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enkel France 사장 겸 CEO Amelie Vidal-Simi, 2014 Prix EDHEC 수상 

 

(파리 2014년 6월 5일 PRNewswire=연합뉴스) EDHEC 비즈니스 스쿨 파리 

캠퍼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Ms. Amelie Vidal-Simi가 2014 Prix EDHEC을 

수상했다. Prix EDHEC은 EDHEC 동문회가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71400550-amelie-vidal-simi-henkel-awarded-prix-

edhec    

 

1983년에 제정된 Prix EDHEC은 전문적 혹은 개인적 활동을 통해 지역,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EDHEC의 명성을 드높이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 동문에게 

수여된다.  

 

Ms. Vidal-Simi는 2013년 3월 1일에 Henkel France 사장 겸 CEO 직에 역임됐다. 

 

그녀는 1990년 여러 세제 브랜드를 감독하는 제품 관리자로서 Henkel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1996년에는 마케팅 책임자로, 2000년에는 마케팅 이사로 

임명됐다. 그녀는 또한 판매 책임자로 임명된 후 Carrefour World Trade, Auchan 

International 및 IRTS 같은 주요 국제 고객들을 관리하기도 했다.  

 

2009년 10월에는 건설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아교와 접착제 

사업의 총책임자로 임명됐고, Henkel France 집행위원회에 합류했다.  

 

2012년부터는 Henkel Benelux에서 전문가를 비롯해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아교와 접착제를 관리해왔다.  

 

그녀 이전에 Prix EDHEC을 수상한 동문으로는 작년 수상자인 Michael 

Burke(1980년 EDHEC 졸업, 루이뷔통 사장 겸 CEO)가 있다.  

 

EDHEC Group 회장 겸 CEO인 Olivier Oger는 “Amelie Vidal-Simi는 우리가 

졸업생들에게 불어넣고자 하는 국제 기업에서의 성공과 적응성을 

구현했다”면서 “EDHEC 비즈니스 스쿨 교육의 우수한 품질을 비롯해, 지난 

100년 넘게 EDHEC 비즈니스 스쿨이 졸업생들에게 가르쳐온 책임감과 혁신 

가치를 보여준 동문들이야말로 우리 학교 최고의 홍보 대사”라고 말했다.  

 

숫자로 보는 EDHEC 동문회 

 

EDHEC 동문회는 EDHEC 비즈니스 스쿨 졸업생들을 대변하는 단체다.  

EDHEC 동문회는 120개국에서 2만5천 명의 졸업생을 대변한다.  

EDHEC 동문회는 매년 400개의 행사를 개최한다.  



EDHEC 동문회는 매년 300명의 학부생들에게 경력 카운슬링을 제공한다.  

EDHEC 동문회는 매년 신규 졸업생들에게 8천 개의 일자리를 제안한다. 

 

EDHEC 비즈니스 스쿨 소개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는 6천200명의 학생들과 10,000명의 관리자들 

17개 학위 프로그램: ESPEME – 학부 프로그램, 경영 및 MSC 석사학위 

프랑스에서 2개의 MBA와 1개의 PhD  

전 세계 28개 금융 수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강의와 워크숍에 2만3천 명 참가 

120개국에서 2만5천 명이 넘는 졸업생 

142명의 전임 강사(그 중 49%가 타국 출신), 810명의 시간제 강사 

13명의 연구 교수 

예산 규모 8천500만 유로. 그 중 3분의 1이 기업체에서 조달되며, 20%가 연구에 

투자된다.  

5개 캠퍼스(릴, 니스, 파리, 런던 및 싱가포르) 

 

EQUIS - AACSB – AMBA 3중 인증 

 

EDHEC 비즈니스 스쿨은 연구와 학문 프로그램이 발휘하는 영향력 및 기업체에 

제공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을 기반으로 명성을 얻고자 한다. ‘사업을 

위한 EDHEC’라는 모토로 요약되는 이와 같은 목표를 뒷받침하는 것은 우수한 

학문 연구다. 학문 연구 결과는 EDHEC의 학문 프로그램(MS, PhD, MBA 등)을 

통해 학생들을 비롯해 사업 분야 및 사회 전반과 공유된다.  

 

EDHEC 비즈니스 스쿨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www.edhec.com을 참조한다. 

 

출처: EDHEC Business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