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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과 성공의 키워드 

“창의적 인재육성”을 리드해온 

KMA한국능률협회

KMA한국능률협회는 지난 1962년 설립 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자 산업교육과 경영혁신에 정진해 왔습니다. 또한 

부단한 연구·개발 활동과 해외 우수 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우리 

기업 경영에 필요한 최적의 노하우를 제공 하였습니다.

그동안 양적인 성장과 발전에만 집중하던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활

동에, 체계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세계와 경쟁하는 기업들의 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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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은,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내고자 도전하는 KMA한국능률협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기업 경영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어 세계 속에서 우리 기업이 당면하는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KMA한국능률협회의 역할이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과 가치 있는 

인적 자원 창출을 위해 KMA한국능률협회는 꾸준히 노력 하겠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KMA한국능률협회와 함께 더욱 발전적인 

미래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봉 서 회장

KMA 한국능률협회

21세기 개인과 기업의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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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KM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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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공헌활동
행복나눔

펀드

공개교육
수익의 1%

임직원 
급여 1%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006

낙후된 지역의 어린이가 다양한 도서를 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구호단체 월드비전 

과 함께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다양 

한 어린이 도서를 기증하고 있습니다. 군산, 성남, 

동해, 인천, 대구에 이어 2016년 태백에 큰마음 어

린이 도서관을 완공하였습니다.

학업,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북한이탈청소년들

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차 통일한국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미래가 될 청소년들이 소중한 꿈을 가지고 성장

하기를 응원합니다.

의안 수술 지원 재단(마주보기), 장애인 및 노인보

호 시설(미오림복지재단), 어린이들을 위한 꿈나

무마을(마리아 수녀회) 등의 복지재단에 KMA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도림초등학교의 다문화가정 어

린이가 한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융화될 수 있

도록 지원합니다. KMA 직원들이 멘토가 되어 함

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졸업생들에

게는 매년 학업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연탄으로 버텨내는 낙후된 지역 및

어려운 가정에, 전 임직원이 매년 2만장씩 사랑의

연탄을 배달합니다. KMA는 지식나눔 활동 외에

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노력합니다.

KMA 한국능률협회 회원 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한 

CSR 활동으로, 진로 고민이 많은 새터민 청소년

들에게 희망하는 직업군에서 근무하는 회원사 직

원들을 이어주고 지원하는 커리어 멘토링을 제공

하였습니다. 

006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비전체계 및 인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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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AMA와 제휴

1981  생산성 향상 유관기관 지정

 KMA 경영개방대학 개설

1986  일본능률협회 (JMAC)와    

            컨설팅사업 제휴

1989  한국능률협회 컨설팅(KMAC)설립

 노동부 인정 직업훈련기관 지정(노동부)

1991  한국능률협회미디어(KMA-Media) 설립

1997  환경경영체제 연수기관 지정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Global Standard Management

 프로그램 개발

1998  경영정보신문 ‘The Management Times’ 창간

1999  월간 이노베이션월드 창간

 6-시그마 추진센터 국내 최초 설립

2000  FP(Financial Planner) 교육기관 지정

2001 한국능률협회경영인증원(KMAR) 설립

2002 경영자를 위한 경영정보잡지 ‘Chief Executive’ 창간

2004 국내 최초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 발표

2005 ATD Global Partnership 체결

2006 Wharton-KMA 최고경영자과정 개설

 미국 최대규모 교육기관 MC

               (Management Concepts)프로그램 개설

2007 송인상 명예회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2008  아시아 산업훈련기관연합회(AAMO)와 제휴

 세계적 금융인력 전문양성기관 Wall Street Training社와 제휴

2010 우편원격교육 ‘노동부 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12 창립 50주년 기념 Vision 선포

 CEIBS-KMA 중국비즈니스전략 최고경영자과정 개설

2013 일자리 창출지원 국무총리상 수상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담당기관 선정(경영일반 부분)

2014 중국 국가외전국 교육기관 등록

 중국 북경 사무소 개설(북경 왕징)

2015 제500회 최고경영자 조찬회 개최

2016 중국 알리바바닷컴과 한 · 중 기업간 지식교류 위한 MOU 체결

1962 한국능률협회 창립

1969  제1회 ‘한국의 경영자상’ 제정

 대구지역본부 설립

1972  제1회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 개최

1973  제1회 최고경영자조찬회 개최

 호남지역본부 설립  

1960

1980
1970

1990

HISTORY

1965년, 국내 최초로 IE코스(산업공학) 개설.

KMA 김병원 초대회장의 인사

Wharton-KMA 최고경영자 과정.

와튼스쿨의 교수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수업 진행

역대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자들의 모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인 자아발견 캠프

200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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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의 
최정상을 
달리는 경영자교육

경영자교육 부문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선진 프로그램

•가족과의 행복 충전과 함께 지식ㆍ

   정보ㆍ문화ㆍ예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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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교육

글로벌 기업의 전략과 핵심역량

벤치마킹을 통한기업경쟁력 강화

•공개 및 맞춤형 해외연수 프로그램

•해외 유수 교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 

   도입

•해외기업과의 교류 및 방한연수 

   교육 추진 지원

일자리창출

공기업ㆍ지자체 인재육성,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과 정부ㆍ

지자체 일자리 창출 솔루션 제공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

공개교육

인적자원개발과 조직개발을 

실현하는 산업교육

•리더십 & 성과관리

•계층별 역량강화 교육

•직무능력 향상 교육

•Business English 센터

컨설팅·진단·평가

인적자원개발과 조직개발을 

실현하는 솔루션

•조직/성과/휴먼컨설팅

•Assessment Center

•Development Center

•인/적성 직무능력 솔루션

회원서비스

차별화된 KMA만의 회원서비스로 

최고경영자 경쟁력 강화 및 경영혁신 

지원

•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부서장 조찬회

•CEO, 임원, 부서장, 실무자 커뮤니티

•KMA, KMAC 공개교육과 사이버교육 

   및 지식동영상 무료지원

•B2B 제휴서비스를 통한 홍보, 마케팅    

   및 원가절감 지원

•경영도서, 전략보고서 및 월간지를      

   통한 경영정보 제공

맞춤형 사내교육

HRD 전분야 및 경제/경영현황 관련한

특별강연, 고객맞춤형 사내 교육지원

•철저한 요구분석에 의한 시스템적 교수 설계

•현업에 실제 도움을 주는 직무 기능별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차세대 스마트러닝 중심의 이러닝 및

혼합교육 제공

인재원장, HRD부서장 교류회 운영

커리어개발

NCS 기반의 맞춤형 인재양성

•대학생 취업지원 맞춤사업

•신직업 개발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NCS 국가직무표준개발 사업

•KMA 비전스쿨

•문화예술 기반 조직소통 프로그램

•퇴직예정자 및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Corporat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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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코칭과 피드백

KMA의 더 나은 교육에 대한 고민 

러닝플러스

러닝플러스는

러닝플러스
모든 학습은 현업에 적용할 수 있어야 가치가 있다.

교육 참여도를 

높이려면?

교육내용을 오래 

기억하려면?

교육효과가 

현업에서도 

적용되려면?

경험과 실천을 통한 학습

Experiental Learning

타인을 통한 학습

Social Learning

형식 학습

Formal Learning

기억량 %

복습주기 시간경과

100

80

60

40

20

10분 1일 1주 1달

0

70 20 10

학습준비
(오리엔테이션)

사전진단 사후진단학습 비즈니스

성과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동기를 부여한다. 

눈으로 바로 교육 

효과를 확인한다. 

교육장을 떠난 후에도 

학습은 계속된다. 

• 교육 기대감 향상을 위한 

   사전 활동 수행

• 현업에 적용할 강력한 액션플랜

• 사전, 사후 진단 보고서의 

    즉시 제공

• 현업적용도 평가의 전면 적용

• 리마인드와 액션가이드를 통한 

    현업적용활동

• 교수와 리더의 코칭과 피드백

•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도 교육 전 기대치에 따라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의하면 학습 종료 직후부터 망각이 시작되며, 

    주기적으로 학습이 반복되어야, 그 내용을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을 떠난 후에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과 현장에서의 학습으로 확대되고 연계되어야 합니다.

높은 기대 현업적용 가능

낮은 기대 시간 낭비

학습활동에 몰입과 적용을 위한 

솔루션을 플러스 하여,

현업적용과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KMA 한국능률협회의 지식서비

스 솔루션입니다

동일한 

교육에 입과

현
업

적
용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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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교육

공개교육
계층별 리더십 스킬과 경영스킬, 직무, 글로벌 역량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300 여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층 상호
작용

조직
개발

매니지
먼트

직무 글로벌

HRD NCS/
역량평가

인문학 리더십

직무
•OA

•재무/회계/세무

•비서/구매/법률

•무역/물류

•IT

인문학
•인문학

•리더십트립 NEW

HRD

글로벌
•글로벌 실무

•중국 비즈니스

•비즈니스 중국어

•비즈니스 영어

매니지먼트
•전략/기획

•프로젝트 관리

•문제해결

상호작용
•소통

•문서작성

리더십
•타인 이끌기

•셀프리더십

계층
•관리자

•실무자

•승진자

조직개발 NEW

•직원행복증진(EAP) NEW

•성과지향조직 영역별 최고의 전문 교수진과 
다양한 영역의 교육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개인의 역량 및 
기업경쟁력 강화

공개교육

KMA의 대표 프로그램 “계층별 교육”
조직원의 계층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은 달라지며,  

KMA는 직급에 따라 사원에서 임원까지 각 계층의 종합적인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층별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에 따라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시합니다.   
실무를 책임지는 단계에서부터, 팀 단위, 전체조직을 관리하는 단계로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직급별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과정이 구성되었습니다.  

조직의 모든 계층 그룹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었습니다. 
채용과 승진에 따른 신임자 과정, 직급별 과정은 물론, 여성리더와 현장관리자 과정으로 촘촘히 구성되었습니다. 

클래식과 최신 트렌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매니지먼트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의 초급관리자 역량개발과정부터 뇌과학을 반영한 최신 트렌드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반영하였습니다. 

임원

관리자

실무자
실행 선도자
•실무 담당자로서 단위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
•업무 스킬 중심

성과창출책임자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목표 달성

•휴먼스킬 중심

비전 제시자
•사업기회와 조직의 비전 창조

•개념화, 인사이트 중심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임원

역량개발

고급관리자
역량개발 팀장 역량

개발

신임팀장
역량개발 여성리더

역량개발
현장관리자
역량개발

신임 
차/부장

신임 
과장

신임 
대리

초급관리자
역량개발

핵심실무자

입사2-3년차,
핵심전력화

신입사원 
Good Start

중급관리자
역량개발

NCS/역량평가
•학교

•기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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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교육

KMA 공개교육은 바르다
•모든 학습은 현업에 적용할 수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믿음으로 교육 전, 중, 후에 현업에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러닝플러스 솔루션을 제시한 바른 교육을 지향합니다.

•계층별 리더십에서부터 직무 전문교육까지 개인의 역량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올바른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KMA 공개교육은 다르다
•개인 및 조직개발 트렌드에 발 맞춘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공개교육

바르다

빠르다다르다

KMA
공개교육의

특징

좁은 강의장을 벗어나, 역사와 문화의 

현장에서 탐색하는 리더십 트립

임직원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직원행복증진 교육

개인별 역량진단 및 맞춤형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저성과자 개별 관리 트랙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쇼파와 신문, 커피라운지만 있는 휴게실은 없다, 

KMA 놀이터

식권으로 탐방하는 맛집, KMA 테이스티 로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여의도 공원과 한강을 인접한 여의도센터, 

선릉과 정릉이 가까이 강남센터, 

해운대 장산과 수영만 사이 부산센터, 

광주시민의 숲이 푸르른 호남센터 

KMA 공개교육은 빠르다

학습효과를 즉시 파악 

•학습 전과 후에 학습 향상도 및 변화된 역량 지표를 모바일 시스템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여의도, 강남, 부산, 

호남에서 만나는 KMA 공개교육 

학습진단-http://ktest.kma.or.kr

학습 전 학습 후

학습효과
피드백

•여의도센터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10층(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강남센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32 HJ컨벤션센터 

4층(선릉역 4번 출구)

•부산센터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센텀시티역 4번 출구)

•호남센터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13(대촌동) 

광주하이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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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KMA 강남센터가 직장인 경력개발을 위한 직무교육센터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런 분들에게 특히 KMA 강남센터는? 

강남센터

KMA
강남센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32 

HJ컨벤션센터 선릉역 4번 출구 앞

• 나의 커리어 영역에서 자기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분

• 새로운 분야의 전문지식을 쌓고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

• 직장에서 직무 전문성이라는 날개를 달고 승진하고자 하시는 분 

• 인생학교의 긴 여정에서 중요한 나의 경력관리에 변화가 필요하신 분

KMA 강남센터는 장기과정 중심의 실무밀착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IT 기획 :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 기획 실무

2. 데이터 분석 : •빅 데이터 R-HADOOP 분석 실무

•빅 데이터 시각화 분석 실무

3. 프로그래밍 : •파이썬을 활용한 웹서비스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실무 분석 실무

4. 네트워크보안 : •CISA, CISSP,  정보보안기사 자격증 대비

5. 디자인 : •UX/UI 디자인 포트폴리오 제작

•컴퓨터 그래픽스운용기능사 실기대비

6. 신산업 : •3D프린팅전문가양성과정

공개교육 

1. 신청
•www.kma.or.kr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훈련위탁계약서 제출(FAX. 02-6020-9684)

•현장 카드 혹은 전자계산서를 통한 교육비 결제

4. 사후진단
•스마트폰을 활용한 HRD-Net 훈련과정 

   출결관리 전용 어플리케이션 혹은 지문
   인식기를 활용한 출결 체크 실시

•중식 식권 제공

•전체 교육 시간 중 80% 이상 출석시 수료

•학습 종료 시 사후진단을 실시하여 학습 
   전과 후의 변화 확인

5. 현업적용도전
•학습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효과적인 
   현업 적용을 위해 1~4주간 학습 내용 

   리마인드 자료와 현업적용 액션가이드를 

   제공합니다. 

3. 공개교육 참석
열공하고
경험을 나누고!       

맛난 밥도 먹고!

놀이터에서 스트레스도 풀고!            

 

수료 입과

2. 사전진단 및 오리엔테이션
•모바일 http://mktest.kma.or.kr

   (혹은 PC에서 http://ktest.kma.or.kr) 에서 

   입과 전 나의 역량 수준 진단

•학습의 기대감을 높이는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통한 워밍 업! 

START!

문의 인재개발본부 Tel. 02-3274-9215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각 단계별로 진행되며, 
   고용보험환급참가자와 일반참가자는 절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KMA 공개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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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추천과정

Leadership Trip
리더십트립은  우리 사회의 위대한 인물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보고 리더로서의 길을 진지하게 성찰해 보는 프로그램 

입니다. 역사가 탄생하고 소멸한 곳이라는 매우 의미 있는 장소에서 주제별 명사의 강연은 물론, 관련 장소의 탐방을 통해

좁은 강의장안에서 단편적인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리더의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더해, 지혜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 입니다. 

