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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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영혁신의 밑거름이 되어 왔으며,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기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MA 한국능률협회는 2020,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로서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의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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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한국능률협회는 지난 1962년 설립 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산업교

육과 경영혁신에 정진해 왔습니다. 또한 부단한 연구·개발 활동과 해외 우수 기관과의 교류

를 통하여 우리 기업 경영에 필요한 최적의 노하우를 제공 하였습니다.

그동안 양적인 성장과 발전에만 집중하던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활동에, 체계적인 개선 방

향을 제시하여 세계와 경쟁하는 기업들의 힘이 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제는 평생교육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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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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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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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KMA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

국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과 가치 있는 인적 자원 창출을 위해 KMA 한국능률협회는 꾸준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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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age from 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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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KMA

07

KMA의 역사

57
Since 1962

주년

KM
A의

 비
전



8
큰마음 어린이
도서관 갯수

숫자로 보는 KMA

09

사랑의 연탄나눔행사의 
연탄 갯수

16만



550Since 1972

최고경영자조찬회 진행횟수 (2019.05 기준)

숫자로 보는 KMA

11

KMA 회원사 가입수

1000



주요
사업

연혁

제1회 한국의 경영자상 제정

제1회 하계최고경영자세미나 개최

제1회 최고경영자조찬회 개최

1969

1972

1973

한국능률협회 창립

대구지역본부 설립

호남지역본부 설립

1962

1969

1973

           1965년, 국내 최초로 IE코스
       (산업공학) 개설. 
KMA 김병원 초대회장의 인사

        1980년대 진행한 
         산업교육전국대회 
   :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최신 트렌드에 대한 정보 공유

대한민국 경영의 시작1960

AMA와 제휴

생산성 향상 유관기관 지정

KMA 경영개방대학 개설

일본능률협회(JMAC)와 컨설팅사업 제휴

1980

1981

1986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설립

노동부 인정 직업훈련기관 지정

1989

Wharton-KMA 최고경영자 과정. 
   와튼스쿨의 교수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수업 진행

컨설팅과 교육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주도1980

1962년, KMA의 빛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도전과 혁신의 여정을 이어오는 동안 대한민국 No.1 평생교육 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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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체제 연수기관 지정

Global Standard Management 개발 

경영정보신문 ‘The Management Times’ 창간

월간 이노베이션월드 창간

1991

1998

1999

     역대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자들의 모습

한국능률협회미디어 설립1991

고객만족, 인증 서비스를 
통한 산업 혁신의 중심

6-시그마 추진센터 국내 최초 설립1999

1990

경영정보잡지 ‘Chief Executive’  창간

FP(Financial Planner) 교육기관 지정

제500회 최고경영자 조찬회 개최

인사이트 포럼 전국 5개 지역, 총 10회 진행

INSEAD-KMA Family Business School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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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송인상 명예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한국능률협회인증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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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알리바바닷컴과 MOU 체결

대한상공회의소 선정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2014

2016

2018

우편원격교육 노동부 기관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2010

2007

2001

아시아 최고의 
평생교육 기관으로 도약2000



KMA 한국능률협회는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부터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는 시니어까지
폭 넓은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이 자아실현을 이루고 가치 있는 삶을 꿈꿀 수 있도록 합니다.

A Dream Builder, KMA  

#Possibility

15

#Progress

#Re-start



KMA 한국능률협회는 글로벌시장을 선도할 창조적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최고의 성공 파트너로서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A Best Partner, KMA  

#Success Partner

17

#Better Life



신규사업

ICT파트 

국방사업파트 

Corporate Structure
60년대 경제부흥을 위한 기업교육을 모태로 시작하여

현재는 공공/ 민간/ 개인을 대상으로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ㆍ지자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솔루션 제공

일자리창출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명품 경영자 과정

경영자교육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HRD 프로그램

맞춤형 사내교육

글로벌 기업의 전략과 핵심역량 

벤치마킹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글로벌교육

대학 역량강화-창업-문화예술

 -퇴직지원까지 이르는 

평생교육의 플랫폼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과 조직개발을

실현하는 솔루션

컨설팅·진단·
평가·채용 솔루션

재직자 역량 개발을 위한

공통역량 교육, 직무교육

직무교육

차별화된 KMA만의 회원

서비스로 최고경영자 경쟁력

강화 및 경영혁신 지원

회원서비스

Financial Highlight 
KMA 한국능률협회는 대한민국 No.1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요 재무현황

