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 년 전, 젊은 기업가 몇 명이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자 조직한 모임이 
오늘날 EO(Entrepreneurs’ Organization)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EO의 30주년을 자랑스럽게 기념하며,단순히 꿈으로만 생각했던 조직이 어떻게 
12,000명이 넘는 기업가들을 "하나의 EO”로 규합하는 글로벌 커뮤니티로 
성장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1년 내내 계속되는 이 축하 행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2017 GLC: Global 
Leadership Conference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곳곳의 각 지역 챕터에서 
자체적으로 축하 행사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EO 의 30 주년
기념행사!

축하 행사 참여 방법
EO 는 챕터에 기념행사 개최에 필요한 리소스를 제공하고,축하 행사에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각 챕터는 EO 간행물에 수록되고 상금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합을 벌임으로써 
현지에서의 EO 활동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EO Global 에서는 30주년 기념 웹 사이트
(https://events.eonetwork.org/anniversary/) 의  “Celebration Contests” 탭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기념행사 
개최에 도움이 되는 도구와 모범 사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내외적으로 인지도 개선:

EO Global 은 1년 내내 다양한 간행물, 글로벌 
멀티미디어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모든 
기념행사를 표창할 예정입니다. 

지역 상 (Regional Prizes)：각 지역 
최고의 행사를 선정해 미화 1,000달러 
수여

• 각 지역에서 챕터 한 곳을 선정해 30
주년 최고 챕터 행사상의 “지역 수상자”로 
발표합니다.

• 모든 지역 수상자는 “글로벌 수상자”라는 
영예를 얻기 위해 다시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 각 챕터 수상자에게는 뛰어난 챕터 행사를 
기념하는 조각 트로피도 수여됩니다.

글로벌 상 (Global Prize)：전 세계에서 
최고의 행사를 선정해 미화 10,000달러 
수여

• 챕터 한 곳을 선정해 30주년 최고 챕터 상의 
“글로벌 수상자”로 발표합니다.

• 이 상을 받은 챕터에는 미화 10,000달러가 
수여되며 2018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
(Global Leadership Conference)에서 
표창합니다.



EO 홍보 대사 프로그램
EO의 영향력을 홍보하고 대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챕터 회장들에게는 
이번 회계 연도 동안 챕터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며 EO 조직의 혜택을 받게 
될 비회원을 한 명씩 초청하도록 권장합니다. 초청 대상은 챕터 커뮤니티에 
속한 기업 경영진급 인사에 한하며, 초청받은 인사는 명예 EO 회원으로서 
활동합니다. 챕터 회장들은 회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EO의 핵심 가치를 
온전하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챕터 홍보 대사”라는 직책이 수여되도록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EO의 궁극적인 비전은 163

명의 홍보 대사를 선정함으로써 이들의 새로운 시각과 외부와의 연결 고리를 
통해 보다 나은 챕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0주년 기념 
웹 사이트의 “EO 홍보 대사 프로그램(EO Patrons Progra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8 GLC 폐막식에서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EO 대내외적으로 축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챕터챕터에 상을 수여하면서 30주년 기념행사는 
막을 내릴 것입니다. 

질문이나 문의 사항은  Veron Tan (vtan@eonetwork.org) 
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년에 걸친 EO의 우수한 활동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성공과 의의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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