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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한국능률협회는 기업과 공공부문의 경영혁신, 나아가 개인의 경쟁력 

강화 및 자아실현을 위해 설립된 민간 주도의 평생교육 기관입니다.

경영 전반에 걸쳐 진단지도 활동과 교육 및 연구 조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경영혁신의 밑거름이 되어 왔으며,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기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MA 한국능률협회는 2020,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으로서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의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Message from KMA

KMA 한국능률협회는 지난 1962년 설립 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산업

교육과 경영혁신에 정진해 왔습니다. 또한 부단한 연구·개발 활동과 해외 우수 기관과의 교

류를 통하여 우리 기업 경영에 필요한 최적의 노하우를 제공 하였습니다.

그동안 양적인 성장과 발전에만 집중하던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활동에, 체계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세계와 경쟁하는 기업들의 힘이 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제는 평생교육 

시대에 발맞추어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대표적인 교육·컨설팅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의 지속성장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뛰어난 수준의 서비스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내고자 도전하는 

KMA 한국능률협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기업 경영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 세계 속에서 우리 기업이 당면하는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KMA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과 가치 있는 인적 자원 창출을 위해 KMA 한국능률협회

는 꾸준히 노력 하겠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KMA 한국능률협회와 함께 더욱 

발전적인 미래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 개인과 기업의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KMA

KMA 한국능률협회 회장    이 봉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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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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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지역의 아동을 위하여 매년 1곳씩
지정하여 건립한 KMA 큰마음어린이 도서관 ‘8개’

따뜻한 겨울을 위해 이웃에게 전달한
사랑의 연탄 ‘16만장’

‘540회’가 넘는 46년 전통의 
KMA 최고경영자조찬회

‘1,000여개’의 회원사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교육, 컨설팅 파트너

1,000

숫자로 보는 KMA

국내 교육서비스 분야 No.1 KMA의 비전은

1

‘1962년’ 창립 후 56년 동안 
산업교육 및 평생교육을 주도

56
1962
~2018

160,000



History
주

요
사

업
연

 혁

제1회 한국의 경영자상 제정

제1회 하계최고경영자세미나 개최

제1회 최고경영자조찬회 개최

1969

1972

1973

한국능률협회 창립

대구지역본부 설립

호남지역본부 설립

1962

1969

1973

AMA와 제휴

생산성 향상 유관기관 지정

KMA 경영개방대학 개설

일본능률협회(JMAC)와 컨설팅사업 제휴

1980

1981

1986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설립

노동부 인정 직업훈련기관 지정
1989

환경경영체제 연수기관 지정

Global Standard Management 개발 

경영정보신문 ‘The Management Times’ 창간

월간 이노베이션월드 창간

1991

1998

1999

경영정보잡지 ‘Chief Executive’  창간

FP(Financial Planner) 교육기관 지정

제500회 최고경영자 조찬회 개최

아시아 산업훈련기관연합회(AAMO)와 제휴

금융인력 전문양성기관 Wall Street Training과 제휴
2008

Wharton-KMA 최고경영자과정 개설

미국 최대규모 교육기관 MC 프로그램 개설
2006

CEIBS-KMA 중국비즈니스전략 최고경영자과정 개설2012

ATD Global Partnership 체결2005

국내 최초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 발표2004
2002
2000

2015

송인상 명예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한국능률협회인증원 설립

역대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자들의 모습

Wharton-KMA 최고경영자 과정. 

와튼스쿨의 교수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수업 진행

1965년,  국내 최초로 IE코스

(산업공학) 개설. 