2017 추천과정

KMA 저성과자 역량향상 솔루션

개인측면 업무측면 조직측면

매 순간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한양 도성길을 거닐며, 성찰을 통해 리더가 지녀야 

할 7가지 마음가짐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술가들과 문학작품에 대해 

이야기 해주는 여정을 통해 작가들의 상황과 

생각, 감정을 고스란히 느껴 봄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경영의 현장에서 앞선 

시대를 살아간 현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명확한 리더의 길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고난과 역경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추사 김정희의 삶을 통해 리더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보는 시간입니다. 

혼을 담는 열정,
통영에서 만나는 

예술의 지혜

역사를 통해 
배우는 

리더의 길

한양도성길에서 

배우는 리더의 

7가지 

마음가짐

제주에서 만난 

리더의 길 리더의 

자기 혁신

저성과자

맞춤형 교육은

없을까?

대상자가 한 

사람인데도 

가능할까?

원하는 시기에 

업무도 하면서 

교육받을 순 

없을까?

저성과자 평가를 

신뢰할 수 

있을까?

개인별 역량 진단

• 15개 역량 60개 문항의 

    온라인 역량진단 진행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 개인별 역량 평가 및 결과보고

• 인원과 기간에 맞춘 설계 및 

    교육 관리

•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 필요 역량별 우선순위에 맞는   

    역량평가 실시

• 결과 보고서 제출

解弦更張(해현갱장): 줄을 풀

어 팽팽하게 다시 매는 초심 

상기 강한 정신력을 기반으로 

자신의 미래 설계 계기 마련

개인별 부족 역량에 대한 

학습 원활한 업무 적응을 

통한 전력화

조직성과 목표를 공유하고

조직의 결속력과 소속감 강화

저성과자의 건전한 육성을 통

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문의 KMA 인재개발본부 Tel : 02)3274-9323문의 KMA 인재개발본부 Tel. 02)3274-9305 

프로세스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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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인재개발본부 Tel. 02-3274-9311~3

맞춤형사내교육

편리하고 빠른 온라인 진단
교육 전/후의 진단, 만족도 현업 

적용도를 모바일 및 온라인으로 진행

실시간 진단 결과 리포트 제공
진단 전후 Gap분석 리포트 만족도, 

현업적용도 결과 리포트의 실시간 제공

정밀한 평가시스템을 통한 효과검증
체계적인 표준평가시스템을 통해

학습 후의 효과 측정이 가능

01 교육 제안

•고객사 상담
•고객사 기초조사
•교육 니즈 조사
•제안 및 협의

04 사후관리

•설문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제공
•교육 미비점 파악
•현업 적용도 평가
•차년도 교육 계획 제언

02 설계 및 개발

•학습 목표 설정
•주요 학습내용 설계
•교수전략 수립
•교보재 개발
•평가 계획 수립 및
 도구 개발

03 교육 실시

•교육 운영안 도출
•교육준비 
 (교육색, 교재, 교육장 등)
•교육진행
•사전/사후진단
•만족도 평가 실시 및   
 교육정리

맞춤형사내교육이란?
고객사의 경영•인적자원개발 환경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층별 교육에서부터 특수한 목적을 가진 교육과정에 이르기

까지 가장 적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맞춤교육 서비스입니다. 

Position & Role

Human

Performance

 Organization

•부서장 역량 개발             •팀 매니지먼트

•여성리더 역량강화             •초급관리자 역량개발

•중견사원 역량개발              •신입사원 Good start 외

계층중심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해당 계층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사람중심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자기개발 프로그램

업무성과중심

직면한 현업의 문제해결

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

시켜 조직성과에 기여하

는 교육프로그램

조직중심

조직관리, 조직문화 중심으

로 조직 내 긍정적인 변화

를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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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사고와 기획력       •문제해결 의사결정

•창의적 사고능력 향상       •사업계획 수립

•사내교수 양성 외

•활력 넘치는 조직 만들기      •위기 관리 교육

•비전 공유 워크숍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스트레스 제로 일터 만들기     •팀빌딩

2017 추천과정

직원행복증진 프로그램(EAP)
근로자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교육 및 심리케어 등을 통해 해결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원행복증진 교육이란? 

일 ·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해 전문상담사 및 강사가 투입되어 집단상담*을 바탕으로 심신을 

치유하는 힐링교육

집단상담*

소규모 대상을 상대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담 기법

지방이전, 가정친화, 동료상담 등 다양한 대상과 주제에 관련된 교육 및 집단상담 수행

직원행복증진 교육의 특장점

문의 인재개발본부 Tel. 02-3274-9372, 9215

풍부한 사례연구를 통한 

만족도 높은 실전형 프로그램

전문성을 갖춘 

검증된 프로그램

대상과 주제에 따른 

사내 맞춤형 진행가능

EAP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

으로 진행되므로 다양하고도 상

세한 실질적 사례제시가 가능합

니다.

KMA EAP교육은 EAP전문기업인                            ,                  와 공동으로 진행 합니다.

EAP 관련 국내 최대 지적재산권 

보유기관의 전문 상담사와 보건

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의 일·가정 

양립 지원기관 전문가의 교육으

로 진행됩니다.

기업/기관 특성 및 이슈, 직급, 부

서 등에 따라 다양한 심리치료 및 

도구를 활용한 맞춤형 사내 프로

그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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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Center

모의상황 과제를 활용하여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피드백 중심의 교육 방법

문의 컨설팅센터 Tel. 02-3274-9227 문의 진단/평가센터  Tel. 02-3274-9251, 9235

문의 컨설팅센터 Tel. 02-3274-9227

Performance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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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Center(KMA D.C.)
• 역량을 개발한다는 것은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행동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행동을 실제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 역량 개발은 자신의 역량 수준을 있는 그대로 성찰 하는데서 시작합니다. 

 DC는 AC의 핵심적인 요소(다양한 모의과제, 복수의 평가자, 정밀한 기준 등)을 교육에 적용한 과정으로 정확한 자기성찰

    과 높은 개발 동기를 부여하여 행동변화로 연결되는 강력한 역량개발 방법입니다.

KMA Assessment Center(KMA A.C.)
직무관련 지식과 스킬을 갖추더라도 조직(개인)의 성과달성 및 리더십 관련 행동(역량)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수한

인재(리더)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KMA 역량평가는 개인의 실제 역량수준을 행동으로 이끌어내고 체계적인절차를 

통해 평가합니다.

역량 평가(개발) Solution

AC는 공정한 평가절차와 타당하고 신뢰로운 평가결과를 제공하며, 특히 리더직급의

승진 또는 선발, 업무상황에서의 개인의 강·약점 진단 등의 목적으로 설계, 활용, 운영될 수 있습니다.

DC는 참가자에게 역량과 관련된 행동을 직접 요구하는 과정으로 개발되며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역량 수준을 직접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되므로 교육담당자들의 가장 큰 의문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과 답을 줄 수 있는 과정입니다.

평가 설계

니즈 파악
평가대상 직무이해

역할과 역량 정의

과제 개발

Simulation 과제 
구성

평가지표 제작

AC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평가 운영

평가센터 운영
평가 및 

결과 취합

결과 피드백

개인별 결과 
피드백

평가 결과표

동료의 피드백 전문 FT의 피드백

역량과 관계된

모의상황
(Simulation)

Performance Solution

조직컨설팅

HRD컨설팅

• 조직문화 진단

• 조직구성원 만족도 조사

• 조직, 인력, 업무 효율성 개선

• 조직성과 개선

• 개인성과 개선

• 성과관리체계 개선

• 인재상 정립

• 중장기 인재육성 전략 수립

• 교육체계수립 및 교육과정개발

KMA는 글로벌 국제성과향상학회(ISPI)의 ISPI Korea 챕터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HPT(Human Performance Technology) 대표기관입니다.

컨설팅 사례
A기관의 직무역량기반 HRD컨설팅

• 인재상 수립과 함께 NCS를 활용한 직무역량기반의 교육훈련체계 수립

• 체계적 직원역량강화를 실행할 수 있는 HRD 인프라를 구축

직무역량기반 HRD컨설팅

가치체계 및 전략에 기반한 

교육훈련체계 수립 교육내용 

및 운영방법의 체계 확립

컨설팅 이후

재단의 가치와 철학이 

반영된 인재육성 체계 수립

으로 교육의 효과성 및 

효율성 증대

퍼포먼스 컨설팅 AC, 가장 정확한 역량 평가 방법!

• 다수의 모의상황(Simulation)과제 사용 : 실제 업무상황과 유사하게 디자인된 평가 과제를 통해 현업에서 드러나는 역량을 평가

• 다수의 평가 기준(역량)을 중복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이 되는 역량을 다수의 과제에서 두 번이상 중복해서 평가

• 다수의 평가자에 의한 정확한 평가 : 한명의 대상자에 대해 두명이상의 평가자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

How to do? Value Up
가치체계에 부합한

인재육성 철학 미흡

인재에 대한
교육철학 및

인재상 구체화

인재육성의

구체적 방법 미흡

인재육성을 위한

내용과 운영 체계화

체계적인 인재육성 

도구 미흡

체계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근간(제도) 마련 

컨설팅 이전

재단 가치체계 및 전략과

인재상 및 교육체계간

연계성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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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진단/평가센터 Tel. 02-3274-9223

이해인 검사
채용, 선발에 최적화 된 한국형 인적성검사!

Extended DISC
개인, 팀 조직진단을 통한 최고의 솔루션!

UK인성·능력검사 
예측불가! 연속가산(덧셈)법을 통한 독특한 검사방법으로 조직의 부적응자 사전 선별!

인적성 · 직무능력 Solution

• Uchida-Kraepelin 정신검사(이하 UK인성·능력검사)는 독일의 정신의학자인 Emil Kraepelin의 연속가산(덧셈)법을 토대로 우치다  

 유자부로(Uchida Yuzaburo)가 발전, 실용화시킨 일종의 정신작업검사입니다. 

• 수검자가 일정한 시간 동안 연속적인 덧셈 수행을 할 때 얻어지는 작업량,  작업 특성 및 작업 곡선을 기초로 하여 업무 수행

 능력, 흥미 및 성격(일관된 특징, 기질)을 진단합니다.

• 이해人 검사는 KMA와 직무능력검사분야의 전문연구진들과 함께 직접 연구개발한 검사입니다. 

• 본 검사는 기업 직무수행을 위한 특성과 개인이 내재하고 있는 잠재적 특성능력의 합치여부를 판단하여 우수인재의 채용,  

 교육, 직무배치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직무능력부족자, 직무와의 이질성을 사전에 분류, 평가할 수 있는 인적성+직무능력   

 검사입니다.

• 팀 단위에 대한 직접적인 진단이 가능한 인성검사 입니다. 

• 개인과 조직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고, 잠재된 갈등을 해소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합니다.

기존 

인적성검사가

 가지는 문제점 

해결

쉽고, 간편한 검사

응답 방법과 검사

진행의 편의성

(온/오프라인)

교육담당자: 팀, 

조직 시너지 향상

을 위한 자료 제공

인성검사를 

필요로 하는 이유의 

해답 제공

선발에 최적화된 

한국형 인적성검사

인사담당자: 인사/

채용을 위한 객관

적인 데이터 제공

간편한

검사 시행

기업 맞춤형 

Customizing

•NCS 기반 채용

에 활용가능

기관: 조직을 심화

적으로 이해

명확한

결과 제공

신뢰할 수 있는 검사

•인성 특화 298문항 개발

•수검자의 응답왜곡

(허구성) 수준 진단

컨설턴트: 객관적인 

기초자료의 제공

문의 경영자교육본부 Tel. 02-3274-9363~7

The Most Preferred Institute of Executive Education in Korea
격변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경영자(CEO & Executives)가 직접적으로 경영에 접목시킬 수 있는 다각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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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경영자교육 CEO & Executive
경영자/임원이 가장 선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커리큘럼

UK인성능력검사

POINT!

이해人 검사

POINT!

E-DISC검사

POINT!

/

/

/

/

/

/

/

/

/

연찬ㆍ세미나

경영ㆍ경제분야

非 경영ㆍ경제분야

• 최고경영자조찬회

• 하계최고경영자세미나

• 수ㆍ지ㆍ향

• FCA(Future CEO Academy)

• 신임임원과정

• AFLP(Advanced Financial   

    Leadership Program)

• PBS(Purple Brain Society)

• 변화 · 혁신 과정

• 트렌드 세미나

• 명품지식콘서트

• ASLP(Advanced Strategy  

    Leadership Program)

•세이와주쿠 아카데미

•40년 전통의 경영자 교육 산실 최고경영자조찬회 (매월)

•하계 휴양을 겸한 지식, 정보, 문화, 예술의 유쾌한 만남 하계 최고경영자세미나 (7월, 3박4일)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조찬 시리즈 수ㆍ지ㆍ향[수요일에 만나는 지혜의 향연]

•새로운 세상과 뉴 비즈니스에 대한 미래 예측 트렌드 세미나

•스토리로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명품 지식콘서트

• 살아있는 경영의 신,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의 경험과 철학을 공유하기 세이와주쿠 아카데미

•위대한 기업과 존경받는 경영자를 위한 백년대계 FCA(Future CEO Academy)(2세 경영자과정)

•신임 임원 교육의 새로운 기준 신임임원과정

•재무회계, 경영전략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변화를 가져다 줄 Advanced Leadership Program

•우리 시대 가장 통찰력 있는 과학자, 정재승 교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각 Purple Brain Society

•세상의 변화를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견인한 해법을 제시! 변화•혁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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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개발 / 평생교육

문의 성장지원본부 Tel. 02-3274-9228  /  NCS 개발센터 Tel. 02-3274-9286 문의 일자리창출본부  Tel. 02-3274-9278

•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신직업개발 프로그램

• 퇴직예정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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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맞춤형 예비 신입사원 양성 과정

• 직무과정 프로그램 운영 

 (영업, 마케팅실무, 인사관리실무, 전략기획실무,  

 유통관리실무, 금융실무 등)

• 직업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문제해결,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등)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기반 

컨설팅 사업

평생교육
사업

일자리 창출 및 
지자체

역량강화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청년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자치단체
역량강화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일자리창출을 위한 연구 및 방향 수립

•평가·인증·시상사업

장년 일자리
•장년 취업 인턴제 사전 직무 교육

•여성/노인 일자리

•사회적 경제 및 마을 활성화 사업
자치단체 역량강화
•국정과제 핵심가치교육 (창조경제, 정부3.0)

•지자체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조직활성화 등)

•주민교육

    (주민자치교육, 이통장 교육, 마을만들기 등)

•지역역량강화사업

청년 일자리
•청년취업인턴제 사전직무교육

•인재육성아카데미

•청년실업대책

커리어개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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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 및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

대학생 취업지원 

맞춤사업

일자리 인프라

확충
맞춤형 특화교육

일자리 창출 및

지자체 역량강화를 

통한 가치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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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해외사업개발센터 TEL.02-3274-9296,9321,9388 /  자세한 내용은 KMA 홈페이지 -> ‘해외연수’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글로벌교육 본부 TEL. 02-3274-9380, 9384

일본 신춘/하계 최고경영자 대회 세이와주쿠 
세계경영자 대회

월드비즈니스포럼

• ECI 컨퍼런스 한국대표단(Ethics & Compliance Initiative)  2017년 4월 24일 ~ 4월 26일 (미국, 워싱턴 D.C)

• ISPI 컨퍼런스 한국대표단(International Society for Performance Improvement)  2017년 4월 28일 ~ 5월 2일 (캐나다 몬트리올)

• ATD 컨퍼런스 한국대표단(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  2017년 5월 21일 ~ 5월 24일 (미국, 애틀란타)

• 세이와주쿠 세계대회  2017년 7월 예정 (일본, 요코하마)

풍부한 경험 및 노하우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가 그룹의 해외연수 전담조직

KMA는 지난 50년간 6,000여 회 이상의 해외

연수를 주관하였습니다. 다년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연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에 

최고의 Performance와 Output을 제공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전 세계 각 

지역의 KMA 제휴 기업 및 기관들의 Global 

Network를 통해 연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교육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연수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수 기획 단계부터 실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Consulting과 Coordinating을 하여 최상의 해외연수를 

제시하여 드립니다.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연수 
세계경제 및 경영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국내외 경제 동향과 우리기업의 대응전략을 전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매년 많은 한국 경영자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략, 기업성과향상, 신성장동력, 지속 가능한 경영, 

국제정세동향 등의 파악을 통해 기업의 미래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컨퍼런스 한국대표단 
HR, M&A, 전략, 혁신, 경영, 마케팅기획 등 각 분야별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단을 구성 및 파견하여 Global Trends와 

Best Practices를 학습하고 기업 내 각 부문별 담당 임원, 부서장,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합니다.

