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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코스메틱 차세대 리더 과정 Module  ]

글로벌 마케팅 전략, 
신소재 발굴, 연구방향 제시

자체 LMS(Leaming Management System) 제공, 
온 . 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 가능

 교육과정

코스메틱 트렌드
 및 시장분석

김진웅 교수

글로벌 코스메틱 차세대 리더 과정 주임교수

現)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前)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前) 하버드대학교 박사후연구원

한양대학교 공업화학 박사

이동엽 교수

글로벌 코스메틱 차세대 리더 과정 부주임교수

現)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前) 싱가포르국립대학 교수

前) A*STAR 생물처리과기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화학공학 박사

4차 산업 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COVID-19 등 

사회 전반의 대변화 속에서 급변하는 고객과 시장 트렌드에 

최적화된 전략의 수립과 시행이 가능한 코스메틱 산업의 

차세대 리더 육성

 교육과정 프로그램

9월 7일  오리엔테이션 : 김진웅 교수 (성균관대)

리더 인사이트

   9월14일  교외 워크샵 (탐방+강연 프로그램) 『주제 : 한국의 “미”의 근원을 찾아서』 : 송승환 원장 (성균관대)

                           *강연[글로벌 콘텐츠의 경쟁력(평창 개.폐회식 사례 중심으로)]

글로벌 뉴 트렌드 

10월  5일  디지털 셀프-뷰티 마케팅 : 이은주 교수 (성균관대)

10월12일  K-코스메틱 국가연구개발 전략 : 황재성 교수 (경희대)

10월19일  미래 마케팅(Marketing for the future) : 김정구 교수 (성균관대)

코스메틱 사업화

10월 26일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전략 : 홍종철 대표 (인포뱅크)

11월   2일  바이오 기업투자 전략 : 김철환 대표 (카0|트창업가재단)

11월   9일  4차 산업시대의 코스메틱 기업가 정신 : 김경환 교수  (성균관대)

코스메틱 상품 혁신

11월16일  화장품 연구개발 전략 : 이옥섭 박사 (前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장)

11월23일  천연 화장품 전략 : 김주덕 교수 (성신여대)

11월30일  K-beauty 기술 혁신 전략 : 김진웅 교수 (성균관대)

리스크 관리 및 차별화

12월   7일  화장품 법과 품질관리 사례 : 정혜진 교수 (성균관대)

12월14일  글로벌 화장품 개발 리딩 전략 : 강승현 상무 (코스맥스)

12월21일  공감과 디자인 씽킹 : 구자준 교수 (성균관대)

12월28일  수료식 : 이동엽 교수 (성균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