KMA 김병원 초대회장의 인사

1980년대 진행한 

산업교육전국대회 

–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최신 트렌드에 대한 정보 공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인 

자아발견 캠프

일자리 창출 지원 국무총리상 수상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담당기관 선정(경영일반 부분)
2013

창립 50주년 기념 Vision 선포2012

중국 국가외전국 교육기관 등록

북경사무소 개설(북경 왕징)

제 500회 최고경영자조찬회 개최

인사이트 포럼 전국 5개 지역, 총 10회 진행

중국 알리바바닷컴과 MOU 체결

2014

2015

2016

우편원격교육 노동부 기관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2010
2007
2001한국능률협회미디어 설립1991

19901980 20001960 대한민국 경영의 시작 컨설팅과 교육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주도

고객만족, 인증 서비스를 
통한 산업 혁신의 중심

아시아 최고의 
평생교육 기관으로 도약

6-시그마 추진센터 국내 최초 설립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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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교육 부문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선진 프로그램

•가족과의 행복 충전과 함께 지식ㆍ정보ㆍ
    문화ㆍ예술의 다양한 소통의 장
     - 하계최고경영자세미나
•2, 3세 차세대 경영자 양성 과정
•인문ㆍ자연ㆍ예술 경영자 과정
•프리미엄 재무ㆍ전략ㆍ변화혁신 과정
•임원교육의 필수코스 - 신임임원 과정
•뉴 비즈니스에 대한 미래 예측 세미나
•인시아드 가족경영프로그램

경영자교육

Corporate Structure

13

인적자원개발과 조직개발을 실현하는 
산업교육

•리더십 & 성과관리
•계층별 역량강화 교육
•직무능력 향상 교육 
•Business English 센터
•자격센터 운영

직무교육 민간 · 공공 사내교육 

KMA의 러닝플러스 솔루션을 기반으로
HRD 전분야 및 경제/경영현황 관련한 
특별강연, 고객맞춤형 사내 교육지원

강연산업의 새로운 가치와 문화창조 
Director

•철저한 요구분석에 의한 시스템적 교수설계
•현업에 실제 도움을 주는 직무 기능별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차세대 스마트러닝 중심의 이러닝 및 
혼합교육 제공

인재원장, HRD부서장 교류회, 
KMA 러닝플러스클럽 운영

글로벌 기업의 전략과 핵심역량
벤치마킹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공개 및 맞춤형 해외연수 프로그램
•해외 유수 교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 도입
•해외기업과의 교류 및 방한연수 교육 추진 지원

글로벌교육

공기업ㆍ지자체 인재육성,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지원과 정부ㆍ지자체 일자리
창출 솔루션 제공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

일자리창출

차별화된 KMA만의 회원서비스로 
최고경영자 경쟁력 강화 및 경영혁신 지원

•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부서장 조찬회
•CEO, 임원, 부서장, 실무자 커뮤니티
•KMA, KMAC 직무교육과 사이버교육 및 
    지식동영상 무료지원
•B2B 제휴서비스를 통한 홍보, 마케팅 및 
    원가절감 지원
•경영도서, 전략보고서 및 월간지를 통한 
    경영정보 제공

회원서비스

인적자원개발과 조직개발을 실현하는 
솔루션

•조직/성과/휴먼컨설팅
•Assessment Center
•Development Center
•인/적성 직무능력 솔루션

컨설팅 · 진단 · 평가

•대학생 취업지원 맞춤사업
•신직업 개발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NCS 국가직무표준개발 사업
•NCS 기반의 맞춤형 인재양성
•창업교육 및 사업화 컨설팅
•ICT 융복합 교육/컨설팅
•KMA 비전스쿨
•문화예술 기반 조직소통 프로그램
•퇴직예정자 및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커리어개발/평생교육



문 의     경영자교육본부   02)3274-9363~7 문 의     직무교육본부   02)3274-9265

Our Business경영자교육

•최고경영자조찬회

•하계최고경영자세미나

•수ㆍ지ㆍ향

•FCA(Future CEO Academy)

•신임임원과정

•AFLP
     (Advanced Financial Leadership Program)

•ASLP
     (Advanced Strategy Leadership Program)

•아메바경영 아카데미

•세이와주쿠 아카데미

•인시아드-KMA 가족경영 프로그램

•Purple Brain Society
    (자연과학과 인문학)

