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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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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기업 및 기관 SCM 담당전문가

제

목: 제 3 회 CSCO 포럼 (Chief Supply Chain Officer Forum) 조찬모임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학회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과

관련기관의

SCM

업무담당

임원과

핵심

직원(부장/팀장), SCM 컨설턴트, 관련 교수 등 SCM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제 3 회
CSCO 포럼 조찬모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2017년 11월 15일(수) 오전 07:30~10:00
 장소 : 호텔삼정(강남구 역삼동) 2층 제라늄 홀 (별첨 약도 참조)
 목적 : SCM 관련 최신지식 공급 및 상호교류
 주최 : (사)한국SCM학회
 참가비 : (조식포함) 5만원
 납부방법 : 현장결제(현금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발급) 또는 사전결제(계좌이체, 계산서
발급)

*입금계좌: (신한) 100-014-515276 (예금주: (사)한국SCM학회)

 참가신청(필수) : 별첨 신청서 작성후 이메일 또는 FAX
(E-mail: kscm@kscm.org, Fax: 031-214-5269)
 등록마감 : 11월 7일(화)까지 (조찬 준비 확정 관계로 등록기간 연장 없음)
 초청연사 : 폴 홍 (Paul Hong) 교수 (미국 톨레도 대학)
 주제 : “일본, 독일, 미국, 한국의 장수기업의 혁신전략과 SCM의 역할”
 주요내용:
Paul Hong 교수의 신간 저서의 핵심내용인 4개국(일본, 독일, 미국, 한국)의 장수 혁신기
업들의 특징을 지난 10년간 심층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전세계의 200년 이상된
5,586개 기업중 3,146개는 일본에, 837개는 독일에 있다. 4개국의 혁신적 장수 기업들의
방대한 임원 인터뷰와 사례분석을 통해 혁신역량과 활동을 비교, 분석하고, 장기적인 혁신
성공을 위한 조직요인과 기술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4개국 기업의 혁신 역량에 대한 광

범한 사례연구로부터 얻은 특별한 교훈과 의미를 조명하고, 장수혁신기업에서 혁신전략과
SCM의 통합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약력:
◦ 미국 오하이오 톨레도 주립대학 경영학 교수
◦ 미국 톨레도 대학 경영학 박사,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석사,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 국내외 저널 및 컨퍼런스에 25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
◦ 책 발간 ‘‘Development Network Capabilities in Turbulent Competitive Environments’’
(2012, 2014)
◦ 2018, 2019년 2권의 책 발간 예정
 세부일정
시간 (오전)

주요내용

7:10-7:30

등록 및 안내

7:30-8:00

조식

8:00-8:50

특강 및 질의응답

8:50-9:20

Roundtable 토론

9:20-10:00

경품 추첨 및 네트워킹

 경품(Swarovski) 및 최다참가상 (사전등록 기준)
 기타 문의 : (사)한국SCM학회 사무국 정혜경 팀장 (031-211-5269, kscm@kscm.org)
첨부 1) 제3회 CSCO포럼 조찬모임 참가신청서.
2) 호텔삼정 약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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