Customized Program
연수주제, 연수지역, 연수기간, 연수대상(인원) 등을 고객사의 Needs에 맞게 기획 / 실행하는 해외연수 추진기업에 대한 

맞춤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해외사업개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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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인적자원을 육성하여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해외연수

    우리는 왜! 中國을 알아야 하는가?

–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유래 없는 성장!

– 세계 500대 기업 중 20% 중국 기업

– 2018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소비 시장 등극 예상!

– 차이나머니의 공습! 중국의 M&A의 열풍!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자 주요 투자대상국이며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이웃 국가입니다.

그 동안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한국이 누렸던 ‘중국 특수’는 이제 우리에게 거대한 블랙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마저 중국에 덜미를 잡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진행 중이며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의 기술과 산업 규모는한국을 이미 추월

했거나 거의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우리나라와 불과 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에게 있어 크나큰 혜택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귀사 임직원들의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위한 기회를 

中國에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능률협회 중국연수 사업의 특장점

– 국내 최초 중국국가외국전문가국의 정식 해외연수기관 위촉                   – 중국의 명문 대학, 기관, 협회들과의 상호 협력 MOU 체결

– 알리바바 등 중국 대기업들과의 협력 및 Arrange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중국, 한국의 대기업 대상 방한(訪韓), 방중(訪中)연수 기획, 운영 

                                                                                                 경험을 지닌 전문가집단

     한국능률협회 중국연수 사업 제공 서비스

– 기업 맞춤형 중국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서비스 제공                            – 중국 기업경영자 및 단체 등 경영자 상호 교류 행사 지원

– 중국 현지의 컨퍼런스 개최 및 마케팅 사업 협력 지원                          – 중국 최고의 분야 별 유명 경영자 및 명사의 한국 초청행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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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인재개발본부 Tel. 02-3274-9249

KMA 특화서비스
기업, 공공부문의 경영혁신과 개인의 경쟁력 강화 및 자아실현을 위한 원격 이러닝 서비스

원격 이러닝

KMA

특화서비스

교육과정에 대한 역량개발 외에도 KMA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신지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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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분석을 

 통한 교육효과 리포트

•  보유 컨텐츠 제휴 및 판매

•  원격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뒤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교수와 토론강의를 진행 

 하는 ‘플립러닝’형 역진행학습

• 이러닝과 관련 오프라인특강이 결합된  

 혼합학습

•  오프라인 강연 진행 시 

 스마트디바이스를 활용하여 Live방송,  

 실시간Q&A 등 실시간 소통형 

 융복합학습

인터넷 

원격교육
블렌디드

러닝

문의 인재개발본부 Tel.   02-3274-9242

전국인재개발원장연합회

대한민국HRD부서장교류회

Korea HR Society 

취지 및 목적 조직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기업의 성장 및 발전과 함께 중추적 핵심요소로써 인식될 뿐 

   아니라 모든 공사 기업의 조직 내에서도 HRD부서가 핵심부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HRD 부서장교류회는 인재 양성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안고 한국기업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HRD   

                부서장님들과 협력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창조적   

                기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주요활동 및 특전 • HR Prosumer로서의 최신 HRD관련 정보 연구 • 연간 6회 정기모임 및 특별교류활동 

   • 참가회원 기업상호간의 교류 및 정보공유  • 국내외 우수 연수원 벤치마킹 

   • 사례발표와 성과 창출 적용방안 및 운영 성과 토론 

회원사 현황

교원 금융투자협회 금호아시아나그룹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심 인재원

대신증권 대한항공 인력개발원 동부인재개발원 동양증권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인재개발원 롯데하이마트 삼성서울병원 삼성전자 인재개발센터

삼성전자 첨단기술연수소 삼성테크원 삼양홀딩스 삼천리 신용보증기금

쌍용자동차 씨앤앰 아주캐피탈 애경산업 에너지관리공단

에스원 엠피씨 오리온 우리투자증권 인천국제공항공사

종근당 코오롱 인재개발센터 파라다이스 파리크라상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한국도로공사 인력개발원 한국쓰리엠 한국야쿠르트

한국수력원자력 한라인재개발원 한솔그룹 한진해운 한화

한화생명 현대EP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현대증권 CJ인재원 GS리테일

GS칼텍스 JW홀딩스/JW중외제약 KBS 한국방송 KGC인삼공사 LG CNS

LG 디스플레이 LG 상사 LG화학 LS미래원 MBC

OCI (주) SK 플래닛 SK인천석유화학 SK 하이닉스 S-Oil

(회사명:가, 나, 다 순)

회원사 현황

국민은행인재개발원 금호아시아나그룹 인재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심인재원 농협중앙회

대림산업 대한항공 동국제강그룹연수원 동부인재개발원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양인재개발원 롯데인재개발원 보험연수원 삼성인력개발원 아모레퍼시픽 그룹

에스원 엘지인화원 우리투자증권 우리인재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포스코 미래창조아카데미

포스코인재창조원 하나은행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교육원

한국무역협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한국전력공사 한라인재개발원

한화인재경영원 현대백화점그룹 인재개발원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현대중공업 효성

CJ 인재원 GE KOREA GS건설 GS칼텍스 KBS인재개발원

KGC인삼공사 인재개발원 KOTRA 글로벌연수원 KT&G인재개발원 K-water 교육원 LG CNS

LS미래원 SK아카데미 SPC 미래창조원 STX

(회사명:가, 나, 다 순)

취지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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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활동 및 특전 • 연간 6회 정기모임 및 특별교류활동  • 회원간 우수사례 공유 간담회 

   • KMA 조찬모임 초청(최고경영자조찬회)  • 국내외 저명 CEO 초청세미나

   • 국내외 우수 연수원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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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고객가치본부 회원사무국 Tel. 02-3274-9382

서비스 분류 프로그램/항목 내용 대상 개최횟수 회원 혜택

세미나 
포럼

최고경영자조찬회
•1973년 시작한 국내 최고의 조찬회 

•매회 7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
CEO, 임원 매월 1회 2인 무료

리더스모닝포럼
•국내 유일의 실무자 대상 조찬회

•매회 800명 이상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
부서장, 실무자 매월 1회 3인 무료

하계최고경영자

세미나
•학습과 휴식, 교류를 통해 경영의 혜안을 제공 CEO, 임원 연 1회 20% 할인

인사이트 포럼 

•지방 소재 회원사 대상 세미나, 

   5개 권역(대전, 부산, 대구, 광주, 원주)을 

   중심으로 트렌디한 명사를 초청, 인사이트를 제시 

부서장, 실무자 
연 2회

(5개 권역)
10명 무료

핵심
역량교육

KMA 공개교육

•인적자원 개발과 조직개발을 실현하는 산업교육

   리더십 & 성과관리

   계층별 역량강화 교육

   직무능력 향상 교육

   글로벌 프로그램 교육

부서장, 실무자 항시

통합쿠폰

(정회원 기준 20매 

한도에서 자유 사용)

*과정별 소요매수 

상이함

KMAC 공개교육

•전문성 강화에 특화 된 직무교육

   경영전략, 인사조직, 경영품질

   CS 경영, C&C, 영업

   마케팅, 생산혁신, 기술경영

부서장, 실무자 항시

난문쾌답 •5,000여 편의 지식동영상 서비스 (1년 회원) CEO, 임원, 실무자 항시

(정회원 B-Type 기준) (정회원 기준)

서비스 분류 프로그램/항목 내용 대상 개최횟수 회원 혜택

인적성검사

UK테스트 •작업량, 작업곡선을 기초로 업무 수행 능력  진단 신입사원 연 10회 무료

이해인 •다면검사를 기초로 직무 적합도 평가 신입사원 연 10회 무료

HRD컨퍼런스

HR Trends 

Forum

•글로벌 HR 컨퍼런스 ATD, ISPI 렙업

•담당자 간 강력한 네트워크 형성
실무자 연 1회 무료

HRDiscovery
• 국내 외 HRD 사례 공유 다양한 정책 및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지식의 장
실무자 연 1회 무료

모바일서비스 KMA edge
•모바일 앱 엔터치고 구글 마켓,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가능
전직원 무료

네트워크지원

홍보지원
•KMA 1,000여 회원사의 강력한 네트워크와 파급력 

  있는 채널을 활용, 회원사의 제품과 서비스 홍보
협의

B2B할인
• DHL, 한국렌탈, 롯데렌터카 등 KMA 회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특별 가격에 활용
할인

지식정보매체

CHIEF EXECUTIVE
• CEO라면 꼭 알아야 할 경영 필수 이슈와 국내 외 

경영전망 제공
CEO, 임원 월 1회 무료

혁신리더 •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트렌드 제시 부서장, 실무자 월 1회 무료

보고서
• 최고의 기업 전략과 경영 노하우를 제공

• 기업 경영전략 구상에 새로운 방향 제시
CEO, 임원 월 6회 무료

스마트 네트워킹의 중심! KMA 회원 서비스 

회원기업 최고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KMA는 지난 1962년 설립 이후 50여년 동안 회원기업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부단한 연구·개발 활동과 해외 우수 컨설팅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앞으로도 성장 동반자와 상생의 조력자로 자리매김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회원서비스 회원서비스

/ /

KMA 회원서비스는 기업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036

www.kma.or.kr

지식연구소
Be the Korea's No.1 HR Contents & Platform Center

HR contents와 platform을 창조하고 있는 지식연구소는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KMA 사업 영위에 필요한 지식을 

공급하며, KMA 비전과 미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습솔루션 개발센터
• 공개/사내형 표준과정 개발

• 고객 니즈 중심의 콘텐츠 개발

• HR Trend 연구조사

• 지식콘텐츠 관리

• 교수자원 관리

역량평가&개발센터
• AC, DC, SC 평가

• AC, DC, SC 과제 개발

• 평가 시뮬레이션 운영

문의 지식연구소 Tel. 02-3274-9255, 9252, 9233 

지식연구소

Management 코칭,

코치 양성

Business Issue 

및 Trend, 

HR Issue 및 

Trend

AC, DC, SC의 평가 

및 과제개발, 

AC 평가전문가 양성

DC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과정, 학습모듈, 

진단 도구의 개발, 

과정개발 전문가 양성

계층교육, 인문학,

리더십, 매니지먼트,

소통, HRD, NCS 

분야의 학습지원,

전문 교수 양성

NCS 표준개발, 

NCS 채용 컨설팅, 

NCS 기업활용 컨설팅, 

NCS 교수 양성

HR컨설팅, 

컨설트레이닝,

OD Facilitating, 

컨설턴트 양성

경영코칭

연구조사컨설팅

역량평가과정개발

강의

NCS

강의
컨설팅

경영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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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역량개발

여성리더
역량개발

현장관리자
역량개발

중급관리자 역량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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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층

관
리

자

과정세부내용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임원의				

	 정체성

▶	4시간

1） 임원의 개념과 존재감
•	임원의	개념과	존재감을	알아본다.

•	“Who	am	I”	각자	자기성찰을	해본다.	-	임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2） 임원으로서 역할수행 •	임원으로서	역할수행을	모색해본다.	-	현업에서의	실제	사례	경험	상호학습

3）  임원 R&R과 역량 •	임원이	갖춰야	할	R&R을	이해한다. •	임원이	갖춰야	할	역량을	알아본다.

2.	핵심가치

▶	3시간

1） Vision Hierarchy와 

핵심가치 내재화

•	Mission,	Vision,	Strategy,	Goal의	위계와	개념을	이해한다.

•	핵심가치	내재화를	이해한다.

2） 회사와 사업부(본부)     

Alignment

•	Vision	Hierarchy를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사업부(본부,	팀,	부서)와	연계시킨다.

				-	실습	및	상호학습	공유

3） 업(業)에 대한 개념유형 

이해 

•	업(業)의	개념을	이해한다.

•	회사	또는	자신이	관장하고	있는	사업부(본부,	팀,	부서)의	업(業)을	구상해	본다.

				-	실습	및	상호학습	공유

3.	Biz	핵심		

역량

▶	7시간

1） 임원의 Biz Acumen 이해
•	임원이	갖춰야	할	핵심역량을	알아본다.

•	핵심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 핵심역량 진단
•	개인별	핵심역량을	진단한다.	-	영업,	생산,	재무,	전략,	인사,	리더십,	조직

•	핵심역량	중	약점	보완계획을	수립한다.

3） 주요 핵심 역량 고찰 
•	주요	핵심역량	내용을	알아본다.	-	개념,	기본이론,	핵심내용,	적용사례

•	학습자	핵심역량	사례발표	-	해당	분야	전문	역량	및	경험	보유자	

4.	리더십

▶	3시간

1） 리더십 개념 및 Trends 
•	리더십의	정의와	개념을	이해한다.

•	리더십과	매니지먼트를	구분한다.

•	최근	리더십	Trends를	알아본다.

2） 업무 관점 리더십
•	올바른	방향제시	방법을	습득한다.

•	일하는	분위기	조성방법을	습득한다.
•	조직의	성과관리를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3） 사람 관점 리더십 •	구성원의	인재육성	방법을	습득한다. •	구성원의	동기부여	방법을	습득한다.	

5.	조직관리

▶	3시간

1） 조직의 개념과 유형

•	조직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인식한다.

•	조직의	유형에	따른	특징을	알아본다.

•	조직관리의	요소와	유형별	스킬을	습득한다.

2）  효과적인 조직관리
•	초일류기업의	조건과	특징을	알아본다.

•	GWP(Great	Workplace)의	요건과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조직관리를	모색한다.

3） 성과창출 조직관리  

(MBO, BSC) 

•	성과관리	개념과	절차를	이해한다.

