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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한국능률협회
회원서비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퍼런스 / 교육 프로그램 제공
경영자교육 CEO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선진 프로그램 제공
글로벌교육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기업 벤치마킹 연수 수행
교육연수(HRD) 인적자원개발과 조직개발을 위한 컨설팅 / 교육 프로그램 제공
컨설팅(HR) 역량평가 / 조직문화 혁신 프로그램 개발

KMAC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진단평가 소비자 평가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향 제시
리서치 시장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화된 조사기능과 해결방안 제공
미디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 정보 제공
교육연수(직무) 경영전략, 인사조직, CS경영, 마케팅 등 실무중심 프로그램 제공 
컨설팅(경영) 한국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솔루션 제시 



왜 많은 기업이
                                        을
선택할까요?

WHY?WHY?WHY?
혜택은
더하고

• �임원에서 실무자까지 전사에서 �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서비스

• �직무 교육에서 인문학까지 폭넓은 교육을 �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멤버십

• �Since 1962,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 �
KMA 한국능률협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
교육 노하우

비용은
낮추고

4

이 모든 혜택

2,300만원

390만원



WHY?WHY?WHY?
세미나  
& 포럼

01 최고경영자조찬회
경영자와 임원을 위한
학습과 교류의 장

리더스모닝포럼
리더의 경쟁력을
높이는 트렌드 세미나

인사이트포럼
지역소재 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세미나

02 역량교육 KMA공통교육
전국 6개 센터 진행!
200여개 공통교육

KMAC직무교육
현업과 직결되는
실용적인 직무교육

컨퍼런스
트렌드를 한눈에!
9개 주요 컨퍼런스

03 On-
Offline 
교육 

서가명강
문사철을 논하다!
저녁 독서클럽

수지향
인문학과 경영의 만남!
인문 조찬 세미나

04 인적성 
검사 

UK TEST
업무처리능력을
판단하는 인성검사

이해인
직무적합도를
판단하는 인적성검사

05 지식정보 경영정보지
기업의 혁신활동을 위한
지식 매거진

HR세미나
HR 최신트렌드 학습 &
네트워크의 장

KMAC위원회
경영 전략과 개선을 위한
6개 분과 위원회

한 눈에 보는 멤버십 서비스

4 5KMA MEMBERSHIP

E-Learning
최신 컨텐츠로 구성된
손 안의 직무교육

도서큐레이션
바쁜 직장인을 위한
도서배송&영상서비스

난문쾌답
8,000여편!
모바일지식영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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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 
포럼
최고의 명사,
최고의 강의,
폭넓은 교류
Membership 
Exclusive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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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조찬회
Since 1973, 매월 800여명의 CEO와 임원이 참석하는 국내 최대의 최고경영자조찬회!
경영자에게 100년 기업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대상 CEO / 임원  인원 2인 무료(정회원 BASIC 기준)  장소 그랜드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 (한남동 소재)
운영 �조찬 6:40~7:20 (40분)  1강연 7:20~8:10 (50분)  2강연 8:10~9:00 (50분)

행사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일
(금)

23일
(금)

23일
(금)

27일
(금)

25일
(금)

22일
(금)

20일
(금)

24일
(금)

14일
(금)

26일
(금)

23일
(금)

14일
(금)

리더스모닝포럼
매월 1,000여명의 핵심리더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조찬 세미나!
산업의 현재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상 임직원  인원 3인 무료(정회원 BASIC 기준)  장소 인터컨티넨탈 코엑스호텔 하모니볼룸 (삼성동 소재)
운영 조찬 6:40~7:20 (40분)  1강연 7:20~09:00 (100분)

행사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일
(금)

9일
(금)

9일
(금)

6일
(금)

4일
(금)

8일
(금)

6일
(금)

10일
(금)

7일
(금)

12일
(금)

9일
(금)

7일
(금)

인사이트포럼
지역소재 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세미나!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원주 전국 5대 도시에서 명사 특강을 만나보십시오

대상 임직원  인원 10인 무료(정회원 BASIC 기준)  장소 개별공지
운영 1강연 13:30~15:10 (100분)  2강연 15:30~17:10 (100분)

행사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17일(수) 7일(수) 14일(수) 11일(수) 9일(수) 20일(수) 12일(수) 17일(수) 14일(수) 28일(수)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원주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원주



8

02
현업에 바로 적용, 
성과를 높이는 직무교육에서부터
역량을 향상, 조직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공통교육까지 다양하고 실용적인 
교육 수강 지원!