•Tech Brain Society

•CEO의 하루(심리학)

•온고지신(역사와 경영)

•예ㆍ향ㆍ원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창조의 공간)

격변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경영자(CEO & Executives)가 직접적으로 경영에 접목시킬 수 있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의사결정능력, 리더십, 전략적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연찬ㆍ세미나 경영ㆍ경제분야 非 경영ㆍ경제분야

The Most Preferred Institute of Executive Education in Korea

직무교육

•신입사원에서부터 임원까지 직급별로 체계화된 계층 과정

•신임자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을 기반으로 구성된 승진자 과정

•신임리더를 위한 기초 리더십부터 Advanced 리더십, 고전리더십까지 특화된 리더십 과정

•업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이고도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구성된 KMA 베스트 영역! 전략 / 상호작용 과정

•PMPⓇ자격 취득, 현장중심의 프로젝트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관리(PM) 과정

•100% 원어민 강사가 강의하는 수준 높은 교육 Business English / 중국 과정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 국제계약 및 에티켓 습득 등의 글로벌 실무 과정

•IT분야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IT 과정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 종료 후 학습진단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학습 향상도 및 역량지표, 수업에 참여한 전체 학습자의 평균향상도 확인

다양한 영역의 교육프로그램

직무교육 수강 프로세스

영역별 최고의 전문 교수진과 

다양한 영역의 교육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개인의 역량 및 

기업경쟁력 강화

Our Business

수강 신청 후 
온라인 사전
설문 실시

교육입과 전 수강
과정에 대한 사전
이해도 측정을 위
한 모바일(or PC) 
사전진단 실시

교육 종료 시 모바일(or PC)을 
통해 교육만족도 평가 및 사후진단

KMA 연수센터

사전설문   → → →사전학습진단 교육수강 만족도 평가/사후학습진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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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컨텐츠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시도 하고 있는 강

연콘서트로 도시락의강연철학과 고객의 

잠재니즈를 반영하여 기획한 강연 시리즈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Story를 만들어

내고, 표현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강연 콘서트

세상에는 너무 많은 생각, 지식, 경험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들을 수 없고 모두 다 경험할 수 없으며 모두 다가 질 수 없기에,
때론 이야기로, 때론 음악과 미술로, 때론 공연으로 이 모든 것을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획강연(도시락 콘서트) 맞춤형 강연콘서트

강사섭외를 비롯하여, 공연과 강연이 있

는 융합콘서트, 문화콘서트 등 명사들의 

강연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

명사특강

해외지역전문가 특강, 책이 있는 이야기, 

문화예술 융복합 강연프로그램 등 

기존의 강연과 차별화한 강연 시리즈

KMA 기획강연시리즈

기업워크숍, 강연Solution, 세미나 & 컨

퍼런스 대행, VIP고객서비스 등 기업이 필

요로 하는주제, 방법, 형태등을 기획하여 

제공하는 강연 서비스

세미나, 포럼, 특강 등 다양한 형태의 강연

을 통해 차별화된 강연컨텐츠를 기획 제작

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해 지속 확산

맞춤형 강연기획 컨텐츠 기획제작 및 확산

강연산업의 새로운 가치와 

문화창조 Director

문 의     인재개발본부   02)3274-9311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전 계층 역량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부서장 역량 개발           •팀 매니지먼트
•여성리더 역량강화        •초급관리자 역량개발
•중견사원 역량개발        •신입사원 Good start 외

Position & Role   |   계층중심

직면한 현업의 문제해결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조직성과에 기여하는 교육프로그램

•전략적사고와 기획력    •문제해결 의사결정
•창의적 사고능력 향상   •사업계획 수립
•사내교수 양성 외

Performance   |   업무성과중심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자기개발 프로그램

조직관리, 조직문화 중심으로 조직 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

•변화창출 리더십                      •성과향상 코칭스킬
•리더십 스킬과 테크닉              •현장리더 향상
•셀프리더십                              •협상능력 개발
•대인관계 & 커뮤니케이션 스킬 외