				:	Alignment	→	Expectation	→	Support	→	Appreciation	→	Coaching

•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통한	조직의	효과적인	성과창출	방법을	습득한다.

•	종합정리	및	Action	Plan을	수립한다.	:	Self	Reflection	&	Execution	Plan

	※	Workbook	Screen	&	활용지침	공유

과정목적 본 과정은 임원으로서 갖춰야 할 리더십을 올바로 이해하고 業에 대한 개념과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며, 

조직과 사람과 업무를 긴밀하게 연계시켜 경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임원의 개념과 존재감 및 영향력, 갖춰야 할 R&R과 역량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조직 “業”의 개념과 Vision Hierarchy를 이해하고 핵심가치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 임원이 알아야 할 Biz Acumen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핵심역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조직의 방향제시, 성과관리와 구성원의 인재육성, 핵심인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직의 개념과 기본 요건을 이해하고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임원이 경영을 올바로 이해하고 경영자로서 수행해야 할 R&R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임원이 갖춰야 할 핵심역량을 성찰해 보고 자신의 취약부문 보완계획과 각 역량 별 Action Plan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현업 실전경험과 경영자로서 경영감각을 갖춘 전직 임원출신 강사가 강의합니다.

• 교수에 의한 일방통행식 강의가 아닌 교수와 학습자, 학습자 상호간에 활발한 Interaction을 바탕으로 진행

됩니다.

•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참석자가 함께 자신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상호학습이 가능한 바, Peter Senge

의 “Wheel of learning”에 의거하여 학습합니다.

교육대상 • 신임 임원 또는 기존 임원으로서 단기간에 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임원의 R&R과 핵심역량에 대해 학습

하고 싶은 분 

• 임원승진을 앞둔 예비경영자(팀장, 부서장)로서 경영자교육을 미리 받고 싶은 분 

학습구조

임원 역량개발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74만원 / 비회원  80만원] / [2인 이상 - 회원  70만원 / 비회원  7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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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 15-17 19-21 14-16 23-25 25-27 13-15

임원

(연계)
Connect

(경험공유)
Experience

(적용)
Modify

(코칭과 피드백)
Coaching & 
Feedback

Diagnostic
Evaluation

Workbook 
Application

(강의)
Instruct

(관찰과 성찰)Observe & Reflect

(방향 제시)Guideline Suggestion

임원
정체성

조직
관리

리더십

핵심
가치

핵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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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Great	

	 Manager의	

길

▶	4시간

1） Good to Great
•	Ice	Break를	겸하여	‘Management	C.C.	Test’를	통하여	‘관리의	기본’을	점검한다.

•	Great	Manager에게	필요한	역할,	행동을	파악하고	이의	개발을	학습의	목표로	파악한다.

2） Great Management 

Guide

•	동영상을	통해	Great	Manager의	역할	모델을	정립한다.

•	사례를	통해	Good	to	Great	Management	Tips를	이해한다.

2.	High

	 Performer의	

길

▶	6시간

1）  부서 진단과 과제 도출

•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부서(팀)의	체질을	진단한다.

•	부서의	효과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인	과제·인간·구조·풍토의		4가지	핵심요인에	

대해	이해한다.

•	요인들의	관계성에서	야기되는	6가지	관계선(조직생활	만족도·협력적	상호작용·

부서운영에	대한	공감성	·전략적	목표달성·목표/방침의	공유·과제수행	태도)을	

검토하여	부서의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2） 성과창출 관리 Guide

•	부서	효과성의	4가지	핵심요인에	대하여,	고급관리자가	고려해야	할	관리	이슈를	파악한다.

•	학습자들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동영상을	통해	성과창출	관리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	High	Performance	Management	Tips를	이해한다.

3.	Change

	 Agent의	길

▶	6시간

1）  부서 변혁의 출발

•	부서	변혁을	위한	방향	탐색	방법과	Point를	이해한다.

•	6개의	관계선	점수에	의해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13가지	문제의	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현상과	변혁	추진	방향을	연구한다.

•	진단	결과에	대한	개인별	상담을	통하여	이를	해석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2） 부서변혁 추진 Guide

•	동영상을	통해	변혁	과정에서	부딪히게	될	저항과	저항관리에	대해	파악한다.

•	부서	변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문제해결	토의로	도출한다.	(Action	

Learning	방식에	의한	문제해결	Group	Coaching을	실시

•	Change	Management	Tips를	이해한다.	

4.	Senior

	 Leader의	길

▶	4시간

1） 사람을 움직이는 힘 
•	리더의	카리스마를	구성하는	10가지	요소와	카리스마를	보유하는	방법	3단계를	학습한다.

•	동영상을	통해	리더마다	카리스마가	어떻게	다르게	발현되는지를	파악한다.

2） Serior Leadership  

Guide

•	리더십	파이프	라인에서	고급관리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Senior	Leadership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연구한다.

•	까다로운	사람을	다루는	‘KIND’식	대화	Skill과	전술적	접근	방법을	파악한다.

•	고급	관리자로서	성공하기	위한	Plan을	수립한다.

과정목적 본 과정은 고급 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Good Manager’를 넘어 ‘Great Manager’로서 후배 관리자의 

귀감이 되고, 예비 경영자로서 미래준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관리 방법론에 대해 Review함으로써 관리 일반 및 특별한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조직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파악하며 Great Manager로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직 전체의 시각에서 필요한 역할 수행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자기 발전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조직 내에서 후배 관리자들을 이끄는 Senior Leadership을 이해하여, 비전추구에서 성과창출까지의 연

계성을 확보하고 조직 성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강한 조직·고성과 조직·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성숙한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변혁 추진 방안을 마련하

고 변혁 성공의 지혜를 모을 수 있습니다.

• 예비 경영자 또는 Successor에게 요구되는 조건과 자기계발 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학습자로 하여금 손쉽게 부서(또는 팀)의 체질과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진단도구와 해석자료를 

제공합니다.

• 현업에서 관리자가 실제로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Action Learning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모

색합니다.

• 학습자들의 관리 경험을 문제해결 학습 과정에 반영하여 활용합니다.

교육대상 • 팀장(부서장) 이상 관리자직 수행경력이 3년 이상인 관리자

• 후배 관리자를 이끄는 위치에 있는 관리자

• 사업 단위의 경영 기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가 필요한 관리자

학습구조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4만원 / 비회원  60만원] / [2인 이상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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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 8-10 부산 5-7 17-19 호남 21-23 10-12 6-8 부산 18-20 8-10 호남 13-15

고급관리자 역량개발

Great 
Manager

High
Performer

Change
Agent

Successor
Senior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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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중급관리자의	

역할

▶	3시간

1） 직위와 역할
•	보직자로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토의한다.

•	후배(부하)와	상사가	나에게	기대하는	역할	행동을	정리한다.

2） 중급관리자의 핵심역량
•	중급관리자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파악하고	정리한다.

•	업무관리,	설득능력,	성과관리를	관리능력의	핵심역량으로	파악한다.

2.	업무관리

	 능력의	향상

▶	5시간

1） 일의 의미

•	업무관리의	첫	번째	요소인	‘일의	의미’에	대해	개인적	관점을	수립한다.

•	‘일의	의미’에	대해	조직적	관점을	토의한다.

•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일의	의미’를	정리한다.

2） 업무프로세스

•	업무관리의	두	번째	요소인	‘업무	프로세스’를	작성한다.

•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3） 핵심요소 관리
•	업무관리의	세	번째	요소인	‘핵심요소’를	분석한다.

•	핵심요소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3.	설득능력의	

	 향상

▶	6시간

1） Logos(논리적)
•	설득의	3요소	중	논리적	근거를	통한	설득	능력을	연습한다.

•	논리적	능력의	향상	방안을	수립한다.

2） Pathos(감성적)
•	설득의	3요소	중	감성을	통한	설득능력을	연습한다.	

•	감성적	능력의	향상	방안을	수립한다.

3）  Ethos(인격적)
•	설득의	3요소	중	인격적	신뢰를	통한	설득	능력을	연습한다.

•	인격적	능력의	향상	방안을	수립한다.

4.	성과관리

	 능력의	향상

▶	6시간

1） 목표설정

•	부서의	업무목표를	설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토의한다.	

•	업무목표	설정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찾아내고	올바른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2） 중간점검 

•	중간점검에	필요한	관리	포인트를	토의한다.	

•	중간점검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찾아내고	올바른	중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결과평가 

•	결과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토의한다.

•	결과평가	단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찾아내고	올바른	결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과정목적 본 과정은 리더십 파이프라인의 중급관리자에게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관리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중급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업무관리의 기본을 제시하고, 필요한 프로세스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논리적, 감성적, 인격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조직의 성과에 기여하는 성과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중급관리자에게 필요한 역량을 정의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실천적 스킬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 조직의 중급관리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고급관리자와 초급관리자의 중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참가자 상호간의 집단 코칭을 실시합니다.

• 학습 후에 중급관리자에게 필요한 성과관리 코칭을 제공해 드립니다.

교육대상 • 중급관리자·가까운 장래에 중급관리자 직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학습이 필요하신 분  

학습구조

중급관리자 역량개발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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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3 26-28 28-30 23-25 25-27 6-8

업무관리
능력

설득능력
성과관리

능력
실행 계획

수립

중급
관리자의 

역할

중급관리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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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과정세부내용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조직운영과	

	 관리자의	역할

▶	2시간

1） 조직운영의 이해
•	사례연구를	통해	조직의	운영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관리상	고려해야	할	원칙을	

정리한다.

2） 관리자의 역할과 관리 
마인드

•	관리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정리하고,	관리자	행동에	대해	자기진단을	실시한다.
•	관리환경에	대응하는	마인드와	역할수행의	기반이	되는	신념을	파악한다.

2.	성과창출과	

	 업무	관리

▶	4시간

1） 프로젝트 관리 기본 계획 •	상황연구를	통해	프로젝트	수행의	절차와	요령의	감각을	진단한다.

2） 성과창출을 위한 관리
•	성과관리를	중시하는	관리기능의	개념을	설명하고,	성과관리를	위한	관리	사이클을	

따라	각	단계별	주요	포인트를	점검해	나간다.

3） 업무관리 방식의 변화
•	사례연구를	통해	‘통제지향의	업무관리’	방식과	‘자율지향의	업무관리’	방식을	비교	

분석한다.

4） 자율성의 부여 
•	자율성	부여의	방법으로서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하고,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다.

3.	개선과	혁신의		

실천

▶	4시간

1） 문제해결과 창의력 발휘
•	구성원에게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방법을	확인한다.
•	창의력	발휘의	3가지	접근	방법을	확인한다.

2） 무엇을 개선하고 혁신할 
것인가?

•	관리자가	앞장서서	개선과	혁신을	주도하고	관리해야	할	3가지	영역을	파악한다.

3） 팀의 편성구조
•	팀	편성상의	개선점을	찾아낼	때	사용하는	착안점에	대해	파악하고	직무확대	및	

직무충실	개념을	이해한다.

4） 업무의 수행 방법
•	업무	개선을	위한	과학적	추진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개선	

실행	단계의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정리한다.

5） 회의의 활용
•	관리상의	도구로서	회의의	생산적	활용을	강조하고	부서의	회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토의한다.

4.	역량의	개발과

	 팀	활성화

▶	4시간

1） 구성원 육성의 길
•	구성원을	육성하는	것이	갖는	의의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량강화의	3가지	방법을	

파악한다.

2） 개인역량의 개발
•	관리자	입장에서	구성원의	Self	Learning의	지원	방법,	Workplace	Learning	기회의	

확장	방법,	Ex-place	Learning의	지원	방법을	제시하고	토의한다.

3） 역량발휘의 관리 •	코칭의	기본과	스킬을	파악한다.

4） 조직역량의 관리
•	조직	차원의	역량	결집을	위해	관리자로서	판단하고	고려하여야	할	Issue와	

상호작용의	공헌,		Inner	Circle의	관리	방안	등을	정리한다.

5） 팀 활성화를 위한 과제 •	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팀을	진단하고	활성화	과제를	도출한다.

5.	신뢰와	존중의		

상호작용

▶	4시간

1） 인간의 이해와 존중 •	가장	중요하고	까다로운	관리	대상으로서,	인간의	행동	배경을	파악한다.

2） 구성원 행동의 관리
•	행동의	도식에	의거하여	관리상의	자극,	욕구,	태도	등의	개념을	파악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와	욕구불만	행동의	관리방법을	파악한다.

3） 대인 문제 해결의 기본 •	대인	문제해결	활동의	세부	프로세스를	파악한다.

4） 대인문제 해결의 실제 •	사례연구를	통하여	대인	문제해결의	단계별	지침을	파악한다.

5）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에	대해	강조하고	팀	내	커뮤니케이션	실태를	진단한다.

6.	리더십의

	 발휘

▶	2시간

1） 리더십에 대하여
•	리더십의	정의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Position	Power와	Human	Power에	

대하여	파악한	후	리더다운	‘리더의	특징’을	정리한다.

2） 리더십 상황과 그 대응 •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진단하고	상황대응	리더십	방법을	파악한다.

3） 주체적인 실천자가 되라
•	탁월한	관리자가	되기	위하여	본	과정을	계기로	관리역량	개발과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과정목적 본 과정은 리더십 파이프라인의 초급관리자(Leading Others)에게 관리의 기본을 정립하고 관리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관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관리자의 역할·관리 마인드 등을 정립하고, 효율적 조

직운영의 메커니즘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성과창출의 프로세스와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구성원들의 자율적 성과관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시도와 창의의 가치를 이해하고, 구성원들의 창의력 발휘와 개선·혁신을 지원하는 관리자의 역할

과 노력의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팀원 육성의 의의·능력의 향상과 발휘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신뢰와 존중의 상호작용 방법을 파악하고, 사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의 기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리더로서의 역할·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자기혁신의 실천방법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조직운영의 메커니즘에 의거하여 효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구성원을 통한 성과관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대인 문제해결과 리더십의 발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지난 50여 년간 KMA가 축적해 온 ‘관리자 능력향상’ 교육의 노하우와 경험을 계승하고 있는 한국형 프로

그램입니다.

교육대상 • 초급관리자·가까운 장래에 관리자 직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학습이 필요하신 분  

학습구조

초급관리자 역량개발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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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8-10 15-17 12-14 10-12 14-16 5-7 2-4, 
30-9/1

부산 13-15 
호남 27-29 11-13 1-3, 

29-12/1
부산 13-15 

호남 6-8

계
 층

관
리

자

리더십의 
발휘

일 관리

사람 관리

성과창출과 
업무관리

역량개발과
팀 활성화

개선과 
혁신의 
실천

신뢰와 
존중의 
상호작용

조직운영과 
관리자의 

역할

B
E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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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층

관
리
자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팀장의		 	

사명과	역할

▶	4시간

1） 팀 운영!   

무엇이 어려운가?

•	토의를	통하여	팀	운영상	애로점을	도출하고	공유한다.

•	팀	운영에서	가장	긴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한다.

2） 팀장의 사명과 역할

•	변화된	환경,	조직의	현실이	팀	리더에게	어떤	사명과	역할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한다.

•	팀장의	자기분석	진단을	통해	팀장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파악하고	역량	제고를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3） 조직 운영의 출발점

•	조직의	사명과	비전,	핵심가치,	경영방침을	인식한다.

