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Korean members, 

We cordially invite you to the next Korean Executive Forum (KEF). 

 

Seen the fast-pace and disruptive technological changes, CEOs 

and leaders in companies have to change as well, how they lead 

their companies and teams. Mr. Kim, Yong Sub, Director of 

Institute of Keen-eyed imagination, will give a special lecture on 

‘Changing Perspective’ to keep up with business trends and to 

shape a unique company culture to increase employee 

engagement. Furthermore, we like to continue building valuable 

networks among Korean members.  

 

We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to our upcoming KEF 

networking night. 

 

한국 회원사 여러분,  

 

오는 4 월 15 일(월) 한독상공회의소 한국인임원포럼(KEF)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조직을 이끄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독상공회의소는 금번 KEF 에 김용섭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소장을 초청하여 최신 비즈니스 트렌드를 확인하고, 진취적인  

사내 문화를 형성하여 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발상의 전환'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개최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 회원분들 간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r. Hyo Joon Kim 김효준 Steven Yusok Kim 김유석 Kyu-Sang Cho 조규상 

Repr. Dir. & Chairman, BMW Korea President, Henkel Korea President & CEO, Daimler Trucks Korea 

KGCCI Chairman KEF Chairman KEF Vice Chair 

BMW 코리아 회장  헨켈 코리아 사장 다임러트럭코리아 대표이사 

한독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인임원포럼 회장 한국인임원포럼 부회장 

Korean Executive Forum – KEF 

한독상공회의소 한국인 임원 포럼 

Tuesday, April 15th 2019    

6.30pm – 9.30pm 
Registration starts at 6pm 

2019 년 4 월 15 일 (월) 

18.30 – 21.30 
 등록 시작  :   18 시 

 

• • • 

Grand Ambassador Hotel, Orchid 
Room (19 Fl.)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호텔, 

오키드룸 (19 층) 
 

287, Dongho-ro, Jung-gu, Seoul 

서울시 중구 동호로 287  
 

• • • 

Participation Fee / 참가비 

Member/회원   80,000 KRW 

Non-Member/비회원 110,000 KRW 

 
Online Registration until 

8th April 

온라인 참가신청 4 월 8 일까지  

www.kgcci.com/events 
  

This Event will be held in Korean. 

행사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 Cancellation after 8th April and no-show  

will be fully charged. 

※ 4 월 8 일 이후의 취소 또는 노쇼는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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