역량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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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공통교육
전국 6개 권역 교육센터에서 수강!
계층, 승진자, 전략, HRD 外 200여개 역량 향상 교육 + 2018년 야간, 주말 과정 추가!

혜 택 교육지원 쿠폰 차감 무료 수강 or 10% 할인
수 강 범 위 KMA 공개교육 전과정 (단 IT, 장기과정 및 TRIP 과정 제외)
수 강 장 소 여의도, 판교, 강남, 부산, 호남, 대전 전국 6개 권역 교육센터 
이 용 방 법 KMA 회원사 홈페이지(https://www.kmamembers.com/) 통한 신청
쿠폰 소요 매수 3일 과정 : 5매, 1일 과정 : 2매 
유 의 사 항 �과정에 따라 쿠폰 소요매수는 상이 합니다�

교육 일정 변경 및 취소는 개강 7일전까지 가능합니다

KMAC 직무교육
국내 최고의 컨설팅기관 KMAC에서 운영하는 직무교육!
경영지원, HRM, 마케팅, 영업, CS 外 150여개 현업 적용 직무 교육 

혜 택 교육지원 쿠폰 차감 무료 수강 or 5% 할인
수 강 범 위 KMAC 공개교육 전과정 (단 장기과정 제외)
수 강 장 소 마포 KMAC 교육센터
이 용 방 법 KMA 회원사 홈페이지(https://www.kmamembers.com/) 통한 신청
쿠폰 소요 매수 전일정 5매
유 의 사 항 상황에 따라 교육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일정 변경 및 취소는 개강 7일전까지 가능합니다

컨퍼런스
KMAC, 조선비즈 등 전문기관 제휴! 국내 외 트렌드를 총망라하는 주요 컨퍼런스

유통산업포럼
미래금융포럼

미래에너지포럼

스마트클라우드쇼
경제경영콘퍼런스

헬스케어이노베이션포럼

KCCM 컨퍼런스
제조혁신 컨퍼런스

고객중심경영 컨퍼런스

혜 택 교육지원 쿠폰 차감 무료 수강
수 강 장 소 개별 공지
이 용 방 법 KMA 회원사 홈페이지(https://www.kmamembers.com/) 통한 신청
쿠폰 소요 매수 과정에 따라 상이
유 의 사 항 과정에 따라 쿠폰 소요매수는 상이 합니다�

상황에 따라 교육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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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On &
Offline 교육
블렌디드러닝, 마이크로러닝, 플립러닝 등
최신 교수학습 트렌드를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언제, 어디서나 임직원의 자유로운 학습 지원!

도서큐레이션
북소믈리에 선정! 바쁜 직장인을 위한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
매달 1권의 책 & 짧은 영상을 통한 독서교육

혜 택 북소믈리에가 선정하는 양질의 경영도서 매달 1권 발송 및 관련 영상 학습
이 용 방 법 KMA 회원사 홈페이지(https://www.kmamembers.com/) 통한 신청
쿠폰 소요 매수 3매(1년)
유 의 사 항 관리자의 승인에는 근무일 기준 1~2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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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arning
8년만에 전면개편! ALL-NEW 컨텐츠로 새롭게 무장한 인터넷교육으로 언제 어디서, 자유로운 교육 수강!

이 용 방 법 회원사 전용 이러닝 홈페이지 (http://kma.welearning.co.kr)통한 신청 
쿠폰 소요 매수 전과정 1매 (단 전화회화 과정 2매)
유 의 사 항 매달 말일 이전 신청 시 익월1일 개강

난문쾌답 難問快答
현대경제연구원 제휴 매일 3편, 총 8,000여 편의 짧은 온라인 지식동영상을 통해 얻는 트렌드와 인사이트!

혜 택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8,000여편의 짧은 온라인 지식동영상 학습, 진도 관리 가능
이 용 방 법 난문쾌답 홈페이지(http://kma.creativetv.co.kr) 회원 가입 후 관리자 승인
쿠폰 소요 매수 2매(1계정, 1년)
유 의 사 항 관리자의 승인에는 근무일 기준 1~2일이 소요됩니다

 인문학 THEME 오프라인 교육

수 · 지 · 향
수요일에 만나는 지식의 향연! KMA 대표 인문학 조찬세미나

혜 택 최고경영자 인문학 세미나 수지향 1회 참여
대 상 CEO 및 임원
장 소 노보텔 앰배서더 샴페인홀 (역삼동 소재)
이 용 방 법 KMA 회원사 홈페이지(https://www.kmamembers.com/) 통한 신청
쿠폰 소요 매수 2매(1회 참가)

서 · 가 · 명 · 강
서울대에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저녁독서클럽

혜 택 주1회 진행되는 저녁독서클럽 서가명강 1개월 참여
장 소 S타워 다이아몬드홀 (광화문 소재)
이 용 방 법 KMA 회원사 홈페이지(https://www.kmamembers.com/) 통한 신청
쿠폰 소요 매수 2매(1개월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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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성
검사
기업 특성에 맞춰 활용 가능한
인·적성 검사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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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인성능력검사
일본 임상심리학자 Uchida Yuzaburo가 발전, 실용화 시킨 간단, 명료한 인성능력검사!