•	팀	사명	요소를	인식하고	팀	사명을	작성한다.

•	팀	목표와	운영방침	설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습득한다.

2.	팀장의		 	

1	Mission

▶	4시간

1） 고성과 팀의 조건

•	동영상을	통하여	고성과	팀에	필요한	것들을	파악한다.

				-	팀	목표에	대한	구성원의	몰입도

				-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	풍토

				-	상호	몰입	촉진

				-	합리적	의견조정	정렬

				-	경쟁과	협력

				-	자율적	팀	문제파악과	개선

				-	팀워크와	개인작업

				-	인정과	보상

2） 팀워크와 리더십

•	‘고성과	팀의	조건’	중	본인	팀에	필요한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	토의를	통하여	최강팀의	조건들을	팀	내에	활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	행동들을	

논의한다.

3.	팀장의	

	 3	Role

▶	6시간

1） 팀 효과성 증진

•	업무	중심의	팀	구축	방향을	논의한다.

				-	조직의	사업전략에	따른	팀	업무	파악

				-	Aligned	Mission의	개발

				-	Working	Vision의	개발

				-	달성전략의	개발(팀원에	대한	Assignment)

2） 팀 스피리트 개발

•	목표	달성	의식을	고취하는	방법론을	공유한다.

•	멀티	프로젝트	관리	방안을	구상한다.

•	구성원	사기	유지	및	진작	방안을	개발한다.

3） 관리와 임파워먼트
•	관리가	필요한	부분과	그	방법을	연구한다.

•	임파워먼트가	효과적인	부분과	그	실행	전략을	파악하고	정리한다.

4.	고성과팀을	

	 위한	도전

▶	2시간

1） 꼭 실천해야 할 과제
•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수립한다.

•	고성과	팀을	구축하기	위한	본인의	실천	계획을	수립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4만원 / 비회원  60만원] / [2인 이상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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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2-3 부산 23-24 13-14 호남 25-26 12-13 20-21 7-8 호남 21-22 26-27 27-28 부산 7-8

과정목적 본 과정은 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에게 팀장의 1 Mission 3 Roles의 구체적인 학습과 현업에서의 실무적

용을 통해 고성과 팀을 구축하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팀장의 역할과 사명을 이해하고 팀장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팀장의 제 1 Mission으로써 ‘지속적인 고성과 실현’의 핵심 성공요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팀 성과창출 미션을 뒷받침하는 팀장의 3가지 역할을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고성과 팀을 구축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본인의 팀 개발에 최적화된 학습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 팀장 역할을 보다 계획적으로 실천하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워크숍 방식의 과정 운영을 통하여 본인의 고유한 팀 운영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제시·진단·토의·동영상·게임·사례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교육대상 • 팀장 2년차 이상

학습구조

팀장 역량개발

성과관리

팀 효과성

팀 스피리트 임파워먼트

1 Mission 3 Roles

고성과 팀을
위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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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계
 층

관
리

자

과정세부내용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여성리더십의	

현실

▶	3시간

1） 미래모습 그리기 •	나의	미래	모습	그린	후	공유하며	자기	소개로	시작한다.

2） 여성리더십의 현주소

•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유리천장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조직	내에서의	여성리더십의	현황을	공유한다.

•	현재	모습과	미래	모습의	GAP	파악하여	GAP해소	방법을	토의한다.

2.	여성리더십	

성공전략

▶	5시간

1）  자기동기부여 •	커리어	개발과	성장전략	추진을	위한	동력으로써	자기동기부여	방법을	파악한다

2） 리더십 역량강화

•	여성리더십의	모델의	하나로	“멀티플라이어	리더십”의	개념을	학습한다.

•	멀티플라이	리더십	모델에	의거하여	역량을	진단한다.

•	강화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강화	방법을	토론한다.

3） 강점 개발 및 활용

•	여성리더로서의	강점을	발굴한다.

•	강점을	강화하여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한다.

•	상황에	따른	강점	발휘	방안을	찾아서	실습한다.

3.	여성리더		

고민해결의	

지혜

▶	5시간

1） 다양한 역할과 소화
•	여성에게	주어진	다양한	역할을	파악하고	역할	소화	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공유한다.

•	여성후배의	다양한	역할	소화를	돕는	방법에	대하여	파악한다.

2）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	커리어	지속구현을	위한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방안에	대하여	학습해본다.

•	여성	후배의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를	돕는	방법에	대하여	파악한다.

3） Work & Life 밸런스 유지
•	Work	&	Life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한다.

•	여성	후배의	Work	&	Life의	밸런스	유지를	돕는	방법에	대하여	파악한다.

4.	미래모습의	

	 시각화

▶	3시간

1） 셀프 비전수립 •	미래	모습	실현을	위한	자신의	셀프	비전을	수립해	본다.

2） 비전달성 방안 •	비전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한다.

과정목적 본 과정은 여성리더십의 강점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리더십 발현을 위한 역량강화 및 증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성공하는 여성 리더의 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여성 리더로서 개발이 필요한 역량과 활용 가능한 강점을 인식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조직 내에서 여성리더가 겪을 수 있는 다변적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습득 할 수 있

습니다.

• 여성 리더로서의 미래 모습과 비전 달성 전략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커리어 우먼·여성 리더로서 조직과 사회에서 입지를 다져나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여성-남성, 여성-여성 등 복잡한 대인 상황에서 여성의 강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학습 방법(그룹 토의, 진단, 실습, 사례 연구, 동영상, 역할 연기)을 활용

합니다. 

• 학습자들 상호간 Interaction을 통하여 현업에서의 적용도를 제고합니다.

교육대상 • 조직에서 성장을 목표로 하는 모든 구성원 

• 강점 강화를 통해 커리어 개발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여성 리더

학습구조

여성리더 역량개발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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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8 15-16 7-8 30-31

성공적 여성 
리더십 발휘

여성리더의 
강점 발견 및 
커리어 목표 

설정

여성리더십의 
현황 공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및 
방법 모색



055054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계
 층

관
리

자

과정세부내용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변화와	

	 현장관리자	

	 역할인식

▶	3시간

1） 환경변화와 우리의 현장 •	환경변화의	특징과	변화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관리자로서	대응방향을	찾는다.

2） 현장관리자 기대역할과    

Mind Set

•	현장관리자의	기대역할과	마음가짐을	정리하고,	일-사람-조직	영역의	관리	항목들을	

확인한다.

•	기대역할	진단을	통해	개발이	필요한	영역과	항목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2.	현장의

	 성과관리

▶	3시간

1） 현장 성과관리항목 •	현장관리자로서	성과관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	성과항목들을	정리한다.	

2） 현장 성과관리 사이클과 

단계
•	현장의	성과를	내기	위한	관리	PDCA	Cycle과	단계별	관리방법을	파악하고	상호	토론한다.

3） 공정분석과 작업지도 •	공정을	분석하고	4단계기법을	활용하여	현장	작업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지도한다.

3.	현장의

	 개선활동

▶	2시간

1） 현장 작업의개선
•	작업개선을	위한	작업분해-개선활동-실시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	

개선활동을	지원한다.	

2） 문제해결과 소집단 활동   

리드하기

•	문제해결의	순서와	방법론을	익힌다.	

•	소집단	활동을	이끌	수	있는	능력요건을	이해하고	소집단	활동단계와	단계별	관리	방법을	

숙지한다.

3） 부하직원 훈련과 OJT
•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OJT	계획을	수립한다.

•	OJT	단계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지도한다.		

4.	동기부여와	

	 코칭

▶	5시간

1） 동기부여를 위한 지도와 

코칭 Skill

•	현장	직원들의	동기부여/의욕저하	요소들을	찾아낸다.

•	발견실습을	통해	자신의	코칭	장·단점을	찾아내고	진단을	통해	개선점을	확인한다.

•	동기부여를	위한	코칭의	기본원칙을	학습하고	실습으로	익힌다.

2） 상황 별 지도와 코칭방법
•	상황	별	코칭의	단계와	접근방법을	파악한다.

•	코칭	실습을	통해	성공의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아	간다.

3） 효과적인 피드백 주기 •	성과향상	피드백을	주고	받는	스킬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익힌다.	

5.	관리에서

	 리더십으로

▶	3시간

1） 관리자에서 리더로 

•	내가	되고	싶은	현장	리더	상을	정립하고	공유한다.

•	효과적인	현장	리더십	발휘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정리한다.

•	부하직원의	상황에	대응하는	리더십을	이해하고	상황	별	리더십	발휘	방법을	토의한다.	

2） 마무리와 현장적용 계획 •	학습내용의	현장적용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준비한다.

과정목적 본 과정은 제조 현장의 일선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역할과 관리영역을 인식하고 일과 사람 그리고 

단위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현장의 성과를 이끌어 가는 관리방법론을 학습합니다.  

학습목표 •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현장관리자의 기대역할과 자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 품질, 납기, 원가로 대변되는 현장의 성과를 관리하고 팀원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 작업 개선기법과 소집단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개선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팀원들을 동기부여하며 성공으로 이끄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의욕이 넘치는 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지향하는 현장리더의 모습을 설정하고 부단한 자기계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현장관리의 효율화를 통하여 의욕에 넘치는 현장문화를 조성하고 촉진합니다.

• 작업현장 라인의 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현장 생산성을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현장 일선관리자의 자세와 태도, 관리기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 현장관리 이론을 참가자 자신의 실제 문제에 적용하여,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스킬을 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현장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천적 스킬을 다룹니다.

교육대상 • 현장관리·감독자 (조장, 반장, 직장, 주임, 기사 등)

• 예비 현장관리자·감독자

학습구조

현장관리자 역량개발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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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19-20 13-14 23-24 27-28 25-26 29-30 부산 13-14 호남 24-25 11-12 23-24 20-21 호남 21-22

현장
성과관리

육성과
개발

개선과
혁신

담당조직
활성화

현장
관리자

동기부여

상 호 작 용

조직의 유지발전

부서/팀 목표 달성

일

사람

제도

조직



훈련기관인증평가
3년인증 우수기관

계층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Advanced

Intermediate

Basic

입사 2~3년차 핵심전력화

핵심 실무자 역량개발

신입사원 Good Start
BEST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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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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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무

자

과정세부내용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핵심	실무자의	

	 역할인식과	

	 Mind	Set

▶	3시간

1） 조직에서의 역할인식

•	조직	내에서	핵심	실무자의	의미와	역할을	인식한다.

•	업무측면과	대인관계측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토의한다.

•	기업경영과	기업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역할	변화에	따른	필수	역량요소를	

파악한다.

2.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문제해결

▶	7시간

1） 업무 생산성 높이기

•	업무의	내용과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일의	의미를	학습한다.

•	효과적으로	일하는	노하우를	학습하고	이를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시간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인식하고,	업무	성과지표를	파악한다.

2） 업무문제 해결하기

•	직장	내	다양한	문제	상황	사례를	통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토의한다.	

•	업무에서	개선할	문제를	정하고,	구조화하며,	문제점을	파악한다.

•	창의적인	접근법과	아이디어로	문제	해결	방법을	학습한다.

3.	Followership과	

	 팀워크의	실천

▶	3시간

1） 효과적인 Followership의 

발휘

•	나의	Followership	유형에	대해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	Best	Follower와	Worst	Follower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다.

2） 팀워크와 시너지 발휘하기 •	팀워크	향상을	위한	Followership에	대해	토론한다.

4.	상호작용과

	 Human	Skill

▶	3시간

1） 문제를 최소화 하는 

대인관계 기법

•	대인관계의	중요성과	유형을	파악한다.

•	개인과	조직의	관계형성에	필요한	특성을	확인한다.

2）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향상

•	커뮤니케이션의	개인적	방해요인과	조직적	방해요인을	파악한다.

•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 집단에서의 자기표현

•	게임을	통해	집단에서	자기표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집단에서의	의사소통	자주	발생하는	3가지(자기	표현형/수동형/공격형)	유형을	

파악한다.

5.	경력개발	및	

	 미래준비

▶	4시간

1） 핵심성향 파악 •	홀랜드의	6가지	성향을	통해	나만의	핵심성향을	파악한다.

2）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	일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기술서를	작성한다.

•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해	나의	직장생활을	설계해	본다.

3） 나의 비즈니스 가치 •	’나의	비즈니스	가치	계산하기’를	통해	조직에서의	나의	가치를	파악한다.

4） Action Plan •	개인별	Action	Plan을	작성하고	공유한다.

과정목적 본 과정은 조직 내 핵심 실무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주적·독립적·자기 완결적 

업무추진 역량을 지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커리어 로드맵과 액션플랜 수립을 지원하

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직장성공의 3 요소인 1) 업무관리 2) 관계관리 3) 경력비전과 역량개발이라는 3개 차원에서 모범적인 실무

자 역량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실무자로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현실적인 문제 인식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향

상할 수 있습니다.

• 상사 및 후배 직원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스킬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익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처하고 조직의 시너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팀 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인식하고 일을 찾아서 자주적이며 창의적으로 수행하는 실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학습 후에 바로 실천이 가능하며 구체적이고 적용가능 한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프로그

램입니다.

• 다양한 학습방법(제시, 진단, 사례연구, 동영상, 게임, 실습 등)을 활용합니다.

교육대상 • 직장생활 3년 이상 주임부터 대리까지의 중견 실무자

• 중견 실무자로서 역할을 하는 팀원

학습구조

핵심실무자 역량개발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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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호남8-10 5-7 31-6/2 부산21-23 2-4 호남13-15 23-25 27-29 26-28 
부산11-13

실무자의 역할 인식

경력개발 및 미래준비

업무스킬 관계스킬

핵심 실무자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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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Reviewing

▶	1시간

1） 열정 돌아보기
•	입사	초기	생기	넘쳤던	순간의	모습,	열정에	찬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Key	word로	

확인한다.

2） 도전 1년 Review

•	‘Freshman의	열정	DNA’에	Key	word를	넣고,	입사	초기의	느낌을	찾아낸다.

•	입사	후	1년	동안	자신이	도전했던	일,	관계,	과제	등을	‘좌충우돌	도전	1년’	을	통해	

정리한다.

2.	조직이해	

	 강화

▶	3시간

1） 우리조직의 이해

•	우리조직에	대해	파악한다(비전,	미션,	인재상).

•	입사	2~3년	차에게	바라는	기대사항과	역할을	찾아보고	인재상과	비교하여	자질과	역량을	

점검한다.

2） 우리조직과 나 •	신입사원	때	세웠던	본인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한다.

3） 같이 Bridge찾기
•	버킷리스트-조직의	비전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한다.

•	자신의	업무활동들을	찾아	조직의	방향성에	연결하여	‘같이	연결고리’를	찾아낸다.

3.	관계이해	

	 강화

▶	4시간

1） 조직을 위한 관계
•	조직에서의	관계의	의미를	찾아보고	영향력	있는	관계형성	요소들을	확인한다.

•	조직	내	선배,	상사와	자신과의	관계도를	그려본	후	관계스타일을	정리한다.

2） 업무를 위한 관계
•	팀	내	업무	유형	및	종류를	찾아내고	업무협업의	관계도를	작성한다.