최근 3년간 주요 재무비율

기업신용평가등급 

(단위 : 천원)

(단위 : %)

항   목 2016년 2017년 2018년

항   목 2016년 2017년 2018년

자산총계 9,944,434 11,894,953 17,057,792

매출액증가율 (성장성) 16.6 4.7 24

매출액 38,671,065 40,526,860 50,273,350

자기자본비율 (안정성) 36 37 35

부채총계 6,338,890 7,528,953 11,103,926

영업이익률 (수익성) 1.6 1.6 1.3

영업이익 625,072 635,065 656,499

자본총계 3,605,544 4,366,000 5,953,866

부채비율 (안정성) 176 172 186

당기 순이익 675,628 760,456 1,587,866

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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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조찬회

•하계최고경영자세미나

•수ㆍ지ㆍ향

대한민국 기업과 공공기관의 HRD 전문

가를 대표하는 부서장들의 교류와 협력

의 기회를 통하여 각 조직 내의 인재 육

성 관련 고민들을 서로 교환 하여 함께 

대안을 창출하고,  조직의 비전 및 미션 

달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 인재 육

성, 그리고 더 나아가 글로벌 표준을 위

한 창의적 HRD 해법을 탐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INSEAD-KMA Family Business School

•FCA(Future CEO Academy)

•신임임원과정

•AFLP 재무과정 (입문/심화)

   (Advanced Financial Leadership Program)

•아메바경영 아카데미

•프리미엄전략경영과정

시장과 국가를 선도하는 상위 기업 및 기

관 인재개발 원장들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

공하여 상호 방문 및 정보 교류, 글로벌 트

렌드 벤치마킹, 국내 산업 교육의 바람직한 

진로 및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인재개발을 책임지는 최고 리더들의 통찰

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Purple Brain Society

    (자연과학과 인문학)

•Tech Brain Society

•예ㆍ향ㆍ원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창조의 공간)

•최진석 교수의 혜명원(慧明苑)

•LAW&BUSINESS

    (리더를 위한 비즈니스 법률) 

•콘텐츠비즈니스과정

공사•중견기업 이상의 교육 담당 실무 

커뮤니티로서 기업교육의 최신 트렌드 

및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에서 실질적 

으로 얻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

발 을 돕고자 합니다. 

격변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경영자가 직접적으로 경영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의사결정능력, 리더십과 전략적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연찬ㆍ세미나 전국인재개발원장연합회경영ㆍ경제분야 대한민국HRD부서장교류회非 경영ㆍ경제분야 실무자 TD클럽

수ㆍ지ㆍ향
2019

문 의    경영자교육본부   02)3274-9363~7 문 의    HR소사이어티 사무국   02)3274-9341

국내 주요 기업 HRD 실무 책임자들의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공유의 장

HR
소사이어티

The Korea’s NO.1 Executive Education Institute
경영자가 가장 선호하는 한국 최고의 경영자교육 기관

경영자교육

Our Business Ou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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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관리자 

•실무자•승진자

•재무회계   •세무  •R&D

•비서/구매/법무 무역

•물류/유통 •외환 •IR

•IT  •안전 •메디컬경영전문

•HRD     •조직개발

• 역량평가/개발

•인문학

•리더십트립

•4차산업혁명 •IoT 

•AR/VR/3D프린트 프로그래밍

•전략&기획

•리더십   •셀프리더십

•코칭

•비즈니스 실무 

•비즈니스 영어 

•비즈니스 중국어

•공공·지자체교육

•문제해결 •프로젝트 •데이터분석 

•소통 •문서작성 •메이커 프로젝트 • OA

계층별 리더십 스킬과 경영스킬, 직무, 글로벌 역량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300여개 프로그램을 제공

직급별

직무

HRD/ 조직개발 •차세대 핵심리더 S.T.A.R 과정

•에이스 팀장 과정

•핵심 과•차장 과정

•승진자 과정

•2~3년차 직원 핵심전력화 과정

•경력 입사자 과정

•신입사원 과정 외

계층중심 
임원부터 신입사원 까지
계층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변화창출 리더십

