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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AC - Social Value Academy for CEOs)

2019년 9월 2일~11월 25일(매주 월요일)

동아일보사 20층 강의실(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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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사회적 가치 최고위 과정 (Social Value Academy for CEOs, SVAC)’은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최고위 과정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수익도 내는 최신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합니다. 더불어 기업의 경영 활동과 사회적 

이슈를 연계하는 ‘착한 마케팅’, 사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착한 금융’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시합니다.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2019 사회적 가치 최고위 과정'은 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업 기회를 

발견하고 수익도 내는 최신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합니다. 더불어, 기업의 경영 활동과 사회적 이슈를 연계시키는 

‘착한 마케팅’, 사익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착한 금융’에 대한 모범 사례를 제시합니다. 국내외 최고의 

사회적 가치 전문가들이 강연과 체험학습을 담당하는 이번 최고위 과정을 통해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에 대한 통찰과 해법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과     정      명:

기               간: 

장               소: 

대              상: 

모  집  규  모: 

입     과      비:
(부가세별도) 

2019 사회적 가치 최고위 과정
(Social Value Academy for CEOs, SVAC)

2019년 9월 2일~11월 25일(매주 월요일)
저녁 6시 30분~밤9시 30분

동아일보사 20층 강의실(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

기업 전략 및 사회공헌/지속가능경영 담당 임원 및 CEO (공기업 포함)

약 30명

[선택1] 700만 원
[선택2] 800만 원(국내 연수비 포함)
* 1사 2인 이상 신청 시 할인 적용(별도 안내)
* 석식 제공, 사회적 기업 현장방문 포함

개요

헤이그라운드

루트임팩트가 운영하는 코워킹 커뮤니티 공간으로 70여 개의 소셜 벤처들이

좋은 환경에서 모여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제공한다.

체인지메이커 조직의 성장을 위해 법률, 재무, 인사 등의 전문 서비스 자문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IT인프라 활용 교육도 진행한다.

방문할 사회적기업 및 장소  *5차 교육 

1차

(개강식)
9월 2일

새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

특별좌담: 가치융합 시대의 책임 경영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

장용석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3차 9월 23일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리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 순환경제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김정빈 수퍼빈 대표

4차 9월 30일
코즈 마케팅과 기업의 사회 공헌

사회공헌 브랜딩 전략 및 사례

김남호 나인후르츠미디어 대표

신현암 팩토리8 대표

5차 10월 14일
밀레니얼·Z세대와 사회적 가치, 기업 사회공헌의 미래

헤이그라운드 캠퍼스 투어

신현상 한양대 교수

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

6차 10월 28일
체인지 메이커와 소셜 임팩트

사회 혁신의 글로벌 트렌드

정경선 HGI(에이치지이니셔티브) 대표

에릭 니(Eric Nee)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편집장

7차 11월 4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사회적 가치 창출 비즈니스 사례 분석

이상명 한양대 교수

이방실 동아일보 차장(SVAC주임교수)

8차 11월 11일
임팩트 투자의 기회와 가능성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 에듀테크

제현주 옐로우독 대표

이수인 에누마 대표

9차 11월 18일 미세 먼지와 에너지 전환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 친환경 소셜벤처 

김성우 김&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 

연수

(옵션)

10월

24~26일

(제주도)

제주도 사회혁신 현장 방문

  · 현대카드 가파도 프로젝트 (지역 재생 사례) ※ 제주 국내연수 프로그램은 선택 사항이며, 가파도 방문 일정은 현지 기상 상황에 따라 타 일정으로 대체될 수 있음.

  · JDC 낭그늘 (소셜벤처 코워킹 스페이스) / 카페 캐로타 (농업과 기업 상생협력 사례) / 탐나라공화국 (제주의 남이섬 통해 배우는 혁신)

  · [기타 선택사항] 개인 맞춤형 액티비티

2차 9월 9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 가이드 김태영 성균관대 교수

10차

(종강식)
11월 25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

*프로그램과 연사는 향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종욱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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