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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완전히 새로운 기술혁신과 경영의 길을 모색하라!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KVA : Korea Valuation Association)

2000년 7월 4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목적

신뢰성높은가치평가결과제시,가치평가전문인력양성,가치평가시장활성화

및기술사업화분야의발전에기여하고벤처기업및M&A 평가지원을통하여

시장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나아가국가과학기술의진흥과산업발전에기여

사업영역

Research

- 가치평가기술제정

- 가치평가방법론연구

- 전문서적발간

Valuation

- 기업·기술가치평가

- IA/IP 공정가치평가

- M&A 기업가치평가

Globalization

- 국제기관협력사업

- 국제동향,사례수집연구

- 글로벌연수

Training

- 기업·기술가치평가사 (KCVA)

- 국제공인가치평가사 (ICVS)

- 평생교육프로그램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KVA)소개

KVA는 2000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기술혁신, 기술사업화, 기술 창업, 기술가치
평가 등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기술가치 평가사(KCVA), 국제 공인 가치 평가사
(ICVS),기술사업화 전문 코디네이터(TCC), 기술 창업지도사(TSC)등 전문 자격 제공을
통하여 기술의 사업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명

설립목적

사업영역



Technology + Creativity = Innovation

KVA 해외 연수 교육 프로그램

독일-네덜란드
비즈니스이노베이션해외연수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하는 독일”
그 중심에는 독일의 최고 응용과학 연구기관이자,

4차 산업 혁명의 새로운 기술혁신의 중심지인 프라운호퍼가 있습니다

10월 18일(목) ~ 26일(금) / 8박 10일

연수 개요 – 왜 독일 네덜란드인가?

• 독일의 Industry 4.0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스마트팩토리,
제조업 4.0 전략을 통해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작업자 안전성 확보 등 제조 산업 전반의
혁신적인 도약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대한 실무중심 교육과 적용 실습:

독일 Platform Industry 4.0 추진 위원이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프라운호퍼 IPT(생산기술 중심) 연구소 기술경영 전문가의 방법론과 혁신 사례를
직접적으로 학습합니다.

• 네덜란드 첨단 기술의 집적지 브레인포트 클러스터의 혁신 사례를 학습합니다.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Lean 하게 대응하고 적합한 형태로 변혁하기 위한 선도적
기술 기획과 비즈니스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종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을 학습하고 조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무기반, 경험 기반의 Hands-on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이란?
디지털적인 모든 것(All things Digital)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디지털

기반으로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모델, 문화(Culture),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영전략을 말합니다.



[독일-네덜란드]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특징

- 프라운호퍼는 1949년 독일 연방 정부의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독일 내
60여 개의 연구소와 24.00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한 독일의 대표적인

출연연구기관이자 유럽 내 최고 응용과학기술 연구기관입니다.

- 현재 시장에서 상용화될 수 있는 응용과학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으며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크게 교통
분야에서는 무인주행, 제조업에서는 스마트 생산, 정보 통신 분야에서는

IT 보안 등의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 프라운호퍼 IPT 연구소는 80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프라운호퍼 연구회 중

생산기술에 특화된 연구소로 독일 아헨에 위치하며 공정기술, 생산기계,
제조품질 방법론, 기술경영 등을 주 연구분야로 삼고 있습니다.

- 주제별 워크숍(4일) - 프라운호퍼 IPT 연구소 방문(1일) – 네덜란드
브레인포트 혁신 클러스터 방문(1일)으로 연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일-네덜란드 기술혁신 및 기술창업 전략 벤치마킹

- 독일의 스마트팩토리, 제조업 4.0 전략 및 네덜란드 브레인포트 클러스터
혁신사례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 콘텐츠 구성

독일 최고 응용과학 연구소 프라운호퍼를 통한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KVA 해외 연수 교육 프로그램



KVA 해외연수프로그램
교육프로세스

철저한 사전 준비
KVA는 해외 벤치마킹 교육의 이슈를 파악하여 이슈 해결의 모델로 적합한
벤치마킹 기업 및 기관을 선정합니다.

교육 콘텐츠 사전 제공
강의자료를 워크숍 전에 제공하여 개인별로 사전에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진
후 해외연수과정에 참여토록 하여 교육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사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사전 준비된 연수 책자를 바탕으로 참가자 대상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여 방문 대상 기업과 기관에 대한 정보 및 벤치마킹 이슈를 공유합니다.
(사전 OT 일정은 추후 공지)

교 육1

실무중심의 단계별 전문 연수 프로그램 운영
KVA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독일 기업의 최신 혁신 사례 및 이론 등을
워크숍 형태의 실습과정과 다양한 현장 방문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 강사 활용
프라운호퍼 IPT Technology Management 부서 대표 Mr. Toni Drescher와
함께 독일 및 글로벌 기업들과의 컨설팅 사례, 기술사업화 및 기술 창업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지식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STEP

