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해외연수 전문기업!! -GBC

상생!!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

해외 연수
➢ 지역: 미국(뉴욕/워싱턴)
➢ 기간: 5박 7일

1. 연수의 취지 및 주요 내용

2. 연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설정

3. 연수 주요 일정

4. 방문 예정 기업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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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성장과 상생경쟁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장을 위한 필수이다.

-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으로 새로운 기업성장 황금기를 맞이하는 미국의 동반성장 사례 벤치
마킹을 통하여

-

우리기업과 우리 현실에 맞는 동반성장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성장의 방안을 모색
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였습니다..

•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완화 정책 등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동향, 정책 집행체계 등
• 효율적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네트워킹 및 협력방안
• 창업, 사회적 기업의 참여 프로그램, 조달시장 진출 지원제도
• 우리 기업, 우리 현실에 맞는 동반 성장의 방안 및 대안
• 우리 기관의 지속가능 한 동방 성장 방향성 제시 및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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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U의 핵심성공요인 및 이에 따른 Key Question

명확한 시스템과 독보적 경쟁력으로

1. 제도적 성과가 우수한 기관

▪ 명확한 발전방향,
전략 실행계획, 혁신
지향적 조직

2. System측면이
우수한
입학자원
전망 기관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 방안은?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시스템의 최고의
성과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은?
▪

3. 성과가 우수한 기관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
핵심역량

동반성장 성공을 위한 상생적 조달 및 한계
▪ 상생/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한 방안

극복 지원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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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제1일차

지역

교통편

시간

인 천

항공

오전

▣ 출국 : 인천→뉴욕

오후

▣ 뉴욕 인프라 탐방

뉴욕

전용차량

세부사항

▣ 석식 & 현지 오리엔테이션
▣ 공식방문 1) NYC Small Business Services
오전

제2일차

뉴 욕

전용차량

- 뉴욕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시스템
▣ 인프라 체험:

오후

중소기업 전시관/뉴역 지역 등
▣ 연수 디브리핑

오전

뉴 욕
제3일차

전용차량
워싱턴

오후

▣ 이동 : 뉴욕→워싱턴 ( 약 5시간 소요 )
▣ 공식방문 2) Department of Small and Local Business
Development(지역 비즈니스 개발국)
- 지역 기업의 지원 & 성장을 위한 지원 시스템
▣ 시내 다운타운 자료 수집
▣ 석식 & 연수 디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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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세부사항
▣ 공식방문 3)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오전

제4일차

워싱턴

(미국 중소기업 지원국)
- 중소기업지원의 지역별 네트워크/ 다양한 지원 사례

전용차량

▣ 인프라 탐방:
오후

- 중소기업 코워킹 센터 등
▣ 연수 디브리핑
▣ 공식방문 4) GSA (미국 연방 조달청) OR

오전
제5일차

워싱턴

전용차량

- 민간중소기업의 조달 업무 효율화 시스템 사례
▣ 인프라 탐방:

오후

- 워싱턴 사이언스 파크 등
▣ 연수 디브리핑

제6일차

워싱틴

제7일차

인천

▣ 귀국 : 워싱턴→인천

전용차량
17:10

▣ 인천국제공항 도착

※ 시간은 모두 현지시간이며 상기 일정 및 방문대상 기업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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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C Small Business Services (뉴욕 소상인 서비스 기구)
기관 개요
⚫ 설립: 1981년
/
홈페이지: http://www.nyc.gov
⚫ 주소: 110 William St #7, New York, NY 10038
⚫ 연락처 : +1 212-504-4115.
주요특징
⚫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및 개발

⚫

뉴욕 SBS 는 소상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 하
고, 상업 지구의 개발을 촉진 하며, 서로 연결등을 지원

⚫

상업개발지구(BID)는 SBS가 지원 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가장 포
괄적인 네트워크의 중심지역으로 공공 및 민간 협력의 성과물이며
지역 활성화와 도시 전체 경제 발전 촉진을 돕고 있는 지역이며, 70
년대에는 1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가했다.

⚫

지원 및 자원은 현장 상담 또는 시의 7개 비즈니스 솔루션 센터 중
하나에서 뉴욕 전역의 기업가에게 제공하여 뉴욕 중소기업 동반성
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수 내용 & 진행

⚫ 뉴욕시의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 성공사례
⚫ 개요 & 브리핑/ 시설견학/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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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Small and Local Business Development
기관 개요
⚫ 설립: 1986년
⚫ 홈페이지: http://dslbd.dc.gov
⚫ 주소: 441 4th Street, NW, Suite 850 North, Washington, DC
주요특징
⚫

DSLBD는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발전, 경제 성장 및 유지를 지원하
고,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 하는 기관

⚫

워싱턴지역 기업들이 지역, 연방, 그리고 세계와 연결 될 수 있도록
지원 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움직 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중
추 기관

⚫

수출 사업, 텍 산업기술 (자원과 기술 연결), 조달사업 지원 (기술조
달지원, 맞춤형 상담, 정부계약 보조, 지역사회 활성화 (삶의 질 개선,
지역 상권 활성화) 와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워싱턴 기반의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중소기
업이 국제적 입지를 넓힐 수 있도록 수출 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
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연수 내용 & 진행