•활력 넘치는 조직 만들기         •비전 및 미션, 조직문화 공유 워크숍
•스트레스 제로 일터 만들기     •위기관리 교육 외

Human   |   사람중심

Organization   |   조직중심

고객사의 경영•인적자원개발 

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층별 교육에서부터 특수한 

목적을 가진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가장 적합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맞춤교육 서비스

문 의      민간분야 : 인재개발본부   02)3274-9371          공공분야 : 공공인재개발본부   02) 3274-9305

Our BusinessOur Business맞춤형 민간·공공 사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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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종이’는 필요없다

교육 전/후의 진단, 만족도
현업 적용도를

모바일 및 온라인으로 진행

더 이상의 ‘부탁’도 필요없다

진단 전후 Gap분석 리포트
만족도, 현업적용도 결과
리포트의 실시간 제공

이 이상의 ‘교육’도 없다

체계적인 표준평가
시스템을 통해

학습 후의 효과 측정이 가능

교육 제안

STEP 1

설계 및 
개발

교육 실시 사후관리

STEP 2 STEP 3 STEP 4



기업, 공공부문의 경영혁신과 

개인의 경쟁력 강화 및 

자아실현을 위한 

원격 이러닝 서비스

문 의     직무교육본부   02)3274-9270

Our Business원격 이러닝

•경영·직무·계층·자격·어학 등

    2000여 개의 교육과정

•사전니즈진단 분석을 통한 

    최적의 교육과정 추천

•산업별·직무별 고객맞춤형 

    컨텐츠 제공

•자기주도학습 지원 및 

    체계적인 학습관리

•사전·사후 KSA평가 및 GAP

    분석을 통한 교육효과 리포트

•보유 컨텐츠 제휴 및 판매

•최단기간, 실무형 커리큘럼으로 

    최상의 경영성과 창출

•미국 아이비리그 등 최우수 

    대학 출신의 교수진으로 고품질 

    강의 제공

•다양한 학습내용 습득이 가능한 

    효과적인 코스

•Networking

   (Communication & Meeting)

•최상의 경제적인 Benefits 제공

•원격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뒤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교수와 

    토론강의를 진행하는

    ‘플립러닝’형 역진행학습

•이러닝과 관련 오프라인특강이 

    결합된 혼합학습

•오프라인 강연 진행 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Live방송, 

    실시간Q&A 등 실시간 소통형

    융복합학습

인터넷 원격교육 온라인 MBA 블렌디드 러닝

Korea HR Society

문 의     HR마케팅본부   02)3274-9341

Ou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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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특화서비스

교육과정에 대한 역량개발 외에도 KMA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신지식 제공

미래지향적인 한국기업의 인적자원개발과 한국산업교육의 바람직한 진로 및 전략을 모색하고

회원 상호간의 방문과 정보교류를 통해 선진사례를 공통 도입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Federation of Korea 
Human Resource Develoment Representatives

Korea HRD  Leaders Society

조직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기업의 성장 및 발전과 함께 중추적 핵심요소로써 인식될 뿐 아니라 모든 공사 기업의 조직 

내에서도 HRD 부서가 핵심부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HRD 부서장교류회는 인재양성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안고 

한국기업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HRD 부서장님들과 협력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창조적 기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연간 6회 정기모임 및 특별교류활동

•회원간 우수사례 공유 간담회

•KMA 조찬모임 초청

    (최고경영자조찬회)

•국내외 저명 CEO 초청세미나

•국내외 우수 연수원 벤치마킹
주요 활동 
및 특전

주요 활동 
및 특전

•최신 HRD관련 정보 연구

•연간 6회 정기모임 및 특별교류활동 •사례발표와 성과 창출 적용방안 및 운영 성과 토론

•참가회원 기업상호간의 교류 및 정보공유 •국내외 우수 연수원 벤치마킹

회원사 현황 (총 40사)

회원사 현황 (총 70사)

롯데인재개발원   /   삼성인력개발원   /   아모레퍼시픽 그룹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   현대백화점그룹 인재개발원   /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외

금호아시아나 그룹   /   대한항공 인력개발원   /   롯데백화점   /   롯데인재개발원

삼천리   /   에너지관리공단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   한라인재개발원

현대모비스   /   KBS 한국방송 외

전국인재개발원장연합회

대한민국HRD부서장교류회



컨설팅·진단·평가

Consulting Solution KMA Assessment Center(KMA A.C.)