•	관계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한	대상별	업무관계	대응방법을	확인한다.

3） 팀워크를 위한 관계
•	팀워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영향요소들에	대해	파악한다.

•	자신이	팀에서	역할기여를	통해	팀워크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한다.

4.	업무이해	

	 강화

▶	4시간

1） 업무처리 프로세스

•	업무관리를	위한	세부활동	순위를	결정하는	team	activity를	진행한다.

•	성과창출	업무수행	프로세스를	익힌	후	P-D-S의	사이클에	따라	자신의	업무프로세스를	

수립한다.

2） 효율적인 시간관리

•	업무성과를	위한	효율적	시간	사용	방법에	대해	정리한다.

•	시간	낭비	진단과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찾아낸다.

•	‘계획과	대처’의	업무처리	요령에	대해	토의한다.

3） 도전적 업무수행
•	현재의	위치에서	필요한	‘도전적	업무수행’이	무엇인가를	일에서	찾아	정리한다.

•	자신의	업무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한다.

4） 협업 업무수행

•	입사	2~3년	차에게	필요한	‘협업’의	의미를	정리한다.

•	상사,	선배에게	일의	파트너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	팀/부서에서의	피드백을	성과로	보여주기	위한	아이디어를	파악한다.

5.	자기계발	

	 강화

▶	3시간

1） 변화 속 자기관리 •	다양한	외부환경의	변화를	찾아보고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쟁요소를	확인한다.

2） 조직 내 자기관리
•	조직	내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	조직	내에서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경력개발경로를	작성한다.

3） 미래성 자기관리
•	자신만의	업무	스트레스	관리요령을	찾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My	Cycle’을	

도출한다.

6.	Jump-up	

	 베테랑

▶	1시간

1） 베테랑을 향한 도전 •	조직에서	베테랑을	향한	개인의	목표달성	Action	Plan을	수립한다.

과정목적 본 과정은 입사 2~3년 차 실무자들이 조직의 핵심동력으로 성장하고 현업의 실무역량을 다져 조직과 

업무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Remind학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입사초기에 가졌던 열정을 돌아보고 일과 꿈에 대한 도전의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속한 조직의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조직의 방향에 맞는 역할과 역량에 대해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조직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업무관계와 팀워크 향상 스킬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 실무현장에서의 업무처리능력 향상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고 업무에 임하는 태도와 업무처리 방법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외부에서의 경쟁력 강화, 조직에서의 전문성 향상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계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조직에서 실무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조직과 업무에 조기정착 할 수 있는 방법

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조직 내·외부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성장할 수 있는 실천방안에 대해 계획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조직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 개발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입니다.

• 업무현장에서의 즉실천 실행 계획안을 도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대상 • 입사 2~3년 차 사원

학습구조

입사 2~3년차 핵심전력화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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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 호남 9-10 13-14 부산 13-14 25-26 호남 15-16 3-4 14-15 부산 12-13 23-24

Review
&

Jump-up

Ⅰ
조직

Ⅳ
개인

Ⅱ
관계

Ⅲ
업무

•조직목표 이해
•우리의 역할 이해

•조직 내 개인의 경쟁력
•끊임없는 자기계발

•조직에 대한 애사심
•협업을 위한 팀웍

•효율적 업무처리
•적극적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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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조직

	 이해하기

▶	4시간

1） 직장인,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기

•	학생과	직장인의	차이점에	대해	토의한다.

•	신입사원	사례를	통해	신입사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토론진행	후	피드백한다.

•	현재	모습에서	버릴	것,	얻을	것,	지킬	것을	정리한다.

2） CEO의 마음으로 경영 

이해하기

•	모의경영	게임	진행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경영전략회의를	한	후,	모의	경영활동을	실습한다.

•	경영평가표	작성을	통해	경영활동을	평가한다.

•	조직감각의	중요성에	대해	제시한다.

2.	업무

	 이해하기

▶	4시간

1） 업무프로세스 체득하기

•	일의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수행자의	인식,	능력,	방법에	대해	제시한다.

•	효율적	업무추진방법(PDCA)에	대해	실습한다.

2） 업무역량 향상하기
•	신입사원으로서	업무역할인식에	대해	연습한다.

•	1년	안에	업무역량향상을	위해	학습해야	할	부분을	작성한다.

3.	의사소통

	 잘하기

▶	4시간

1） 지시받기와 보고하기
•	지시받기와	보고하기의	유의점에	대해	파악한다.

•	사례를	통해	지시받고	보고하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실습한다.

2） 문서작성하기
•	문서작성의	중요성과	구성요소에	대해	파악한다.

•	문서작성	실습을	통해	실전기술을	실습한다.

3） 프레젠테이션 임팩트 있게 

전달하기

•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위한	3요소에	대해	파악한다.

•	프레젠테이션	실시	시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한다.

4.	관계

	 이해하기

▶	4시간

1） 팀워크로 조직성과 

향상하기 

•	팀워크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	상사,	선배,	동료에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되는	법에	대해	제시한다.

2） 직장인의 에티켓 알아보기

•	직장에서의	바람직한	매너와	에티켓의	중요성에	대해	파악한다.

•	출근부터	퇴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제시하고,	상황	별	발휘해야	할	매너와	

에티켓을	실습한다.

•	전화,	상석서열,	악수	및	명함관련	등에	대해	상황	별	실습을	실시한다.

5.	미래	

	 준비하기

▶	4시간

1） 커리어 로드맵 작성하기
•	커리어	로드맵	작성을	실습한다.

•	1년	안에	이루어	낼	일/관계	학습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Action	plan	작성한다.

2） 10년 후 나에게 말하기 •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셀프	편지를	작성한다.

과정목적 본 과정은 조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이 기업경영과 조직활동의 의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장인다운  

가치관과 자세를 개발함으로써 조직 적응력을 높여 조기 전력화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과 신입사원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 업무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 업무수행 방법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필요한 지시받고 보고하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인식하고 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팀워크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고, 직장생활에서의 인간관계와 매너와 에티켓을 잘 실행할 수 있는 방법

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성공적 직장인이 되기 위한 자기개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신입사원이 조직의 일원으로 갖춰야 할 기초지식과 스킬 및 자세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신입사원 조기전력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다양한 학습기법을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이론적 학습을 지양하고 실질적, 실천적 참여학습으로 운영되는 과정입니다.

• 생생한 직장생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조직에 첫 발을 내딛는 신입사원 (입사 6개월 미만)

학습구조

신입사원 Good Start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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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6-8 
부산 20-22 6-8 10-12 

호남 24-26 8-10 부산 19-21 31-8/2 28-30 호남 18-20 16-18 6-8,
29-12/1

인간관계
에티켓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환경변화
인식

업무세계
인식

성공적인
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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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기관

승진자

Advanced

Intermediate

Basic

신임팀장 역량개발

신임 과장

신임 차/부장

신임 대리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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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계
 층

관
리
자

계
 층

승
진

자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신임팀장의		

역할과	자세

▶	4시간

1） 신임팀장의 5 가지 덫
•	신임팀장이	빠지기	쉬운	5가지의	덫을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고	각	덫의	극복방안을	

토의하여	공유한다.

2） 팀장의 역할과 조건

•	신임팀장의	역할에	대하여	토의하고	정리한다.

•	팀장의	기본자세에	대하여	사례	제시를	통하여	명확히	인식한다.

•	팀장의	역량진단을	통하여	어떤	역량이	부족한지	이해하고,	부족한	역량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공유한다.

2.	리더십으로		

팀장의	내공을		

키워라

▶	4시간

1） 이해에서 시작하는  

팀원 관리

•	팀장의	행동유형에	대하여	진단하고,	팀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팀원의	적절한	

관리	방법을	파악한다.

2） 수평적 리더십과 감정소통
•	수평적	리더십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발휘하기	위한	감정소통의	방법을	역할연기를	

통하여	습득한다.

3） 성과를 창출하는 

동기부여와 코칭

•	팀원에	대한	동기부여	방법을	제시하고,	코칭	방법을	학습자의	사례를	통하여	

습득한다.

3.	팀	경계	관리로

	 영향력을	키워라

▶	4시간

1） 팀 경계관리란? •	팀	경계관리의	의미에	대하여	파악한다.

2） 팀 활동의 외부지원 확보 •	외부지원	확보를	위한	네트워킹의	요소와	방법을	이해하고	네트워킹	계획을	수립한다.

3） 협조를 이끌어 내는 

설득과 협상

•	설득의	핵심요소를	파악하고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이해한다.

•	윈-윈	협상	전략의	요소를	파악한다.

4.	팀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라

▶	4시간

1） 시너지 창출의 팀워크 

구축

•	팀워크의	조건을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한다.

•	팀워크	저하원인을	이해하고	개선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고	정리한다.

2） 결론이 나는 회의 스킬 •	회의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	회의운영의	지침을	파악한다.

3） 지금 바로 실행하라 •	30일간	실천가이드	북의	활용방법을	파악하고	30일간	실천계획을	수립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64만원 / 비회원  70만원] / [2인 이상 - 회원  60만원 / 비회원  6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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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 23-24 23-24 
호남16-17 27-28 22-23 

부산 11-12 19-20 17-18 17-18 14-15 
부산 7-8 19-20 16-17 14-15 

호남 4-5

과정목적 본 과정은 신임팀장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팀 운영의 궤도에 진입하여 팀 내·외의 협력과 안정적인 

팀 성과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복잡함이 내재된 팀장의 역할·자세·역량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팀장의 내공으로써 구성원의 행동유형·수평적 리더십 행동·동기부여·코칭 대화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 팀 경계관리의 의의를 파악하고, 팀 사명에서 시작하여 네트워킹·설득·협상으로 이어지는 경계관리 

스킬을 익힐 수 있습니다.

• ‘시너지를 추구하는 팀워크의 요건’과 소통과 수렴의 채널로써 ‘효과적 회의 원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신임팀장의 시각에서 팀장 역할을 학습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인정받는 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 ‘30일 실천 가이드’를 통하여 팀장 초기의 역할수행 가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KMA의 축적된 관리역량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신임팀장의 성공적 업무수행에 대한 조직의 요구에 맞추어 

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 일방적 전달이 아닌 토의, 진단과 피드백, 사례연구, 동영상 연구, 역할 연기 등 다양한 학습기법을 적용하여 

참여학습으로 운영됩니다.

교육대상 • 팀장 직책을 부여 받은 지 1년 이내의 신임팀장

학습구조

신임팀장 역량개발

팀장의 내공 강화
- 동기부여, 코칭

팀 경계관리
- 네트워킹, 설득과 협상

리더
역할

리더
역량

팀장의 역할과 자세

팀원 능력의 활용

B
E

S
T



069068

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계
 층

관
리
자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74만원 / 비회원  80만원] / [2인 이상 - 회원  70만원 / 비회원  7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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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7 15-17 10-12 17-19 21-23 12-14 6-8 16-18 15-17 6-8

과정목적 승진은 직장생활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과거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자, 미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자가 새로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

명감을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의 자리는 필수적입니다.

본 과정은 신임 차/부장 승진자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정확히 직시하고 조직의 미션/비전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학습목표 • 진성 리더십 발휘를 통해 조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나의 리더십 유형과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심리학을 통해 조직 구성원 관리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복잡한 경영환경과 빠른 판단을 해야 하는 비즈니스 상황 속에서 최적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합니다.

• 승진자로서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함양합니다.

과정특징 • 직급별 차별화된 Contents: 신임 차, 부장의 Role에 맞는 교육내용을 엄선, 차별화되고 Impact 있게 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 커리큘럼의 다양성: 승진자 과정임을 감안, 1~2가지 카테고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내용으로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 영역별 최고의 교수: 국내 유수 대학교수진, 산업교육 명강사, 해당 분야 현업종사자 중 최고의 강사를 

선정 배치하였습니다.

• 참가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교육: 유익함은 물론 감동과 재미가 함께 어우러진 과정입니다.

교육대상 • 신임 차, 부장 승진(예정)자

학습구조

신임 차/부장 

계
 층

승
진

자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진성	리더십

▶	4시간

1） ‘나’ 다운 리더십 - 

진성리더십
•	진정성으로써	부서의	성공을	이끄는	진성	리더십에	대해	이해한다.

2） 자기개방과 자기이해
•	자신의	진솔함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자기개방과	자기이해에	대해	

진단하고	토의한다.

3） 리더의 인간관과 철학
•	진성	리더십	발휘를	위해	가져야	할	리더의	인간관과	철학을	파악하고	자신의	리더십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2.	목적

	 커뮤니케이션

▶	4시간

1） 목적중심 커뮤니케이션 •	목적중심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이해하고	목적중심	커뮤니케이션	사례를	공유한다.

2） 유연성과 Interaction •	나의	커뮤니케이션	유연성과	상호작용	능력을	진단하고	토의한다.

3）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	팀워크를	높이기	위한	목적중심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알아보고	현업	적용	실습을	

통해	체화한다.

3.	심리학을	

	 통해	배우는

	 조직관리

▶	4시간	

1） 조직원의 성격이해 •	조직	구성원들의	다양한	성격을	이해한다.

2） 성격 및 행동변화의 단계 •	사람의	성격은	잘	바뀌지	않는데,	어떤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지	학습한다.

3） 나의 갈등점수는? •	조직원의	화학적	융합(Chemistry)을	방해하는	갈등의	정도를	스스로	평가해	본다.

4） 원만한 인지조절 전략 •	갈등	해결을	위한	긍정적	인지조절	전략과	부정적	인지조절	전략을	이해한다.

4.	합리적

	 의사결정

▶	4시간	

1） 합리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	합리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	사례를	제시하고	프로세스에	따라	학습자가	해결한다.

2） 의사결정 도구와 기법 

소개
•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기법을	소개한다.

3） 의사결정의 오류 유형 

파악

•	학습자	자신의	의사결정	사례를	적용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	의사결정	과정의	다양한	오류	유형을	설명하고	제시한다.

5.	자기경영

	 특강	1

▶	2시간

1） 리더의 자기경영
•	리더의	효과적인	자기경영	방법을	학습하고	열정과	도전정신을	갖고	부하직원을	

육성할	수	있다.

6.	자기경영

	 특강	2

▶	2시간

1） 컬러, 리더의 품격을 

높이다. 

•	4계절	색채스타일에	따른	컬러를	이해하고	나만의	고유색채	PCS분석한다.

•	강사로부터의	1:1	컬러드레이핑을	통해	My	Best	Color와	Worst	Color를	파악한다.

•	품격있는	이미지	연출법을	체득한다.

진성
리더십

합리적
의사결정

조직
관리

자기
경영

신임 
차장/부장



071070

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계
 층

관
리
자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74만원 / 비회원  80만원] / [2인 이상 - 회원  70만원 / 비회원  7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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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5 13-15 5-7 10-12 19-21 17-19 21-23 4-6 18-20 13-15 11-13

과정목적 승진은 직장생활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과거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자, 미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자가 새로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

명감을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의 자리는 필수적입니다.

본 과정은 신임 과장 승진자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정확히 직시하고 조직의 미션/비전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학습목표 • 성공적인 과장 역할 수행을 위한 리더십 핵심 역량을 파악하고 변화전략을 수립합니다.