특 징 일정시간 동안 연속으로 덧셈을 할 때의 작업량, 작업곡선, 오답수를 기초로 일의 처리 능력과 속도, 
성격, 행동 특징을 진단.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부적격자를 선별할 때 유용

측 정  시 간 50분(오프라인 검사, 집단실시 가능)
혜 택 10인 무료
이 용 방 법 KMA 회원사 홈페이지(https://www.kmamembers.com/) 통한 신청
유 의 사 항 신청서 접수에는 약 1~2일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담당자가 연락 드립니다�

수검지 발송이 필요한 관계로 시행일로 부터 1주일 간 여유를 두고 신청해주십시오

이해人 검사
KMA와 직무능력검사분야의 전문 연구진이 함께 연구, 개발한 한국형 인적성 검사!

특 징 검사대상, 난이도 및 온-오프라인 선택 가능한 맞춤형 검사�
직무수행을 위한 특성과 개인의 잠재적 특성이 부합하는지 판단하여, 채용과 직무배치에 활용

측 정  시 간 90분 (인·적성 30분+직무능력 60분)
혜 택 10인 무료
이 용 방 법 KMA 회원사 홈페이지(https://www.kmamembers.com/) 통한 신청
유 의 사 항 신청서 접수에는 약 1~2일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담당자가 연락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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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지식 &
정보
반드시 새겨봐야 할 아젠다, 
국내 외 흐름과 전망, 새로운 경영 혁신 방법론 등
조직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최신 지식컨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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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지
경영자를 위한 프리미엄 정보지 「CHIEF EXECUTIVE」,  기업의 혁신활동을 위한 지식매거진 「혁신리더」,  
경영진단과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산업보고서」(6종) / KMAC 지원

혜 택 CE 및 혁신리더 월 1회 우편 발송 / 보고서 연 6회 우편 발송

 KMAC 위원회
대한민국 최고의 컨설팅 기관 KMAC에서 운영하는 경영 전략 및 개선 활동을 위한 경영분과 위원회

위원회 구성

산업관점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 위원회
제조경쟁력강화 위원회
공공혁신 위원회

기능관점
전략경영위원회
CS경영위원회
마케팅위원회

주 요 혜 택 연1~2회 CEO 및 임원 대상 경영 개선 오픈 세미나 참석 기회 제공(자세한 내용은 KMAC 홈페이지 참조)
가 입 대 상 정회원 2개, 이사단 3개, 회장단 6개 위원회 활동 가능
가 입 문 의 02-3274-9347 

 HR세미나

GLOBAL
HR TRENDS 
FORUM

HRD 관련 세계 최대 컨퍼런스 ATD/ISPI Wrap-up 세미나
혜 택 회원사 교육담당자 2인 무료
시 기 5월 경(장소 별도 공지)
이 용 방 법 KMA 홈페이지(http://kma.or.kr) 통한 신청

HRDiscovery
2019

국내기업 HRD 우수 사례 공유 및 이슈&트렌드 세미나
혜 택 회원사 교육담당자 무료
시 기 11월 경(장소 별도 공지)
이 용 방 법 KMA 홈페이지(http://kma.or.kr)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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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모두 함께 BASIC type	 조찬회 2명  리더스 3명

임원분들을 위한 CEO type	 조찬회 5명

팀장 교육? LEADER type	 리더스 5명

지역소재 기업을 위한 INSIGHT type	 +쿠폰20매

가입 안내

기본제공 옵션(택1)

타입별 PLAN에 
ADD-ON 가능!