러닝플러스 인적성 · 직무능력 Solution

KMA Development Center(KMA D.C.)
상시로 변화하는 경영환경하에서 기업의 궁극적 관심은 ‘성과(Performance)’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재조명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MA는 이러한 Chal-

lenge를 받고 있는 기업에 힘을 보태어 드릴 다양한 성과향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KMA 역량평가는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의 개인행동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개인의 실제 역량수준을 행동으로 이끌어

내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평가합니다.

러닝플러스는 기존의 교육에 교육 전 사전진단 및 평가를 추가하고, 교육 중 문화공연 등 Refresh 활동을 통해 교육의 집중도를 높이며, 

교육 후 현장스토리와 현업적용 실천 가이드를 교육결과물로 제공합니다. UK인성·능력검사
예측불가! 연속가산(덧셈)법을 통한 정신작업검사! 

조직 부적응자를 채용 시 선별!

팀 단위에 대한 직접적인 진단이 

가능한 인성검사
성격 5요인에 기초한 인성검사 

DC는 AC의 핵심적인 요소(다양한 모의과제, 복수의 평가자 등)

을 교육에 적용한 과정으로 정확한 자기성찰과 높은 개발 동기

를 부여하여 행동변화로 연결되는 강력한 역량개발 방법입니다.

문 의     Consulting Solution   02)3274-9227          러닝플러스   02)3274-9323 문 의     진단/평가센터   02)3274-9251

Our Business Our BusinessPerformance Solution

임금피크제 도입지원 솔루션

재직자 대상의 커뮤니케이션 및 팀워크 활용에 적합한 진단 프로그램!

저성과자 솔루션

•조직문화 진단
•조직구성원 만족도 조사
•조직, 인력, 업무 효율성 개선  

•인재상 정립
•중장기 인재육성 전략 수립
•교육체계수립 및 교육과정개발  

조직 컨설팅 휴먼(HRD) 컨설팅

•조직성과 개선
•개인성과 개선
•성과관리체계 개선  

퍼포먼스 컨설팅

Trend

Consulting

AC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AC는 공정한 평가절차와 타당하고 신뢰로운 평가결
과를 제공하며, 특히 리더직급의 승진 또는 선발, 업무
상황에서의 개인의 강·약점 진단 등의 목적으로 설계, 
활용,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니즈 파악
평가대상
 직무이해

역할과 역량 정의

Simulation 
과제구성
평가지표 

제작

평가센터 운영
평가 및

결과 취합

개인별 결과
피드백

평가 결과표

평가 설계

Phase1

과제 개발 평가 운영 결과 
피드백

Phase2 Phase3 Phase4

Development Center

DC는 참가자에게 역량과 관련된 행동을 직접 요구하는 과정으
로 개발되며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역량 수준을 직접 스스로 성
찰할 수 있게 되므로 교육담당자들의 가장 큰 의문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과 답을 줄 수 있는 과정입니다.

모의상황 과제를 활용하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피드백 중심의 교육 방법

전문 FT의 
피드백

동료의 피드백 

역량과 관계된
모의상황

(Simulation)

이해인 검사
채용, 선발에 최적화 된 

한국형 인적성검사!