•리더십 스킬과 테크닉

•셀프리더십

•대인관계 & 

   커뮤니케이션 스킬 

•성과향상 코칭스킬

•현장리더 향상 

•협상능력 개발 외

사람중심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 
자기개발 프로그램 

•전략적사고와 기획력

•창의적 사고능력 향상

•사내교수 양성 외

•문제해결 의사결정

•사업계획 수립

업무성과중심 
현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여 성과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활력 넘치는 조직 만들기

•비전 공유 워크숍

•스트레스 제로 일터 만들기

•위기 관리 교육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팀빌딩

조직중심 
조직의 비전과 연계한 제도와 
문화를 중심으로 변화혁신을 
향한 프로그램

인문학

4차 산업혁명

경영전략

리더십 /코칭

글로벌

공공· 지자체교육

비즈니스 스킬

문 의    여의도센터 / 판교센터 / 강남센터   02)3274-9215      문 의    인재개발본부   02)3274-9311

고객사의 경영•인적자원개발 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층별 교육에서부터 특수한 목적을 가진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가장 적합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맞춤교육 서비스입니다.

맞춤형 민간·
공공 사내교육

영역별 최고의 전문 교수진과 다양한 영역의 교육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개인의 역량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직무교육

Our Business Our Business

     고객사의 니즈를 분석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

맞춤형 교육  ★ 

정확한 교육요구분석

고객의 요구와 정보를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

체계적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맞춤형 프로그램&평가도구 개발

분야별 검증된 교수진과
최신 교수법 적용

만족도 높은 교육과정 운영

•교육 니즈 파악
•환경 분석
•학습대상자 분석
•맞춤형 프로그램 제안

교육 제안

•학습목표 설정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교수전략 수립
•교보재 개발
•평가도구 개발

설계 및 개발

•운영매뉴얼 활용
•교육 사전준비
•현장 모니터링
•학습자 피드백 반영

교육 실시

•교육 효과 분석
•프로그램 개선점 파악 
•차기 교육 제언

사후관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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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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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계약직 채용위탁운영

• 문항개발(필기문항, 면접문항, 

    인성검사)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논문 등 정량 및 정성 평가

• 면접관 교육 및 파견 

•코칭 프로그램 서비스 

• 해외주재원 관리 원스톱 솔루션 

• 해외 진출 사업 컨설팅

• 글로벌 현지 채용 관리/육성

채용사업 코칭 및 글로벌 채용 사업 

문 의    ICT 파트  02)3274-9270 문 의    선발코칭센터  02)3274-9343

공공기관, 공기업, 일반기업의 채용 코칭, 국내외 기업 채용
대행 및 적합한 인재 선발에 대한 전반적인 솔루션을 제공

채용솔루션기업, 공공부문의 경영혁신과 개인의 경쟁력 강화 및 
자아실현을 위한 원격 이러닝 서비스 지원

원격이러닝

Our Business Our Business



인적성 · 직무능력 Solution

Consulting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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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A Assessment Center(KMA A.C.)

KMA 역량평가는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의 개인행동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개인의 실제 역량수준을 행동으로 이끌어내고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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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후 현장스토리와 현업적용 실천 가이드를 교육 결과물로 제공합니다.

•UK인성·능력검사 •E-DISC
예측불가! 연속가산(덧셈)법을 통한 정신작업검사! 

조직 부적응자를 채용 시 선별!

팀 단위에 대한

직접적인 진단이 가능한 인성검사

KMA Development Center(KMA D.C.)

DC는 AC의 핵심적인 요소(다양한 모의과제, 복수의 평가자 등)을 

교육에 적용한 과정으로 정확한 자기성찰과 높은 개발 동기를 부여

하여 행동변화로 연결되는 강력한 역량개발 방법입니다.

재직자 대상의 커뮤니케이션 및 
팀워크 활용에 적합한 진단 프로그램!

•인재상 정립

•중장기 인재육성 전략 수립

•교육체계수립 및 교육과정개발  

휴먼(HRD) 컨설팅

•조직문화 진단

•조직구성원 만족도 조사

•조직, 인력, 업무 효율성 개선  

조직 컨설팅

•조직성과 개선

•개인성과 개선

•성과관리체계 개선  

퍼포먼스 컨설팅

임금피크제 도입지원 솔루션저성과자 솔루션
Trend

Consulting

AC는 공정한 평가절차와 타당하고 신뢰로운 평가결과를 제공하며, 

특히 리더직급의 승진 또는 선발, 업무상황에서의 개인의 강·약점 

진단 등의 목적으로 설계, 활용, 운영될 수 있습니다.

