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회

2018년 8월 29(수) ~ 31(금)
하얏트 리젠시 제주

『제18회 벤처썸머포럼』개최계획(안)

개최개요

□ 개최목적
ㅇ 벤처업계 현안을 중심으로 벤처의 미래와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
ㅇ 벤처업계의 결속강화와 정보공유를 통해 벤처기업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만들고, 학습과 네트워킹, 그리고 휴식을 통해 재충전과 피로를
풀 수 있는 벤처캠프 형태의 교류활동(하계포럼) 지원

□ 캐치프레이즈

We Do, We Will, We Change
▸ 벤처(V)와 벤처(V)가 만나면 우리(W)가 되고, 우리(W)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주역 벤처! 벤처인이 함께하는 썸머포럼의 소중한 3일( )

□ 행사개요
ㅇ (일자/장소) 2018. 8. 29(수) ~ 31(금)(2박3일) / 하얏트 리젠시 제주
ㅇ (주

최) 벤처기업협회, 제주특별자치도

ㅇ (주

관) 벤처기업협회

ㅇ (후

원) 한국여성벤처협회, 제주테크노파크,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ㅇ (협

찬) 포인트모바일, 라쉬반코리아, 창조경제연구회, 금성볼트공업,
네이버 등

ㅇ (참석대상) 벤처CEO 및 임원, 유관 초청인사, 언론관계자 등 180명 내외

벤처썸머포럼 특징

《 C O N C E P T 》

벤처기업인의 축제

ㅇ (상상마당) 선후배 벤처기업인과 함께하는 토론을 통해 기업 전략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사업구성과
협력을 통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교류의 장
ㅇ (소통광장) ‘소통과 상생을 한자리에서’ 벤처기업의 경영혁신,
글로벌화 등 성공한 벤처기업이 축적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벤처
기업의 성장발판을 제시
ㅇ (여름방학) 다양한 벤처기업인과 언론인, 정부관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의 기회를
제공하고, 휴식을 통해 재충전과 피로를 풀 수 있는 벤처캠프

주요 프로그램 일정(안)
일시

구 분

14:00~15:30

간담회

~16:00

참가자
등
록

프로그램
▸ 벤처혁신성장을 위한 벤처기업 정책 간담회
·홍종학 장관, 안건준 회장, 벤처기업인 등

비고
사전행사

▸ 참가접수 및 부대행사 관람 등
▸ [개 회 식]

16:00~16:30

개회식

· 개회사 :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 환영사 : 안동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 [벤 토 링] 벤처와 함께! 제주와 함께! 벤토링으로 함께 갑서!
· 멘토 - 멘티 결연식

1일차
8/29
(수)

▸ [기조강연 Ⅰ] 벤처가 꿈꾸는 새로운 내일

16:30~17:10

기조강연
17:10~17:50

▸ [기조강연 Ⅱ] 세상을 바꾸는 벤처의 상상
- IoT와 AI 결합 비즈니스 혁신
·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18:00~18:40

환영특강

18:40~19:10

기념촬영

19:10~21:00

환영만찬

일시

-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나눔의 가치를 통한 사회적 변화와 역할
- 공유경제의 세상을 알리다
· 이상현 에어비앤비 코리아 정책총괄 대표

▸ 단체 기념촬영 및 종이비행기 퍼포먼스 in Cliff Garden
▸ 제주 · 벤처기업인의 밤
· 환영사 : 허영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구 분

08:00~09:00

기자간담회

09:30~10:30

CEO
초청특강Ⅰ

추가
체크인

프로그램

비고

▸ 조찬 기자간담회
▸ 혁신을 설계하고 건축하다
- 기업의 오래된 미래, 사회적 가치의 포용과 지속가능성
· (임원사 특강)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이사

▸ 제주로의 이끌림 현장에서 답을 찾다, 제주에서 벤처하기
10:50~12:00

제주세션

2일차

12:00~13:30

점심식사

8/30
(목)

13:30~14:30

CEO
초청특강Ⅱ

14:30~15:30

문화강연
(건강)

15:40~17:00
17:00~18:30
19:00~21:00

일시
08:00~09:00

3일차
8/31
(금)