필요한 서비스는
더 많이

타입별 PLAN

우리 회사는 임원 중심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팀장급을 세미나에 돌아가면서 보내고 싶은데….
우리 회사의 사용 패턴에 딱 맞춘 타입별 PLAN

KMA교육서비스
이용을 위한

VOUCHER 
PLAN

이렇게 다양해진 회원서비스,쿠폰 20매로 부족하시다면?
쿠폰 40매, 80매, 120매, 160매…. 
수요에 따라 최대 950만원 추가 혜택을 드리는 V타입 PLAN

판매가 추가혜택

V40 390만원 90만원

V80 700만원 260만원

V120 1,000만원 440만원

V160 1,250만원 670만원

V200 1,450만원 950만원

20매교육지원
쿠폰

CUPONE CUPONE

3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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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BASIC타입 CEO타입 LEADER타입 INSIGHT타입

최고경영자 
조찬회

2인 무료
(매 회)

5인 무료
(매 회)

5인 무료
(연간)

리더스모닝포럼 3인 무료
(매 회)

5인 무료
(매 회)

5인 무료
(연간)

인사이트포럼 10인 무료
(매 회)

30인 무료
(매 회)

교육지원쿠폰 20매 40매

공통서비스 인적성검사 (UK테스트, 이해인 각 10명)
경영정보지, 위원회 활동

※ �쿠폰 중심의 VOUCHER타입은 VOUCHER PLAN 참조
※ �INSHIGHT타입은 지역소재 기업만 가입 가능

가입 절차

등급안내
(VAT 포함)

회원구분 회장단 이사단 정회원
연회비 1,100만원 700만원 390만원

※ �회장단, 이사단 혜택 개별 안내
※ �회원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문의
조윤희 책임전문위원 TEL. 02-3274-9340  mrcyh@kma.or.kr
양지인 전 문 위 원 TEL. 02-3274-9242  yjejn@kma.or.kr

정회원 기준(390만원)

01
회원가입 문의

02
상담

03
회원유형 선택

04
신청서 작성

(온라인/오프라인)

05
회비납부
(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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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신청서
등 급   ▢ 정회원    ▢ 이사단    ▢ 회장단

유 형   ▢ BASIC   ▢ CEO   ▢ LEADER   ▢ VOUCHER          ▢ INSIGHT

1. 기 본 정 보

회  사  명 대표자명 메일(대표자)
전 화 번 호 비  서  명 메 일 ( 비 서 )
팩  스 주  소
규 모 구 분 창 립 기 념 일

회사소개
주요상품, 임직원 수 등 회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 기재 바랍니다.

2. 회원담당자정보

구   분 성 명 직 위 부 서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교육 담당
임  원
부서장
담당자

회비 담당 담당자
총회 담당 담당자

※ �교육담당자 : KMA 교육 내부 공지 및 신청 업무 담당 / 회비담당자 : 연 회비 결재 업무 담당 / 총회담당 : 연1회 개최하는 정기총회 �
통지서 전달 업무 담당

3. 자료수령자정보

구   분 성 명 직 위 부 서 주 소
CE (임원정보지) 본사 주소와 상이할 시 기재 바랍니다.

혁신리더 (실무자정보지) 본사 주소와 상이할 시 기재 바랍니다.

전략보고서 본사 주소와 상이할 시 기재 바랍니다.

※  �CE, 혁신리더 : 월간 발행되는 지식정보지 / 전략보고서 : 연 6회 발행되는 한국의 기업 분석 보고서 회원서비스의 이용 및 �
운영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4. 위원회 가입정보
▢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   ▢ 제조경쟁력강화   ▢ 공공혁신   ▢ 전략경영   ▢ CS 경영   ▢ 마케팅
※  �정회원 2개, 이사단 3개, 회장단 6개 위원회 활동 가능

위와 같이 KMA 회원사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대표자명 :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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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아동 후원

행복나눔봉사단은 다문화가정 아동 후원과
토크콘서트 개최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연탄배달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사랑나눔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KMA 큰마음 어린이 도서관 건립 지원
월드 비전과 함께 도서 지역 아동을 위한 도서관 �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공헌활동
KMA 한국능률협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 급여의 1%와 공개수익의 1%를 출연하여 
<Happy Together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요 회원사

※ KMA 회장단(가나다 순)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8~10층
TEL. 02-3274-9200   FAX. 02-3274-9353 
WEB. http://www.kma.or.kr

대전충청본부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8(봉명동), 807호  TEL. 042-828-6730
부산경남본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806-2호  TEL. 051-636-8442
대구경북본부 대구시 중구 동덕로 167(동인동2가), 11층  TEL. 053-253-4181
호 남 본 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13 (대촌동), A동 103호  TEL. 062-226-0100
강 원 본 부 강원도 속초시 온천로 271(교동 2층)  TEL. 033-632-0055
제 주 사 무 소 제주시 신대로 12길 51 507호(연동, 로얄오피스텔)  TEL. 064-742-9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