⚫ 지역 기반 중소기업 지원과 기술 개발 프로그램
⚫ 개요 & 브리핑/ 시설견학/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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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미국 연방 중소기업청)
기관 개요
⚫ 설립: 1953년 //
홈페이지: https://www.sba.gov
⚫ 주소: 409 3rd St SW, Washington, DC 20024
⚫ 연락처 : +1 -800-877-8339.
주요특징
⚫

1953년 7월 30일 창립. 대출, 대출 보증, 계약, 상담 및 기타 지원

⚫

SBA는 각 미국 주에 적어도 하나의 사무실을 두고 있다. 또한 대행
사는 약 900 개의 소기업 개발 센터, 110 개의 여성 비즈니스 센터
및 약 350개의 은퇴 한 경험 많은 비즈니스 리더의 자원 봉사 멘토
봉사단을 포함한 상담 파트너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제공하는등 역
할 수행

⚫

자본이용, 기업가 발달, 정부계약, 중소기업들의 옹호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 조달, 교육 제공, 정책 규제 부담 완화를 연구 및 수행

⚫

중소 기업 계약 프로그램에는 특정 연방 계약이 여성 소유 및 서비
스 장애인 용 베테랑 소유 소규모 비즈니스 및 HUBZone과 같은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즈니스에 도달하도록 하는 노력.
연수 내용 & 진행

⚫ 지역별 기업 지원을 위한 네크워크와 지원 시스템
⚫ 개요 & 브리핑/ 시설견학/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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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미국 연방 조달청)
기관 개요
⚫ 설립: 1949년
// 홈페이지: https://www.gsa.gov
⚫ 주소: 1800 F St NW, Washington, DC 20006
⚫ 연락처 : +1 800-488-3111
주요특징
⚫

1954년 트루먼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행정 업무를 간소화 하기
위해 설립. 공급 및 계약국, 전쟁 자산 관리국 등을 통합하면서 만
들어진 중소업체를 위한 조달 지원.

⚫

미국 연방 조달청은 정부 건물들을 건설, 관리 및 보존 하고 건물
임대 및 부동산을 관리 운영하면서, 중소업체의 상생경영을 지원

⚫

동시에 소모품, 장비, IT 등 분야에서 정부를 대표로 민간기업을 조
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

또한 정부 전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 모범 사례를 인증받고 있
으면. 현재는 100만명 이상의 민간 근로자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
우수한 상업용 공급 업체의 고품질, 저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 하
는 역할을 맡고 있다
연수 내용 & 진행

⚫ 연방정부의 중소기업을 위한 조달 업무 지원
⚫ 개요 & 브리핑/ 시설견학/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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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LAB+
기관 개요
⚫
⚫
⚫
⚫

설립: 2011년
홈페이지: https://hirshhorn.si.edu/explore/about-artlab/
주소: 70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560
연락처 : +1 202-633-2784
주요특징

⚫

미국 워싱턴 D.C.의 메이커 스페이스 & 중소기업 지원 센터

⚫

ARTLAB+은 박물관인 동시에 13~19살의 청소년과 소기업의 업무
공간을 위한 포괄적인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

스팀교육(STEAM)을 도입하여 과학기술, 인문, 예술 등 각 분야의
교차점에서 탄생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판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재를 육성.

⚫

디지털 미디어, 비디오 및 기술을 통해 성능을 창출 할 수있는 새
로운 방법을 모색 할 수있는 국가적인 플랫폼을 제공.

⚫

회원제로 서클 (The Circle)을 운영, 현대 미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으로 매년 많은 회원들이 새로 모집되고 있음.
연수 내용 & 진행

⚫ 지역의 소기업, 청년들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 인재육성
⚫ 개요 & 브리핑/ 시설견학/ 질의 응답
10

연수 문의 & 상담
GBC 연수프로그램은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거쳐 진행 운영됩니다.
해외 연수 협의

♣ 전화 문의
희망하는 연수의 내용을 연락해주시면 상담 후,

주제 및 일정 결정

1~3일안에 일정과 견적서를 송부 드립니다.

TEL : 02-867-4840
사전연수 과제배포

해외 연수준비 및 실시

Feedback

평

가

연수 결과 정리

FAX : 02-867-4841

H.P : 010-3869-7347

♣ E-Mail 문의
희망하는 연수의 내용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 후,
1~3일안에 일정과 견적을 성부 드립니다.

kmkgmg@hanmaile.net

연수 담당자
사후평가 및 Follow-Up

최종 결과 보고

총

괄

김민기

차

장

문선욱

연 구 원

박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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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핵심이다!!

본 연수를 계기로 저희 지비산업정보원㈜ 핵심역량이
귀사의 인재육성과 경쟁력강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2로 98 IT캐슬 1동 609-3
TEL: 02-867-4840
FAX: 02-867-4841
URL: www.esrb.co.kr
E-mail: kmkgmg@hanmail.net

※ 본 내용은 지비산업정보원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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