▸ 오찬 및 제주올레길 8코스 산책
▸ 24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
- 운명은 정해져 있다, 단지 내가 선택할 뿐
· (회원사 특강) 김민철 ㈜야나두 대표이사

▸ 벤처인의 정신건강관리법
- 국가대표 선수의 멘탈 관리 전략
· 황승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박사

스타트업
세션
테이블
네트워킹

▸ 경험의 가치, 벤처에서 통하다

환송만찬

▸ 제주도의 푸른 밤

구분
아침식사

09:00~10:00

폐막강연

10:00~10:20

폐회식

11:00~

- 제주이전 사례발표 및 오픈토크
· 사례발표 (IT분야) ㈜피엔아이컴퍼니
(BT분야) ㈜한국비엠아이

외부활동

- 선배벤처기업과 스타트업기업 간 협력의 장

▸ 벤처 미션 팀빌딩
- 함께 만드는 화합 및 협력의 장

▸ 합동조찬

프로그램

- 나에게 ‘벤처썸머포럼’ 이란?

▸ 좋은 글쓰기 비법
- 벤처 리더의 생각과 말, 소통을 말하다
· 강원국 초빙교수(前 대통령 연설비서관)

▸ 스케치 영상 및 폐회사
· 폐회사 :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 야외 교류활동
- 친선운동(Golf) 및 문화투어(Tour)

비고

주요 프로그램 운영계획(안)

1. 벤처인의 상상마당(Learning)
□ 【강
연】‘벤처가 꿈꾸는 새로운 내일, 세상을 바꾸는 벤처의 상상’
이라는 주제 아래 벤처업계 현안을 중심으로 벤처의 미래와 대응전략
을 살펴보고, 융합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
ㅇ (기조강연Ⅰ) 벤처가 꿈꾸는 새로운 내일‘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방형 혁신’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벤처가 꿈꾸는 새로운 내일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과 지원방향에 대해 제시

ㅇ (기조강연Ⅱ) 세상을 바꾸는 벤처의 상상‘IoT와 AI 결합 비즈니스 혁신’
▸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주식회사 벤플 대표)
- 세상을 바꾸는 벤처의 상상이라는 주제로 기술적 기반의 IT 시스템,

사물인터넷(IoT),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결합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의 성공모델을 소개하고 혁신방안에 대해 제시

ㅇ (환영특강) 나눔의 가치를 통한 사회적 변화와 역할‘공유경제의
세상을 알리다’
▸ 이상현 에어비앤비 코리아 정책총괄 대표
- 공유경제의 대표주자 에어비앤비가‘Belong Anywhere’라는 사명을
가지고 지난 10년간‘나눔의 가치’를 통해 보여준 사회적 변화와
역할에 대해 강연

ㅇ (초청특강Ⅰ) 혁신을 설계하고 건축하다‘기업의 오래된 미래, 사회적
가치의 포용과 지속가능성’
▸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이사
- 사회·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며 추가적인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접근과 전략에 대해 강연

ㅇ (초청특강Ⅱ) 24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기‘운명은 정해져 있다,
단지 내가 선택할 뿐’
▸ 김민철 ㈜야나두 대표
- 24번의 반복되는 실패를 겪고도 우여곡절 끝에 성공할 수 있었던
야나두 경영의 비밀에 대해 강연

ㅇ (문화강연) 벤처인의 정신건강관리법‘국가대표선수의 멘탈 관리 전략’
▸ 황승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박사
- 벤처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국가대표 선수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불안감, 위축감 등을 감소시키고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멘탈 관리 전략 소개

ㅇ (폐막특강) 좋은 글쓰기 비법‘벤처 리더의 생각과 말, 소통을 말하다’
▸ 강원국 전북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초빙교수
- 글을 명료하게 해주는 정확한 어휘 선택법, 글로 쓸 내용을 먼저
말로 해보기 등 누구나 활용가능하고 비즈니스에서도 중요한‘좋은
글쓰기 비법’소개

2. 벤처인의 소통광장(Networking)
□ 【벤 토 링】 (벤처와 함께! 제주와 함께! 벤토링으로 함께 갑서!) 선
배기업의 멘토링을 통해, 제주에서 창업하여 경영활동에 필요한
네트워크, 정보 등 지리적으로 한계를 겪고 있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ㅇ 벤토링 주제 : 벤처와 함께! 제주와 함께! 벤토링으로 함께 갑서!
ㅇ 진행형태 : 선배벤처(멘토)와 제주 스타트업(멘티) 결연식으로 참여
멘토와 멘티가 단상에서 벤토링 슬로건이 담긴 현수막에 서명하고,
서명한 현수막과 함께 단체사진 촬영