KVA 해외 연수 교육 프로그램

KVA가 진행하는 해외 연수! 무엇이 다른가



KVA 해외연수프로그램
교육프로세스

STEP 기대 효과2

STEP 교육연수 후3

STEP 벤치마킹 보고서 제공4

KVA 전문가 세미나 및 각종 정보 제공
연 2회 KVA 전문가 세미나 및 기술, 시장, 논문 등 각종 정보 제공

차별화된 벤치마킹 보고서
벤치마킹 대상의 변화 방향, 참가 고객의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 등이
제시된 차별화된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Industry 4.0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다양한 사례 슥듭

독일-네덜란드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전략 및 노하우 학습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 확보

독일-네덜란드 기업들의 혁신 전략 및 사례 학습을 통한 insight 제공

글로벌 혁신주체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KVA 해외 연수 교육 프로그램

KVA가 진행하는 해외 연수! 무엇이 다른가



｜과 정 명 ｜ 독일-네덜란드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해외 연수 프로그램

｜교육목적｜ - 독일과 네덜란드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 창업에 대한 전략 및 사례학습을

통한 Insight 제공
- 독일 Industry 4.0, Digital Transformation,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네덜란드 브레인포트 클러스터 혁신사례 학습

｜교육기간｜ 2018년 10월 18일(목) ~ 26일(금) / 8박 10일 일정 (한국 도착 27일(토))

｜교육장소｜ 독일 아헨,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교육정원｜ 20명 (입금 기준 선착순 마감)

｜교육대상｜ - 기술경영 및 혁신에 관심 있는 기업, 기관, 학교 등
- 기술기획, 기술사업화 지원 업무 수행자
- 독일 프라운호퍼와의 네트워크 구축 희망자 등

｜교육특징｜ - 단계별 연수 프로그램 구성(워크숍 - 연구소 방문 - 기업방문 등)
- 독일과 네덜란드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혁신 등 선진사례 학습
- 한-영 순차통역 제공

｜교육비용｜

｜신청과정｜ - 과정 신청 양식 작성 후 메일 발송 (kva@valuation.or.kr)
- 입금 : 국민은행 829-01-0308-009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

- 계산서 발급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kva@valuation.or.kr) 송부
(계산서 담당자 이름, 메일 주소, 전화번호, 청구 or 영수 표기) 

｜환불규정｜ - 8월 31일(금)까지 취소 시 취소 수수료 없음
- 9월 1일(토)부터 출발 전까지 납입한 교육비의 5% 수수료 발생

*교육생 정원 모집 미달시 본 연수과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KVA-프라운호퍼] 독일-네덜란드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해외 연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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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A 해외 연수 교육 프로그램

----------------------------------------------------------------------------------------
◈ 과정개요

구 분 1인기준 2인 이상 기준 비 고

일반 630만원
600만원
(1인당)

항공권(한국-독일 왕복/이코노미),
숙박 8박 10일(2인 1실),

일정중 식사(휴일 10/20), 개인 경비 제외
일정 중 통역, 교육비, 여행자 보험 포함

Early 
Bird

600만원 - 2018년 8월 31일(금)까지



KVA 해외 연수 교육 프로그램

날 짜 주 요 활 동 비 고

10/11(목) 예정 사전 O.T (*OT 일정은 변경가능) KVA

10/18(목)

인천공항 미팅 / 수속 집결지

항공 이동(인천 → 독일 프랑크푸르트) 아시아나 항공

버스 이동(독일 프랑크푸르트 → 아헨) 단체 버스 이동

10/19(금)

▣ 기관방문 : 프라운호퍼 IPT 외 방문

·IPT 연구소, RWTH 공대

·Demonstration Factory

·Invention Center 등

Fraunhofer

독일 오리엔테이션 및 Warm-up ㈜다이노랩

버스 이동(프라운호퍼 IPT → 호텔) 단체 버스 이동

10/20(토) 관련 인프라 교육 및 Refresh
독일지역

Refresh

10/21(일)

버스 이동(호텔 → 프라운호퍼 IPT) 단체 버스 이동

▣ 워크숍 I : Industry 4.0 프레임워크

·프라운호퍼 Industry 4.0 전략

·이노베이션 비즈니스를 위한 Ideation

·Jobs to be done

Fraunhofer

10/22(월)

버스 이동(호텔 → 프라운호퍼 IPT) 단체 버스 이동

▣ 워크숍 II : Smart Solutions & Innovation

·New Smart production

·스마트 제품 기획 및 개발

·오픈이노베이션과 에자일

Fraunhofer

10/23(화)

버스 이동(호텔 → 프라운호퍼 IPT) 단체 버스 이동

▣ 워크숍 III – Smart Networks & Production

·스마트 생산의 동인과 장애요소

·생산혁신의 독일 사례 공유 및 토의

·스마트 생산 프로세스 설계

Fraunhofer

10/24(수)

버스 이동(호텔 → 프라운호퍼 IPT) 단체 버스 이동

▣ 워크숍 IV – Business Model Innovation

·변화가 필요하는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 패턴

·독일 기업의 성공사례

Fraunhofer

10/25(목)
버스 이동(호텔 →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단체 버스 이동

▣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브레인포트 기업 및 기관 방문

10/26(금)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공항 출발

10/27(토) 인천공항 도착 후 연수단 해산

*현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KVA-프라운호퍼] 
해외 연수 프로그램 일정(안)

2

----------------------------------------------------------------------------------------
◈ 프로그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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