• 감성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신뢰와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구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사고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정보와 지식, 경험을 조합하여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합니다.

• 조직의 허리역할을 담당할 신임과장으로서 도전과 열정의 정신을 되새기고, Color Coordination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과정특징 • 직급별 차별화된 Contents: 신임 과장의 Role에 맞는 교육내용을 엄선, 차별화되고 Impact 있게 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 커리큘럼의 다양성: 승진자 과정임을 감안, 1~2가지 카테고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내용으로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 영역별 최고의 교수: 국내 유수 대학교수진, 산업교육 명강사, 해당 분야 현업종사자 중 최고의 강사를 

선정 배치하였습니다.

• 참가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교육: 유익함은 물론 감동과 재미가 함께 어우러진 과정입니다.

교육대상 • 신임 과장 승진(예정)자

학습구조

신임 과장

계
 층

승
진

자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브릿지	리더십

▶	4시간

1） 역할 중심 리더십 •	부서	내	허리역할을	맡은	중간관리자로서	상사-부하	사이에	수행역할을	이해한다.	

2） 나의 리더십 스타일 발견 •	진단을	통해	나의	리더십	스타일을	알아본다.

3） 리더십 실천과 변화 전략 
•	수행해야	할	역할과	나의	리더십	스타일을	적절히	매치시키기	위한	실전계획과	

변화전략을	수립한다.

2.	감성

	 커뮤니케이션

▶	4시간

1） 감성지능과 커뮤니케이션
•	다니엘	골만의	감성지능에	대해	이해하고	감성지능과	커뮤니케이션	간의	관계를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2） 감정인식과 감정조절 •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인식과	감정	조절에	대해	파악한다.

3） 감성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	감성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사례를	통해	현업에서의	적용	방안을	구상한다.

3.	심리학과

	 창조적	사고능력

▶	4시간	

1） 창조적 사고 이해 •	창의성이	나오는	뇌	부위가	어디인지	이해한다.

2） 나의 사고능력은? •	창의성의	근본인	보편적인	사고능력	문제를	풀어본다.

3） 창조적 문제해결 단계 •	어떤	과제를	책임졌을	때,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고단계를	이해한다.	

4） 의사결정 워크숍
•	조직	내에서	해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과업을	설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모색해	본다

4.	합리적

	 문제해결

▶	4시간	

1） 문제의 정의와 문제해결 

프로세스

•	문제의	정의와	기술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문제	기술	실습을	한다.

•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	결정	및	과제의	수행범위	판단방법을	설명한다.

2） 원인 규명하기
•	가능한	원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검증방법을	설명한다.

•	핵심원인을	규명하는	방법과	핵심원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설명한다.

3） 대안 개발하기
•	최적의	대안결정	기준의	의의,	요소	설정	방법을	설명한다.

•	대안	구성하기를	설명하고,	실습한다.

5.	자기개발

	 특강1

▶	2시간

1） 도전과 열정
•	직장인을	위한	도전과	열정

•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6.	자기개발

	 특강2

▶	2시간

1） 퍼스널컬러와 

패션코디네이션

•	컬러로	연출하는	나의	이미지와	사람과	장소에	맞는	컬러	코디네이션을	학습한다.

•	품격있는	나의	이미지	연출법을	체득한다.

리더십

합리적
문제해결 감성

커뮤니케이션

창조적
사고

자기개발

신임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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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층

관
리
자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64만원 / 비회원  70만원] / [2인 이상 - 회원  60만원 / 비회원  6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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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2 12-14 15-17 14-16 19-21 23-25 11-13 23-25 20-22 13-15

과정목적 승진은 직장생활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동시에 회사 입장에서는 과거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자, 미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승진자가 새로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명감을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의 자리는 필수적입니다.

본 과정은 신임 대리 승진자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정확히 직시하고 조직의 미션/비전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학습목표 • 개인과 조직의 Win-Win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팔로워와 셀프리더로서의 역량을 배양합니다.

•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통해 조직 내 다양한 갈등상황을 해소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업무수행방식을 되짚어 보고 생산성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업무수행의 제반 기법을 습득합니다.

• 신임 대리로서 도전과 열정의 정신을 되새기고, Color Coordination을 통해 직장인의 프로페셔널을 

높이는 방법을 배웁니다.

과정특징 • 직급별 차별화된 Contents: 신임 대리의 Role에 맞는 교육내용을 엄선, 차별화되고 Impact 있게 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 커리큘럼의 다양성: 승진자 과정임을 감안, 1~2가지 카테고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내용으로 과정을 

구성하였습니다.

•  영역별 최고의 교수: 국내 유수 대학교수진, 산업교육 명강사, 해당 분야 현업종사자 중 최고의 강사를 

선정 배치하였습니다.

• 참가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교육: 유익함은 물론 감동과 재미가 함께 어우러진 과정입니다.

교육대상 • 신임 대리 승진(예정)자

학습구조

신임 대리

계
 층

승
진

자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팔로워십과

	 셀프리더십

▶	4시간

1） 팔로워십 20:80 법칙 •	팔로워십에	적용되는	파레토	법칙을	이해한다.

2） 성과와 만족을 부르는 

팔로워십

•	자신의	업무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부서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팔로워십’	발휘	방법을	

알아본다.

3） 셀프 리더십의 법칙 •	셀프리더의	자기이해와	셀프리더십	개발방법을	습득한다.

2.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	4시간

1）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이해
•	상대	및	상황에	따라	구사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이해한다.

2）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진단 •	나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진단을	통해	알아본다.

3） 커뮤니케이션 장애 극복 •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외적,내적	장애요소와	극복방법을	파악한다.	

3.	심리학과

	 창조적	

	 사고능력

▶	4시간	

1） 창조적 사고 이해 •	창의성이	나오는	뇌	부위가	어디인지	이해한다.

2） 나의 사고능력은? •	창의성의	근본인	보편적인	사고능력	문제를	풀어본다.

3） 창조적 문제해결 단계 •	어떤	과제를	책임졌을	때,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고단계를	이해한다.

4） 의사결정 워크숍
•	조직	내에서	해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과업을	설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모색해	본다

4.	엄무수행

	 달인되기

▶	4시간	

1） 업무습관 평가와 생산성

•	자신의	업무수행	방식을	진단하고	평가한다.

•	생산성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그	해법을	토의한다.

•	진단을	통해	자신의	업무	우선순위,	대인관계,	도구	및	테크닉을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는다.

2） 시간관리 •	자신의	시간	사용	스타일	및	시간관리	방식을	진단/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본다.

3） Action Plan •	실천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작성하고	공유한다.

5.	자기개발

	 특강1

▶	2시간

1） 도전과 열정
•	직장인을	위한	도전과	열정

•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6.	자기개발

	 특강2

▶	2시간

1） 퍼스널컬러와 

패션코디네이션

•	컬러로	연출하는	나의	이미지와	사람과	장소에	맞는	컬러	코디네이션을	학습한다.

•	품격있는	나의	이미지	연출법을	체득한다.

팔로워십
셀프리더십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업무수행

혁신

창조적
사고

도전과 
열정

신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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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고전과		 			

리더십

▶	3시간

1） 고전이란
•	고전의	의미를	동양적,	서양적	관점에서	정리한다.

•	고전에서	배워야	할	訓沽	義理라는	두	개의	범주에	대해서	토론한다.			

2） 리더십이란
•	리더십이란	Position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인식한다.

•	인류	역사	최초,	최대의	난세이자	리더십의	전성시대인	춘추전국시대를	분석한다.

2.	君子의		 			

리더십

▶	4시간

1） 君子의 리더십 모델

•	공자의	생애와	사상을	찾아낸다.

•	맹자의	생애와	사상을	찾아낸다.

•	순자의	생애와	사상을	찾아낸다,

2） 君子의 핵심역량
•	공자,	맹자,	순자가	말하는	군자의	특성과	바람직한	행동을	강독한다.

•	공자,	맹자,	순자가	말하는	군자의	특성과	바람직한	행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론한다.

3） 君子 리더십의 가능성
•	사례(착한	사마리아인	法)를	통해	군자	리더십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토의한다.

•	팀	별	의견을	정리하고	발표한다.	

3.	率先垂範의	

	 리더십

▶	2시간

1） 率先垂範의 리더십 모델
•	묵자의	생애와	사상을	찾아낸다.

•	尙賢,	尙同의	의미를	찾아낸다.

2） 率先垂範의 핵심역량
•	묵자가	말하는	兼愛와	리더의	실천방법을	강독한다.

•	묵자가	말하는	非攻과	리더의	실천방법을	강독한다.	

3） 率先垂範 리더십의 

가능성

•	사례(가나안	농군학교)를	통해	솔선수범	리더십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토론한다.

•	팀	별	의견을	정리하고	발표한다.	

4.	無爲自然의	

리더십

▶	3시간

1） 無爲自然의 리더십 모델
•	노자의	생애와	사상을	찾아낸다.

•	장자의	생애와	사상을	찾아낸다.

2） 無爲自然의 핵심역량

•	노자,	장자가	말하는	무위자연의	특성과	리더의	바람직한	행동을	강독한다.

•	노자,	장자가	말하는	무위자연의	특성과	바람직한	리더십	행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론한다.

3） 無爲自然 리더십의 

가능성

•	사례(천성산	도롱뇽)를	통해	무위자연	리더십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토론한다.

•	팀	별	의견을	정리하고	발표한다.	

5.	시스템	중심의	

리더십

▶	2시간

1） 시스템 중심의 리더십 

모델

•	상앙의	생애와	사상을	찾아낸다.

•	한비자의	생애와	사상을	찾아낸다.

2） 시스템 중심 리더십의 

핵심역량

•	상앙,	한비자가	말하는	시스템의	특성과	리더의	바람직한	행동을	강독한다.

•	상앙,	한비자가	말하는	시스템의	특성과	바람직한	리더십	행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론한다.

3） 시스템 중심 리더십의 

가능성

•	사례(판검사	비리와	부정)를	통해	시스템	리더십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토론한다.

•	팀	별	의견을	정리하고	발표한다.	

6.	리더십,

	 통합과	선택

▶	2시간

1） 리더십의 딜레마
•	인성	vs.	시스템,	무위	vs.	유위,	관리	vs.	솔선수범의	딜레마에	대해	토론한다.

•	각각의	장단점과	다양성에	대해	정리한다.

2） 실천계획
•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리한다.

•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다.	

임원을 위한 고전 리더십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4만원 / 비회원  60만원] / [2인 이상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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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2-3 11-12 6-7 31-9/1 2-3

과정목적 본 과정은 조직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들에게 고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리더십유형을 제시하고, 

리더십에 관한 체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고전 속에 나타난 리더십 학습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군자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솔선수범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무위자연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중심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고전 속의 리더십을 종합하고 자신에게 맞는 리더십 구성요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고전은 고전대로 배우면서 현대의 사례와 접목하여 리더십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통찰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임원들에게 필요한 리더십 역량을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해 드립니다.

• 고전 리더십의 주요 텍스트를 함께 강독하고 토론합니다.

교육대상 • 현직 임원·가까운 장래에 임원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학습이 필요한 자  

학습구조

리더십
통합과
선택

君子의 
리더십

率先垂範의 
리더십

無爲自然의 
리더십

시스템 
중심의 
리더십

고전과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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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격변의	시대와		

손자병법

▶	2시간

1） 21세기와 손자병법

•	고전학습의	가치와	방법을	파악한다.

•	21세기	경쟁환경과	춘추전국시대의	상황을	비교한다.

•	손자병법	텍스트의	배경상황을	파악한다.

•	손자병법이	제공하는	전략적	통찰의	가치를	공유한다.

2.	승리의	조건

▶	4시간

1） 시계: 전략적 의사결정
•	전쟁결정을	위한	5사7계의	분석기준을	파악한다.

•	14가지	궤도와	전략적	감각을	설명한다.

2） 작전: 리스크 관리
•	전쟁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의	의미를	공유한다.

•	전쟁과	사업의	리스크	관리전략,	속전속결의	가치를	찾아본다.

3） 모공: 부전승
•	백전백승의	의미를	사례로	파악한다.

•	부전승의	전략적	가치를	토의한다.

3.	진정한	고수

▶	4시간

1） 군형, 병세: 고수의 비밀

•	승리를	위한	형세	구축의	의미와	방법을	파악한다.

•	축적된	에너지를	적시에	발휘하는	조직운용의	원칙을	찾는다.

•	원칙과	변칙의	배합	전략을	논의한다.

2） 허실: 에너지의 집중방향

•	전략적	경쟁상황에서	주도권	장악의	중요성과	방법을	파악한다.

•	전쟁과	사업에서	협상의	가치와	원칙을	파악한다.

•	허허실실의	전략적	의미를	찾고	경험사례를	공유한다.

4.	간접접근과	

	 유연반응

▶	2시간

1） 군쟁 : 간접접근 전략 
•	우직지계,	우회전략,	간접접근전략의	의미를	찾고	사례를	공유한다.

•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의	보상에	대해	논의한다.

2） 구변 : 유연반응 전략 •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임기응변의	방법을	파악한다.

5.	전장심리와	

	 전략적	리더십

▶	4시간

1） 행군, 지형: 전장의 심리

•	리더가	피해야	할	9가지	상황과	리더가	버려야	할	5가지	성격을	논의한다.

•	조직구성원의	심리를	활용하는	경영원칙을	강의하고	경험을	공유한다.

•	리더의	책무와	실패하는	리더의	5가지	이유를	분석한다.

2） 구지, 화공: 창조적 리더십
•	이해관계에	따른	9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경쟁전략	구상의	핵심을	파악한다.

•	창조적	리더십의	조건을	논의한다.

3） 용간: 지식경영과 인간의 

가치

•	21세기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대두된	정보전쟁,	정보지식경영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	지식경영에서	인간의	가치를	공유한다.

손자병법 전략과 리더십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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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 20-21 20-21 17-18 19-20 24-25 28-29 26-27 9-10

과정목적 본 과정은 고전 명저 손자병법을 통해 21세기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통찰력과 리더십의 혜안을 

제공하고자 설계된 과정입니다.

학습목표 • 21세기 현대 조직발전과 개인의 성공을 위해 손자병법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 리더십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형세와 허실의 철학을 통해 궁극적 승리의 방법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경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의 가치와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극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심리와 창조적 리더십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조직의 리더들이 전략적 통찰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 동양고전의 철학적 기반 위에서 개인과 조직의 비즈니스 전략, 리더십 실전에 활용할 팁을 찾을 수 있습

니다.

과정특징 • 손자병법 13편의 원문 해석과 함께 고전 인문학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역사적 실전사례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략과 리더십의 사고력 확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군사와 경영의 전문가로 부터 손자병법 해석의 정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손자병법과 고전에 관심을 가진 분

• 전략과 리더십의 통찰을 찾는 리더

• 현대 복잡한 사회환경에서 성공의 지혜를 찾는 분

학습구조

전략적 의미
발견과 통찰

전략적 통찰력
리더십 혜안

리더십 실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따뜻한 리더

손자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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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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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13-14 15-16 17-18 23-24 7-8

과정세부내용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사서의	

	 성립과영향

▶	2시간

1） 주자 이전의 유학

•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	유가	학설의	전개경과를	파악한다.	(공자,	맹자,	순자를	

중심으로)

•	한(漢)나라,	유학의	특징과	내용을	고찰한다.