ㅇ 참여멘토(3명) :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크루셜텍 대표)
이상규 인터파크 대표(벤처스타트업위원회 위원)
유현오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장(前 제닉 대표)
ㅇ 참여멘티(6명) : 김수경
최원규
김기범
홍재춘
이화정
신승민

㈜나노바이오라이프 대표
㈜캐치잇플레이 대표
농업회사법인 ㈜비케이수 대표
㈜제이어스 대표
㈜위놉스 대표
㈜에드크런치 대표

□ 【제주세션】 (제주로의 이끌림 현장에서 답을 찾다, 제주에서 벤처하기)
실제 제주 이전기업의 사례발표를 통해 제주 이전준비에 대한 애로사
항과 해결방법을 공유하고, 제주 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 활성화, 지원방
안 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
ㅇ 진행형태 : OPEN Talk

ㅇ 사례발표 : ㈜피앤아이컴퍼니(IT분야

/ 지역기업 간 협력-제주넷)

㈜한국비엠아이(BT분야 / 제주향토강소기업)

ㅇ 오픈토크 : (사회) 김미균 시지온 대표이사
(패널) 강애숙
전정환
윤혜원
허용구

제주도청 투자유치과 사무관(지원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지원기관)
㈜피앤아이컴퍼티 부장(사례발표기업)
㈜한국비엠아이 이사(사례발표기업)

□ 【스타트업 세션】 (경험의 가치, 벤처에서 통하다) 스타트업 산업
분야의 최신 동향을 알아보고, 그 속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스타트업 위원의 실제 사례를 통해 정보공유
ㅇ 진행형태 : TED Talk
ㅇ 발표인원 : 벤처스타트업위원회 소속 스타트업위원 8명
ㅇ 사례발표 : 박수홍 베이글랩스 대표(리테일의

미래방향과 전망)

김희진 유라이크코리아 대표(IoT를 통한 축산업의 혁신)
강성지 웰트 대표(IoT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미래)
김미균 시지온 대표(인스타그램 UGC와 소비자 참여의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
권인택 오픈놀 대표(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교육체험 사례)
오상훈 럭스로보 대표(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SW교육)

김정민 엠와이 대표(교육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아웃소싱 사례)

김선호 새천년카 대표(기술가치와 기업문화)

□ 【테이블 네트워킹】 밀착 네트워킹의 시간으로 선후배 벤처인이 한
팀으로 함께 뭉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미션을 진행하는 팀 빌딩의 시간
ㅇ 진행형태 : 팀 게임 및 미션 수행
▸ (팀 구성전) 게임 룰 소개 및 팀원과의 만남을 통해 팀원 간 라포 형성
▸ (더 지니어스 게임) 벤처 골든벨 등 팀원 간 협력 및 소통이 필요한 게임
▸ (스피드 팀전) 초성게임, 연상추리 등 팀원 간 빠른 협력과 스피드가 중요한 게임
▸ (마무리 및 시상) 가장 많은 가넷을 획득한 우승팀에게 현장에서 시상

3. 벤처인의 여름방학(Healing)
□ 【환영 / 환송만찬】 제주 벤처기업인의 밤을 통해 선배벤처와 제주
스타트업·벤처기업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친밀감을 형성하게 하고
축하공연 및 레크레이션 등으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야외활동】 참가자간 친목을 다지며 운동과 외부활동으로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 제공
ㅇ (친선운동) 참석자간 취미활동을 연계하여 건강증진과 상호교류를
지원함으로써 친목과 친밀한 기업활동을 도모
▸ 일정 : 8. 31(금) 오후 / 롯데 스카이힐 제주 C.C
ㅇ (체험투어)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제주도의 명
소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야외 프로그램 지원
▸ 일정 : 8. 31(금) 오후 / 차귀도 트레킹 → 제주맥주 양조장

(붙임) 1. 주요 초청인사 참석현황 1부
2. 주요 강연자 1부
3. 행사장 운영 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