•Story Book 제작
•교육보고서
•차후년도 교육제언
•현업적용 실천가이드

Story 보고서 +

Story

•게릴라 공연
• 30분 Refresh Time
    (요가,댄스)
• 희극인들의 Funny 꽁트

Edutainment +

Refresh

•역량평가
•교육평가

•현업적용도 
    평가

평가 +

•조직문화진단
•리더십진단
•개인 및 팀 성향진단

•역량진단

진단 +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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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평생교육본부   02)3274-9286, 9258  문 의     일자리창출본부   02)3274-9278

•국정과제 핵심가치교육

   (창조경제, 정부3.0)

•지자체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조직활성화 등)

•주민교육

   (주민자치교육, 이통장 교육, 마을만들기 등)

•지역역량강화사업

자치단체 역량강화

•청년취업인턴제 사전직무교육

•인재육성아카데미

•청년실업대책

청년 일자리

•장년 취업 인턴제 사전 직무 교육

•여성/노인 일자리

•사회적 경제 및 마을 활성화 사업

장년 일자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일자리창출을 위한 연구 및 방향 수립

•평가·인증·시상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기업맞춤형 예비 신입사원 양성 과정

•직무과정 프로그램 운영

    (영업, 마케팅실무, 인사관리실무,      

     전략기획실무, 유통관리실무, 

     금융실무 등)

•직업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문제해결,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등)

대학생 취업지원
맞춤사업

•NCS기반 학과/교과 과정 개편 컨설팅

•대학 특성화 전략 수립 컨설팅

•NCS기반 교수법 & 과정 운영전략 교육

•NCS기반 대학교육센터 운영

•NCS 표준/학습모듈/신자격 개발

•공기관 및 일반기업 NCS기반 컨설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컨설팅 사업

•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신직업개발 프로그램

• 퇴직예정자 프로그램

• 문화예술기반 조직소통 

     프로그램(Artract)

평생교육
사업

일자리 창출 및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

일자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특화교육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자체 

역량강화를 통한 가치창조

청년들의 진로/직업탐색

새로운 창업가 발굴

문화예술을 통한 자아실현

퇴직자의 성공적 인생설계

평생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Our Business Our Business커리어개발 / 평생교육

•기업이 원하는 신입인재를 사전에 육성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대학 청년 창업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창업교육을 제공합니다.

•퇴직예정자 대상 제2 인생설계(재취업/창업/변화관리) 교육을 제공합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기관으로 역량, 직무, 능력중심기반 교육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감성중심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조직소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2

3

2013 ~ 現 17개 산업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수행

퇴직예정자의 성공적인 2nd Life 설계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1 2

3

일자리 창출 및
지자체 역량강화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자치단체
역량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일자리 창출 및
지자체 역량강화를

통한 가치창조

일자리
인프라 확충

맞춤형
특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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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usiness해외사업센터 해외연수Our Business

중국 지자체 및 기업과의 네트워킹 지원

KMA 회원사 중국 시장 진출 컨설팅

중국 대학, 연구소, 기업 유명인사 특별 방한 초청 지원

KMA는 한·중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중국의 협력기관 및 단체 동의 협조 하에 한국 지자체 및 기업, 대학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MA는 중국 경영자 및 고위 공직자가 한국을 방문할 시, KMA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방문을 주선하여 한국의 기업 관계자들이

중국과 상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컨설팅하여 드립니다.

KMA 해외사업개발센터는 중국 소재 명문대학의 저명한 교수 및 중국 기업의 CEO, 경영자 초청업무를 지원하여 중국 관련

인사들의 국내 강연 및 행사 운영에 협력 및 지원하여 드립니다.