Development Center

DC는 참가자에게 역량과 관련된 행동을 직접 요구하는 과정으로 개

발되며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역량 수준을 직접 스스로 성찰할 수 있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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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et 5
채용, 선발에 최적화 된 한국형 인적성검사! 성격 5요인에 기초한 인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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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Consulting Solution  02)3274-9227       러닝플러스  02)3274-9200 문 의    AC센터  02)3274-9251       DC센터  02)3274-9313       인적성/진단검사  02)3274-9223

컨설팅•진단
평가

Performance 
Solution

Our Business Ou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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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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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일자리창출을 위한 워크숍

• 일자리창출 전문가 양성과정

•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컨설팅

• 국내외 일자리창출 우수지역 탐방

• 일자리 관련 행사 진행

•기업맞춤형 예비 신입사원 양성 과정

•직무과정 프로그램 운영

    (영업, 마케팅실무, 인사관리실무,      

     전략기획실무, 유통관리실무, 

     금융실무 등)

•직업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문제해결,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등)

• 청·장년 취업아카데미

• 청·장년 취업 인턴교육

• 청년 토크 콘서트

• 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 지자체 고용활성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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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교육

• 주민교육

• 지자체 정책지원

• 지역 역량 강화

• 사회적기업 육성 등

•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신직업개발 프로그램

• 퇴직예정자 프로그램

• 문화예술기반 조직소통 

     프로그램(Artract)

지역고용 대학생 취업지원
맞춤사업

고용활성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컨설팅 사업 

지자체역량강화 평생교육 사업

문 의    일자리창출본부   02)3274-9278 문 의    평생교육본부    02)3274-9258

청년들의 진로,직업탐색 창업가 발굴/ 문화 예술을 
통한 자아실현/ 퇴직자의 성공적 인생설계를 제시

커리어개발
평생교육

일자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특화교육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자체 역량강화를 통한 가치 창조

일자리교육

Our Business Ou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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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년 도전의 현장, 서안으로 가다!

     2019년 7,11월 / 중국 서안

• 슈퍼차이나 시즌2 

     15명 모집시 출발 / 중국 상해,항주

• AI 차이나

     2019년 10월 / 중국 북경

• 차이나 핀테크 비즈니스

     2019년 7,9,10,12월 / 중국 상해,북경

31

맞춤형 해외연수
(Customized Program)

연수주제, 연수지역, 연수기간, 연수대상자(인원) 등을 

고객사의 Needs에 맞게 기획에서 운영까지 맞춤형

(Customized)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미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벤치마킹 연수

     2019년 06월 17일 ~ 22일 (미국) / 하반기 시행예정

• 4차 산업혁명 벤치마킹 연수 

     2019년 상시 시행 (미국/일본)

• ISPI 한국대표단 (International Society for Performance 

     Improvement) : 세계 최대의 성과관리 컨퍼런스

    2019년 04월 11일 ~ 15일 (미국 뉴올리언스)

• MONEY 20/20 USA : 세계 최대 핀테크 컨퍼런스

    2019년 10월 27일 ~ 30일 (미국)

• Dreamforce 한국대표단

     : 글로벌 비즈니스 메가 트렌드 컨퍼런스

     2019년 11월 19일 ~ 2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 CES 2019 : 세계 최대 규모 가전제품박람회

     2019년 01월 08일 ~ 11일 (미국 라스베가스)

• ATD-ICE컨퍼런스 한국대표단 

   : 세계 최고·최대의 인재개발컨퍼런스

    2019년 05월 19일 ~ 22일 (미국 워싱턴 D.C)

•ATD-APC 컨퍼런스 한국대표단 

   : 아시아에서 열리는 Global HRDer의 축제!

