주 대표

성공하는 브랜드 만들기
- 연세대 경영대학 김병규 교수

리테일 비지니스를 위한
마케팅 이노베이션

SNS를 활용한 리테일 마케팅
- 페이스북 조영준 전무 / 구글 김태원 상무

CX 고객 경험과 서비스 디자인
- 전 KT 표현명 사장 / 전 베이엔컴퍼니 송지혜 파트너

해외 연수

글로벌 리테일 성공사례 벤치마킹
- 세계 최대 리테일의 격전지 중국 상해 예정

O2O 이노베이션 및 디지털 혁명
- 세계 최대 패션전문회사 코리아 대표

미래 리테일을 위한
테크놀로지혁명

빅데이터와 AI 활용 전략
- 홈플러스 장중호 전략마케팅부문장, 전무

스마트물류, 블록체인 결제와 공급망
- 전 E&Y 컨설팅 조상욱 대표 / 블록체인 전문기업 피블 이보람 대표

혁신적인 리테일러의 생각하는 법, 디자인 씽킹
미래 리테일과 조직
Change
Management

- 연세대 경영대학 배성주 교수

미래 리테일 시대의 리스크 관리 및 공정거래
- 미국 대형유통사 리스크 담당 / 전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

수료식

과정 전체 Wrap-up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presentative Lecturer

대표 강사진
이무원 교수

이승한 회장

미래 리테일 경영자과정 주임교수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N&P 그룹 회장

스탠포드대 경영학 박사 (조직이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전 하와이대 경영대학 석좌교수

한양대 도시공학 박사
북세즈 복합문화공간 회장
숙명여대 재단 이사장
전 홈플러스그룹 회장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 (유통부문)

김병규 교수

표현명 사장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KT 사외이사 / 롯데렌탈 고문

펜실베니아대 경영학 박사 (마케팅)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전 서던캘리포니아대 조교수

고려대 공학박사 (전자공학)
전 JB금융지주 사회이사
전 롯데렌탈 대표이사 사장
전 KT 사장
전 한국 마케팅클럽 회장

박세범 교수

정재찬 위원장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노스웨스턴대 경영학 박사 (마케팅)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연세대 상남경영원 부원장
전 KAIST 경영대학 조교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장, 경쟁국장

배성주 교수

이영수 부사장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전 이마트 상품본부장, 부사장

MIT대 경영학 박사 (기술혁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연세대 창업지원단 부단장
삼성경제연구소 자문교수

전 이마트 온라인 사업부장/상무
전 이마트 가공식품, 생활용품 담당/상무
노브랜드, 일렉트로마트 등 이마트브랜드 개발

설도원 회장

조상욱 대표

미래 리테일 경영자과정 자문교수

오픈 Play Ground 대표

연세대 경영학 박사 (마케팅)
연세대 MBA 총동문회장
넥스트월드인사이트 대표
전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근부회장
전 한국유통연수원 원장

연세대 행정학과
전 E&Y한영 컨설팅본부 대표
전 AT Kearney 컨설팅 부사장
전 Deloitte, PwC컨설팅 전무

Future Retail Management Program

모집요강

교육일정
교육기간

2020년 9월 2일(수) ~ 12월 16일(수) (매년 3월, 9월 연 2회 개설)

교육일시

매주 수요일 18:30~21:30 (17:00~ 석식 제공)

교육장소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상남경영원

모집요강

교육대상

- 유통, 금융, 통신, 서비스업, 외식, 제조업 등 임원 및 대표
- 유통 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및 기관장급 이상

전형방법

온라인 원서접수를 통한 수강 능력 심사 후 선착순 입학

원서접수

본원 웹사이트(https://sim.yonsei.ac.kr/)에서 회원가입 후 입학원서 작성

1) 입학원서 (본원 웹사이트 소정양식) 1부
제출서류

2) 재직증명서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회사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합격발표

입학원서 상에 기재된 이메일로 개별 안내
6,500,000원 (부가세 없음. 해외연수 비용 포함)

등록금

* 교재, 석식, 간식, 주차, 2박3일 해외연수 등 학사 운영비 일체 포함
* 계좌 이체만 가능 (우리은행 126-000091-18-322 (학) 연세대학교)
* 계산서 발급 가능 (본원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Tel : 02-2123-4264
문의처

E-mail : shue323@yonsei.ac.kr
Website : https://sim.yonsei.ac.kr/

Future Retail Management Program
미래 리테일 경영자과정 추천사
유통산업 변화의 큰 물결 속에 코로나19사태는 유통의 모든 것을 변하게 하였습니다. 모바일과 디지털 혁명의
한 가운데서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는 대형/중소 유통과 제조업 그리고 관련 산업의 경영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꼭 필요한 교육과정입니다.
- 前) 이마트 이갑수 대표이사

코로나19 사태로 유통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시점에 유통 리테일 경영자라면 알아야 하는 리테일 혁신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前) 롯데 세븐일레븐 정승인 대표

모든 것이 변해가는 이때에 기업들은 어떻게 먼저 실행하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교육은 실행 전략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시의적절한 과정이라고 판단되며, 유통뿐만 아니라 식품 등 제조업 경영자들 간의 교류를 통한
많은 협업의 기회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 풀무원식품 박남주 대표이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은 경쟁사 보다 환경 변화 속도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특히 리테일과 소비재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더욱 민첩하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에 미래 대응 전략과 인사이트를 제시해 주는 가장 적합한 교육
으로 본 과정을 적극 추천을 합니다.
- 유한킴벌리 최규복 대표이사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창조적 시대로의 혁신경영, 신성장 동력 발견으로의 기술 혁신 및 핵심 역량
구축에 필요한 경영 리더의 덕목과 과제를 학습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 한국유통학회장 박진용 건국대 교수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Tel : (02)2123-4263~73 Fax : (02)392-6706
https://sim.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