KMA 최권석 상근부회장 중국 국가외전국 조인식 참가

(중국 남창시)위촉장 전달 장면

중국 국가외전국 공식 해외교육기관 위촉장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의 정식 해외연수 기관으로 선정
중국 HRD 교육기관과의 교류 확대와 제휴 사업 강화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 모습  

문 의     해외사업센터   02)3274-9321, 9296, 9388 문 의     글로벌교육본부   02)3274-9380, 9384

KMA는 최고 권위의 HR 관련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단을 구성 및 파견하여 Global Trends와 Best-Practices를 학습하고,

글로벌 인적자원을 육성하여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맞춤형 해외연수 (Customized Program)

연수주제, 연수지역, 연수기간, 연수대상자(인원) 등을 고객사의 Needs에 맞게 

기획에서 운영까지 맞춤형(Customized)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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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BEST 해외연수 프로그램

•글로벌 벤치마킹연수(일본/유럽)

   : 유럽 및 일본의 선진 강소기업(히든챔피언) 벤치마킹

     2018년 4월 / 6월 / 10월 시행예정

•제12회 유럽 반부패 해외연수

     2018년 6월 24일 ~ 30일 (영국, 런던)

•ISPI 한국대표단 (International Society for Perfomance

    Improvement) : 세계 최대의 성과관리 컨퍼런스

    2018년 4월 7일 ~ 13일 (미국, 시애틀)

•ECI 컨퍼런스 한국대표단 (舊 ECOA)

   : 글로벌 윤리경영 및 감사 컨퍼런스 

     2018년 4월 29일 ~ 5월 5일 (미국, 발티모어)

•ATD 컨퍼런스 한국대표단 (舊ASTD)

   : 세계 최고·최대의 인재개발컨퍼런스

     2018년 5월 6일 ~ 9일 (미국, 샌디에이고)

•IPMA 컨퍼런스 한국대표단 : 공공기관 특화 HR컨퍼런스

    2018년 9월 

•KMA-SCCE 한국대표단

   : 세상에서 가장 Trendy한 윤리경영/감사/반부패 컨퍼런스 

     2018년 6월

•Dreamforce 한국대표단

   : 글로벌 비즈니스 매가 트랜드 컨퍼런스 

     2018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최고경영자(CEO) 및 C-level 임원연수

•제 127회 신춘일본전국경영자대회

    2018년 1월 24일 ~ 26일 (일본 동경 제국호텔)

 

•제26회 세이와주쿠 경영아카데미 세계대회

    2018년 10월 1일 ~ 2일 (일본 요코하마)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가 그룹의 해외연수 전담조직



문 의     고객가치본부 회원사무국   02)3274-9347

Our Business회원서비스

스마트 네트워킹의 중심! 

KMA 회원 서비스

회원기업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

Our Business

서비스 분류 프로그램/항목

최고경영자조찬회

KMA 공개교육

KMAC 공개교육

난문쾌답

리더스포럼

하계최고경영자
세미나

인사이트 포럼

CEO, 임원

부서장, 실무자

CEO, 임원

부서장, 실무자

부서장, 실무자

CEO, 임원, 실무자

부서장, 실무자

매월 1회

매월 1회

연 1회

항시

항시

항시

연 2회
(5개 권역)

2인 무료

3인 무료

20% 할인

10명 무료

통합쿠폰
(정회원 기준 20매
한도에서 자유사용)

*과정별 
소요매수
상이함

세미나
포럼

•1973년 시작한 국내 최고의 조찬회
•매회 7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

•국내 유일의 실무자 대상 조찬회
•매회 800명 이상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

•학습과 휴식, 교류를 통해 경영의 혜안을 제공

•지방 소재 회원사 대상 세미나, 5개 권역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원주)을 중심으로 트렌디한     
    명사를 초청, 인사이트를 제시

•인적자원 개발과 조직개발을 실현하는 산업교육
    리더십 & 성과관리 / 계층별 역량강화 교육
    직무능력 향상 교육 / 글로벌 프로그램 교육

•전문성 강화에 특화 된 직무교육
    경영전략, 인사조직, 경영품질 CS 경영, C&C, 영업
    마케팅, 생산혁신, 기술경영

•5,000여 편의 지식동영상 서비스 (1년 회원)