    2019년 11월 05일 ~ 06일 (대만)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공감협의회 특별 국외과정 연수

    2019년 10월 20일 ~ 26일 (유럽 오스트리아)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실리콘밸리 4차산업혁명 혁신 동력 벤치마킹

    2019년 12월 01일 ~ 0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글로벌 벤치마킹연수 

• 신춘 · 하계일본전국경영자대회

     2019년 1월 / 7월 (일본 동경)

• 제 27회 세이와주쿠 경영아카데미 세계대회 (마지막)

    2019년 07월 17일 ~ 18일

최고경영자(CEO) 및
C-level 임원연수

2019년 중국 연수프로그램

해외교육중국특화
프로그램

Our Business Our Business

문 의    중국사업센터   02)3274-9321 문 의    글로벌교육본부    02)3274-9384,9386

회원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글로벌 네트워킹 및 
중국기업 교류 확대의 기회를 제공

다양한 중국 혁신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신규 프로그램 베스트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

• 중국 新 유통! 차이나리포트 시즌2

     2019년 6,11월 / 중국 북경

• 중국 유통전자상거래 수출 심화 연수

     2019년 6,10월 / 중국 항저우

• 블루오션의 개척자! 절강상인

     15명 모집시 출발 / 중국 항주

• 중국 시장진출 창업 및 스타트업 전략연수

     사전예약접수 / 중국 북경,상해,심천

• 2019 MWC Shanghai

     2019년 6월 / 중국 상해

• 대만 ‘글로벌 강소기업’ 벤치마킹 연수

     15명 모집시 출발 / 대만 타이베이

• 4차 산업혁명! 차이나리포트

     2019년 7,9,12월 / 중국 심천,홍콩

• 차이나 인사이트 트립

     15명 모집시 출발 / 중국 상해,심천

• 2019 심천하이테크페어

     2019년 12월 / 중국 심천

• 몽골, 잃어버린 야성을 찾아서

     2019년 6,7,8월 / 몽고

• 2019 CES ASIA Shanghai

     2019년 6월 / 중국 상해

• Innovation in CHINA

     15명 모집시 출발 / 중국 북경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가 그룹의
해외연수 
전담조직

왜 KMA 중국 연수인가?

2019년에도 귀사의 고품격 임직원 중국 연수를 책임지겠습니다!

- 국내 최대 중국 전문 연수기관 : 연간 50여회, 105개 사, 1,425명 참여
- 중국국가외국전문가국 정식 해외연수기관 위촉 : 2014년/ 위촉번호148201
- KMA만의 특화된 중국 네트워크 및 전문가 집단 
- 기업의 ‘임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차이나 인사이트 트립’ 운영



서비스 분류 서비스 분류프로그램/항목 프로그램/항목

최고경영자조찬회 GLOBAL HR 
TREND FORUM

KMAC 직무교육

이러닝교육

도서큐레이션
북쿠키

CHIEF 
EXECUTIVE

보고서

난문쾌답 홍보지원

B2B할인북모닝

KMA 공통교육

리더스포럼 HRDiscovery 

리더스포럼

하계최고경영자
세미나 외부기관

컨퍼런스

인사이트포럼
UK-TEST

이해人

CEO, 임원 전 임직원

부서장, 실무자 전 임직원

신입사원

신입사원

부서장, 실무자

부서장, 실무자

전 임직원

전 임직원
전 임직원

CEO, 임원

부서장, 실무자

전 임직원 -

전 임직원 -

전 임직원

CEO, 임원
전 임직원

전 임직원

매월 1회 연 1회

매월 1회 연 1회

요청 시

요청 시

상시

상시

상시

연간 이용
주 1회

월 1회

월 5회

연간 이용 - -

연간 이용 - -

월 4회

연 1회
개별 공지

연 10회
(지역별 2회)

2인 무료 2인 무료

3인 무료 무료

10인 무료

10인 무료

무료
(쿠폰차감)

무료
(쿠폰차감)

20% 할인

10인 무료

무료
(쿠폰차감)

무료

세미나
포럼

컨퍼런스

인적성
검사

교육

지식정보

네트워크
지원

1973년 시작된 국내 최초 경영자 대상 조찬회
경영의 혜안을 제시하는 품격 높은 네트워킹의 장

HRD 관련 최대 컨퍼런스인 ATD/ISPI Wrap-up 세미나

국내 최대 규모 실무자 대상 조찬회
최신 비즈니스 트렌드 학습의 장

국내 HRD 우수기업 사례 공유, 최신 HR 트렌드 
이슈 관련 세미나

작업량/작업곡선을 기초로 채용부적격자 선발에 
활용하는 간단명료한 인성능력검사

다면 검사를 기초로 직무수행특성과 
개인의 잠재특성 간 부합도를 판단하는 인적성검사

국내 최대 규모 실무자 대상 조찬회
최신 비즈니스 트렌드 학습의 장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학습과 휴식, 인적 교류의 장 조선비즈, KMAC, FN이노에듀 등 다양한 전문기관의

