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체 임직원, 취업 및 창업캠프에서 주목 받고 있는, 경영 시뮬레이션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온라인 교육 체계]

시뮬레이션(조별실습)

 실시간 질의응답

 실시간 조별 코칭

 성과평가,피드백

코칭 및 피드백

CEO CMO COO CFOCHO

 오리엔테이션
 시나리오 설명
 의사결정,미션수행
 조별 Round 진행

원격 강의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가상의 경쟁상황 안에서 경영 실습을 하며, 경영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의사결정 및 분석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고안된, 체험식 학습

프로그램

강사

[교육 목적]

 기업의 각 부문별(전략,생산,마케팅,인사,재무) 기능과 역할이해

 경영∙경제환경의 이해에 기반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기업가 정신 제고

 재무제표 이해를 통한 원가 마인드 확립 및 이익의 본질 이해

 기업체 임직원, 핵심인재, 신입사원, 취업준비, 스타트업 임직원

 채용, 육성 및 승진의 평가도구로 활용 가능(Assessment Center)

 부서간 협업, 노사협력, 인수합병후관리(PMI), ESG경영에 관심있는 기업

[교육 대상 및 활용]

- In Basket Data Analysis, Role Playing, Group Discussion, Presentation

2.24(금), 9:00~18:00(8hr) *전시간 참여가 가능한 분만 신청

 입금하신 분께 교재, 줌 접속사이트 보내드립니다. (접수: ~2.22,수)

 입금계좌 : 우리은행(1005-203-163129) 영원앤컴퍼니 홍성근

110,000원 (VAT포함) 



▪ 전화 : 010.8777.3514 (문자접수)  이름, email 주소

▪ email: skhposco@hanmail.net 이름, 연락처

▪교육문의: 070.4575.3514 (09:00~18:00)

▪ ~ 2.22(수)까지입금기준접수마감

▪ 영원앤컴퍼니 홍성근 대표, B2L Soft 경영시뮬레이션센터장
☞ https://blog.naver.com/skhposco1

▪ 「Biz-Leaders」시스템 설명 동영상 사전학습(10분)
☞ https://www.youtube.com/watch?v=jIqtEURfTQ8

▪ 인터넷 브라우저 Chrome 접속이 가능한 노트북 준비

단계 주요 내용

M1. 오리엔테이션
교육 목표 및 교육 소개, 경영진 구성 및 R&R 이해

Biz-Leaders 시스템 이해

M2.

기업
경영

Round 1.
기업경영의

이해

경영 미션 : 수요 예측, 목표와 전략, 중장기 비전/목표

경영의사결정: CMO, COO, CEO, CHO, CFO(이하 동일)

Wrap Up 및 경영성과 분석, 업무적용 방안(이하 동일)

Round 2.
경영성과관리

경영 미션 : 수요 예측, 목표와 전략, KPI 

재무 분석 : 손익 추정, 제조원가 분석

Round 3.
경영분석과
경영의사결정

경영 미션 : 수요 예측, 목표와 전략, BSC 

재무 분석 : 수익성 및 현금흐름분석

Round 4.
지속가능경영

경영 미션 : 수요 예측, 경영 목표와 전략

재무 분석 : 손익추정, 제조원가, 수익성/현금흐름분석

M3. 종합평가
After Action Review, Self Reflection 작성 및 발표

종합 성과평가 및 현업적용 방안 도출

*8hr기준이며 교육내용은 대상에 따라 유동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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