내용 대상 개최횟수 회원 혜택 서비스 분류 프로그램/항목

UK테스트

이해인

KMA edge

홍보지원

B2B할인

모바일서비스

네트워크지원

지식정보매체 혁신리더

보고서

CHIEF EXECUTIVE

HR Trends
Forum

HRDiscovery

신입사원

신입사원

전직원

실무자

실무자

CEO, 임원

부서장, 실무자

CEO, 임원

연 10회

연 10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월 1회

월 6회

무료

무료

무료-

협의-

-

-

- 할인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인적성
검사

HRD
컨퍼런스

•작업량, 작업곡선을 기초로 업무 수행 능력 진단

•다면검사를 기초로 직무 적합도 평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트렌드 제시

•모바일 앱(구글 마켓,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가능)

•KMA 1,000여 회원사의 강력한 네트워크와 파급력
   있는 채널을 활용, 회원사의 제품과 서비스 홍보

•DHL, 한국렌탈, 롯데렌터카 등 KMA 회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특별 가격에 활용

•CEO라면 꼭 알아야 할 경영 필수 이슈와 국내 외
    경영전망 제공

•최고의 기업 전략과 경영 노하우를 제공
•기업 경영전략 구상에 새로운 방향 제시

•글로벌 HR 컨퍼런스 ATD, ISPI 렙업
•담당자 간 강력한 네트워크 형성

•국내 외 HRD 사례 공유 다양한 정책 및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지식의 장

내용 대상 개최횟수 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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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KMA는 지식나눔 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노력

합니다. 추운 겨울을 연탄으로 버텨내는 낙후된  지역 및 어

려운 가정에, 전 임직원이 매년 2만장씩 사랑의 연탄을 배달

합니다.

의안 수술 지원 재단(마주보기), 어린이들을 위한 꿈나무마을   

(마리아 수녀회) 장애인 및 노인보호 시설(미오림복지재단) 등

의 복지재단에 KMA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사회구호단체 월드비전과 함께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

하고 다양한 어린이 도서를 기증하고  있습니다. 군산, 성남, 

동해, 인천, 대구, 태백, 고양에 이어  2018년 청주에 8번째 큰

마음 어린이 도서관을  완공하였습니다.

연탄 나눔봉사 

KMA한국능률협회의 회원 기업 임직원과 연계하여  취업, 진

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새터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커리어

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  해줄 수 있는 커리

어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MA는 해밀학교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취약계층 및 다문

화가정 청소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인재

로 성장하도록  교육서비스와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W-재단”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긴급구호, 교육환경개선

사업에도 조력하고 있으며, 문화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

문 예술단체 “랑코리아” 후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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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직원이 참여한 2017년 사랑의 연탄나눔봉사 모습

▲ 2018년 청주 

큰마음어린이 도서관 

개관식 모습 ▶

▲ 2017년 고양 큰마음어린이 도서관 개관식 모습

행복나눔
펀드

임직원 급여
1%

공개교육
수익의 1%

KMA 한국능률협회는 임직원과 회사가 참여하는 자발적인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급여의 1%와 회사의  매칭그랜트제도를 통한 기부금, 그리고 KMA 교육 수익의 1%를 더하여 형성된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CSR 사업을 진행합니다.



KMA 회남재단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회남 송인상 회장의 큰 뜻에 따라 200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기업경영에 대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각 발굴을 위한 학술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영지식 전파를 위한 경영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KMA 회남재단은 장학생 선발을 통하여,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발굴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경영혁신 연구논문 사업을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발굴, 변화와 혁신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대학(원)생에게는 우수 기업 체험의 장을 제공하며,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논문집을 발간하여

기업 및 대학 도서관에 배포함으로써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우리 기업에게 경영의 인사이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전과 열정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갈

창조적 리더와 함께 하는 곳!

KMA

대학(원)생 경영혁신 연구논문 시상식 모습

회남장학금 수여식

회남재단

지역본부안내  |  강원본부(속초)
033)632-0055

대구경북본부
053)253-4181~2, 4187

대전충청본부
042)828-6730~2

부산경남본부
051)636-8442~5

제주사무소
064)742-9202

호남본부
062)226-0100, 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