주요 산업 컨퍼런스

임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300여 개 공개교육 프로그램 
(계층, 승진자, HRD, 리더십, 비즈니스 스킬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150여 개의 직무교육 프로그램
(HRM, 마케팅, 영업, CS 등)

원하시는 시간, 장소에서 자유로운 교육 수강! 
500여 개의 직무, 어학, 전화외국어 과정

북소믈리에가 선정한 최신 경영 도서 발송 및 
관련 영상 학습 서비스

최신 경영 도서의 콘텐츠 요약 메일 발송 서비스

경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최신 경영 이슈가 담긴
프리미엄 정보지

경영진단/정보를 제공하는 5종의 한국산업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8,000여 편의 온라인 
지식 동영상 서비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8,000여 편의 온라인 
지식 동영상 서비스

KMA 회원사 제품, 서비스를 특별 할인 가격에 제공교보문고 제휴! 매일 업데이트되는 북브리핑 영상,
요약자료 제공 서비스 

지방 소재 회원기업 대상 세미나!
5대 권역(대전, 부산, 대구, 광주, 원주)을 중심으로 한 명사 초청 강연

내용 내용대상 대상개최횟수 개최횟수회원 혜택 회원 혜택

문 의     회원서비스본부   02)3274-9347

회원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 
KMA 회원서비스

회원서비스

Ou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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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수록 더 커지는 행복

낙후된 지역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

고자 사회구호단체 월드비전과 함께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고 

다양한 어린이 도서를 기증하고 있습니다. 군산, 성남,  동해, 인천, 

대구, 태백, 고양에 이어 2018년 청주에 8번째 큰마음어린이도서

관을 완공하였습니다.

KMA는 지식나눔 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자 노력합니다. 추운 겨울을 연탄으로 버텨내는 낙후

된 지역 및 어려운 가정에, 전 임직원이 매년 2만장씩 

사랑의 연탄을 배달  합니다.

연탄 나눔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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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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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수술 지원 재단(마주보기), 어린이들을 위한 꿈나무마을(마리아 수녀

회) 장애인 및 노인보호 시설(미오림복지재단) 등에 KMA의 따뜻한 마음

을 전달하고 있으며, “W-재단”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 긴급구호, 교육환

경개선 사업에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문

화예술단체 “랑코리아” 후원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행복나눔 # 사랑나눔 # 지식나눔 # 가치나눔

연탄 나눔봉사

어린이도서관 건립

미오림 복지재단 후원

새터민 청소년멘토링

W재단 후원

여명학교 후원

랑코리아 후원

마리아수녀회 후원

마주보기 후원2009

2011

2012~2013

2016~2018

연도별 사회공헌 기금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000,000

40,000,000

60,000,000

80,000,000

100,000,000

120,000,000

임직원 급여 1% KMA 기금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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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회남재단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회남 송인상 회장의 큰 뜻에 따라 

200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기업경영에 대한 창의

적이고 도전적인 시각 발굴을 위한 학술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영지식 

전파를 위한 경영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혁신 연구논문 사업을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새로운 시각 발굴, 변화와 혁신

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하고 대학(원)생에게는 우수 기업 체험의 장을 제공하며,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논문집을 발간하여 기업 및 대학 도서관에 배포함으로써 불확

실한 경영환경에서 우리 기업에게 경영의 인사이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전과 열정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갈

창조적 리더와 함께 하는 곳!

KMA 이봉서 회장이 KMA 회남재단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모습

회남장학생 문화 행사 초청관람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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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한국능률협회는 

개인의 자아실현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평생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지식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교육을 넘어 평생 교육으로, 

지식산업을 선도해온 지난 50여년이 

향후 100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MA는 계속 새로워지겠습니다.

지식으로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응원하는 KMA의 길에 

여러분도 동참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지식산업의 역사, 

KMA 한국능률협회

02)3274-9200  | www.kma.or.kr

대구경북본부
053)253-4181~7

제주본부
064)727-5300

부산경남본부
051)636-8442~5

호남본부
062)226-0100, 0116

대전충청본부
042)489-9091~3

강원본부
033)632-0055

서울 본회
02)3274-9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