2） 송(宋)나라 유학과 영향
•	송(宋)나라	신유학의	성립	배경과	사서(四書)	체제를	정립	과정을	살펴	본다.

•	주자학이	조선(朝鮮)의	국가경영	이념이	되는	배경과	발전	과정을	학습한다.

2.	대학에서		

배우는	

	 성장의	길

▶	3시간

1） 대학(大學)이 말하는 

인간성장의 구조 

•	성숙한	인간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강령(三綱領)을	파악한다.

•	여덟	가지	조목(八條目)을	이해하고	그	근본이	되는	것과	급선무(急先務)를	파악한다.	

2） 대학에서 배우는 자기경영

•	수신의	4대	과제를	파악하고	실천	방안을	논의한다.

				-	사물을	궁구하여	앎에	이름	(格物,	致知)			-	뜻을	진실되이	함(誠意)

				-	마음을	바르게	함(正心)

3.	논어에서	

	 배우는	

	 군자의	품격

▶	4시간

1） 공자와 논어

•	공자가	살았던	시대상황을	파악한다.

•	공자의	자기	고백을	통해	그가	뜻	두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한다.

•	논어(論語)의	편집과	구성을	파악한다.

2） 키워드로 배우는 논어

•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안돈시키기[救世濟民]	위한	공자의	핵심	사상을	살펴	본다.

				-	배움과	실천						-	도와	군자				-	다스림의	핵심	:	이름을	바르게		신뢰

				-	인(仁)과	예(禮)			-	효(孝)									-	충서(忠恕)

3） 공자의 제자들
•	분야별로	뛰어난	제자(四科	十哲)

•	육예(六藝)에	뛰어난	제자

•	일반	제자

•	묵자(墨子)의	공자	비판과	공자학의	전승

4.	맹자에서		

배우는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역할

▶	4시간

1） 사람 맹자와 책 <맹자>
•	맹자(孟子)가	살았던	시대와	맹자의	고뇌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	<맹자>의	구성과	편집경위를	파악한다.

2） 가치지향적 삶을 위하여

•	왕척지심(枉尺直尋)의	의미	파악을	통하여	가치지향적	삶의	의미를	배운다.

•	맹자가	말하는	호연지기(浩然之氣),	부동심(不動心),	대장부(大丈夫)의	의미를	파악한다.

•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재점검한다.

3） 인간의 이해 •	성선설(性善說)의	내용을	파악한다.	(순자의	성악설	/	고자의	성	불선불악설	대비)

4） 맹자에게 배우는 리더십
•	맹자가	주장한	리더십의	대요(大要)를	파악한다.

				-	왕도정치와	실현	조건					-	민본주의					-	인간의	조건과	리더의	사회적	책임

5.	중용에서	

	 배우는	

	 자기성찰	

▶	3시간

1） 중용과 성(性). 도(道),    

교(敎)

•	중용의	성립경위에	대해	제시한다.

•	성(性),	도(道),	교(敎)의	관계성을	통하여	인간의	사명에	대해	생각한다.

2） 자기 단련의 요체 –   

신독(愼獨)

•	성(性)과	정(情)을	구분하여	설명한다.

•	희노애락을	다스리는	방법을	설명한다.

•	자기	내면적	단련	방법으로	신독(愼獨)의	중요성을	학습한다.

3） 중용 유지하기

•	성(誠)과	경(敬)의	의미를	배운다.

•	자기	단련에	몰입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	지속적	실천을	위한	무식(無息)의	결의를	다진다.	

4） 학습정리
•	각	모듈에서	얻은	자기	단련의	교훈을	정리한다.

•	실천	방안을	작성,	공유한다.

인성시대, 공자에게 배우는 인간의 길

과정목적 본 과정은 인성이 강조되는 현 시대의 필요에 입각하여 우리 전통 정신 문화를 발전적으로 오늘의 삶에 접목

하기 위해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사서(四書 : 대학 논어, 맹자, 중용)의 핵심 사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대학(大學)을 통하여 인간의 급선무(急先務)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논어(論語)를 키워드를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 맹자(孟子)의 사상을 통하여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역할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중용(中庸)을 통하여 내적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인간으로서, 리더로서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통찰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유학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적용하는 방안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한문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키워드 중심으로 강의합니다.

• 사서 저자들의 핵심 사상을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현대에 접목 가능한 중요 개념에 대해 토의함으로써 각자의 통찰을 배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대상 • 공사조직의 모든 리더, 예비리더

학습구조
인간

성장의 구조
인간의
품격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역할

자기성장을
위한 성찰

품격의
탄생

사서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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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인
문

학
인

문
학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조용한	혁명

▶	3시간

1） 리더십 패러다임
•	리더십은	현재	‘관리와	통제에서	권한위임과	자율성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정리한다.

•	관리와	통제의	리더십과	권한위임과	자율성리더십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한다.		

2） 리더십의 조용한 혁명

•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정리한다.

•	미래인재의	조건을	정리한다.

•	영웅적	리더와	조용한	리더의	사례를	파악한다.

2.	老子가	말하는	

조용한	리더

▶	4시간

1） 老子의 리더십 모델
•	노자의	생애와	사상을	찾아낸다.

•	노자가	말하는	조용한	리더(聖人)의	정의를	학습한다.

2） 조용한 리더의 성공조건

•	노자가	말하는	조용한	리더의	특성과	바람직한	행동을	강독한다.

•	성과주의를	강조하는	현실에서	조용한	리더의	성공조건(自由放任)을	찾아내고	

토론한다.

3） 사례 토의
•	사례(호세	무히카)를	통해	조용한	리더십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토의한다.

•	팀	별	의견을	정리하고	발표한다.

3.	莊子가	말하는

	 조용한	리더

▶	4시간

1） 莊子의 리더십 모델
•	장자의	생애와	사상을	찾아낸다.

•	장자가	말하는	조용한	리더(至人)의	정의를	학습한다.

2） 조용한 리더의 성공조건
•	장자가	말하는	조용한	리더의	특성과	바람직한	행동을	강독한다.

•	경쟁우위의	현실에서	세속을	초월한	리더십의	성공조건(逆發想)을	찾아	내고	토론한다.

3） 사례 토의
•	사례(제니퍼	소프트)를	통해	조용한	리더십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토론한다.

•	팀	별	의견을	정리하고	발표한다.

4.	조용한	리더십

▶	5시간

1） 기존  리더십의  한계
•	완벽한	리더가	존재한다는	환상과	인식을	전환한다.

•	미래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리더는	유연하고	합리적이며	겸허한	리더임을	정리한다.

2） 조용한 리더의 실천 전략
•	조용한	리더가	구사해야	할	8가지	전략을	학습한다.

•	조용한	리더의	8가지	전략	중	자신이	실천	가능한	전략을	선택하고	토의한다.

3） 조용한 리더의 미덕
•	조용한	리더가	갖추어야	할	3가지	미덕을	제시하고	토의한다.

•	실천계획을	정리하고	발표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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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30-31 8-9 20-21 18-19 30-31

과정목적 본 과정은 단위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에게 老莊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리더십 유형을 제시하고 새로운 

리더십에 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리더십 패러다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노자가 말하는 조용한 리더십의 요소와 성공조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장자가 말하는 조용한 리더십의 요소와 성공조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리더십을 정리하고, 조용한 리더십의 가능성과 한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개발 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고전과 현대의 사례를 접목하여 자신이 발휘할 리더십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통찰력을 높일 수 있습

니다.

과정특징 • 『老子』와 『莊子』의 주요 텍스트를 함께 강독하고 토론합니다.

• 자신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실천적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현직 부서장·가까운 장래에 팀장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준비가 필요한 리더

학습구조

노자•장자(老莊)에게 배우는 조용한 리더십

조용한
리더십

조용한
혁명

老子가 
말하는

조용한 리더

莊子가 
말하는

조용한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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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

학
인

문
학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삼국지

	 내용	통찰

▶	4시간

1） 삼국지 인물
•	삼국지	전체스토리를	파악한다.

•	삼국지	등장	인물을	파악한다.

2） 삼국지 사건
•	삼국지	주요	사건을	이해한다.

•	삼국지의	특징을	다른	고전과	비교한다.

2.	인간관계

	 전략-리더십

▶	4시간

1） 자기관리
•	부전굴인-상대와	싸우지	말고	이겨라.

•	중계수계-자기자신의	분수를	지켜라.

2） 부하관리
•	백전불태-위태로운	관계를	갖지	말라.

•	장계취계-주변의	적을	만들지	말라.

3） 상사관리
•	칠금맹획-상대의	마음을	공략하라.

•	연합상조-남들이	나를	돕게	만들라.

4） 갈등해결
•	무처여무량-완벽한	파트너는	없다.

•	절장보단-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덮어라.

3.	인간관계				

	 전략-소통

▶	4시간

1） 자기표현
•	설전군유-소통은	훈련으로	발전한다.

•	지설주유-심리전은	효과적인	전술이다.

2） 타인이해
•	복룡봉추-동료간의	동반의식을	강화하라.

•	제궤의혈-험담은	전체를	크게	해친다.

3） 자기부정
•	일낙천금-상호	신뢰는	관계소통의	중추다.

•	금선탈각-자기부정이	이해의	지름길이다.

4） 타인긍정
•	위위구조-전체상황을	보는	눈을	길러라.

•	구능식지-상대를	알아보는	식견을	양성하라.

4.	인간관계	

	 전략-팔로워

▶	4시간

1） 업무관리
•	초선차전-전략적	사고로	일을	도모하라.

•	도광양회-재능을	감추고	뜻을	세우라.

2） 인재관리
•	융중대책-목표를	세우고	행동하라.

•	사이후이-철저한	프로	의식을	가지라.

3） 주변관리
•	점적적누-평범한	것을	중히	여기라.

•	방압이덕봉-훌륭한	자기덕목을	만들라.

4） 위기관리
•	안거평오로-항상	마음을	평안히	하라.

•	기생유하생량-욕심을	버리고	도량을	키우라.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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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 20-21 1-2 10-11 16-17 18-19

과정목적 본 과정은 삼국지에 등장하는 수 많은 인물과 인간관계로 인한 흥미로운 사건들을 통해 조직생활의 전략적 

사고를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삼국지를 여러 번 읽는 효과에 준하는 스토리텔링의 비결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 삼국지에 등장하는 영웅과 리더들의 성공과 실패요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삼국지를 꽃 피운 명참모들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며 교훈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조직 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삼국지의 실용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지도와 연표, 사진과 그림, 동영상 등의 다양한 기법으로 흥미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 주역, 노자도덕경, 한비자 등 철학적 관점에서 삼국지 사례 속의 인간관계를 명쾌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교육대상 • 인간관계의 전략적 통찰을 찾는 분

• 직장과 생활의 발전을 원하는 열린 분

• 삼국지와 중국고전의 핵심에 관심 있는 분

학습구조

삼국지(三國志) 인간관계 성공학

삼국지 
스토리
분석

삼국지
주요인물
역할분석

삼국지
인간관계
사건분석

조직생활
실용적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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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

학
인

문
학

과정세부내용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동양	리더십의	

원형을		 	

찾아서

▶	4시간

1） 사기, 어떤 책인가

•	저자	사마	천과	사기	집필	동기를	확인한다.

•	사기의	구성과	그	영향력을	파악한다.

•	문명과	역사의	상관관계를	이해한다.	

2） 태초에 코칭과 멘토링이 있었다
•	최고의	태평성대로	알려진	요(堯),	순(舜)시대의	리더십을	이해한다.

•	요와	순,	우(禹)임금의	권력승계	과정을	통해	코칭과	멘토링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3） 천하는 덕(德)있는 자의 것

•	중국	최초의	세습왕조인	하(夏)나라의	쇠퇴과정을	분석한다.

•	덕(德)의	개념과	파워	획득과정에서	덕의	기능을	살펴본다.

•	탕(湯)임금의	은(殷)나라가	하나라를	대체하여	천하의	주인이	되는	과정을	고찰한다.

•	주(周)나라	건국과정과	창업자인	문왕(文王),	무왕(武王),	주공(周公)의	덕을	통해	

바람직한	리더십	행동을	논의한다.

2.	파워리더의	

	 조건

▶	6시간

1） 세월과 더불어 체제는 무너지고

•	춘추시대(春秋時代)가	도래하는	역사적	배경을	파악한다.

•	춘추오패(春秋五覇)의	행적을	추적하여	그들의	역할을	살펴	본다.

•	어지러운	세상을	구제하기	위한	공자(孔子),	노자(老子),	손자(孫子)의	변을	들어본다.		

2） 새로운 국면, 제자백가의 대두

•	전국시대(戰國時代)의	바뀐	사회적	패러다임을	살펴본다.

•	바뀐	세상에서	등장한	제자백가(諸子百家)의	학설을	간략히	살펴	봄으로써	다양한	

리더십	패러다임을	찾아낸다.

3） 파워리더의 조건

•	춘추	전국시대	인물들의	행적을	통해	파워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정리한다.

			-	개인적	신념		 -	원칙과	융통성	 -	카리스마	

			-	겸손		 	 -	지인지감

3.	천하통일과	

	 리더십의		

실패

▶	3시간

1） 수퍼파워의 저력쌓기

•	진(秦)나라의	Global	Perspective를	살펴본다.

•	진,	초(楚)	두	변방국가의	국가	운영상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	진	목공(穆公)과	백리혜의	강국	초석	놓기	사업을	고찰한다.

•	진	효공(孝公)과	상앙(商秧)의	부국강병책을	탐구한다.		

2） 젊은 군주의 천하통일 사업
•	진왕(秦王)	정(政)의	통일	사업을	파악한다.

•	통일국가	진나라의	통치정책을	살펴본다	

3） 리더십 실패의 원인 탐색 
•	통일국가	진나라	통치의	득실을	논한다.	

•	리더십	행동에서의	취할	점을	정리한다.

4.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

▶	3시간

1） 학정은 봉기를 부르고
•	진나라	황실	후계의	문제점과	리더십	붕괴를	고찰한다.

•	민중의	봉기	상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한다.

2） 두 가닥으로 정리된 혼란국면
•	초한전(楚漢戰)의	전개과정을	고찰한다.

•	항우(項羽)와	유방(劉邦)의	리더십	스타일을	비교분석한다.

3） 천하는 다시 하나로
•	한(漢)나라의	천하	통치체제	구축과정을	살펴본다.

•	이전	시대와	다른	리더십	변천부분을	살펴본다.

4） 학습 교훈정리
•	사기	학습을	통해	얻은	리더십	교훈을	정리한다.

•	본인의	실천사항을	정리한다.

사기(史記)에서 배우는 파워리더십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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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 27-28 호남 6-7 22-23 부산 8-9 24-25 25-26 호남 12-13 20-21 부산 4-5

과정목적 본 과정은 리더십 관점에서 사기(史記)의 명장면을 엄선하여 리더십 성패를 살핌으로써 오늘날 조직의 리더

들이 리더십 발휘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구성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조용한 환경[治世]에서 효과적인 리더십 행동을 검토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어지럽고 복잡한 환경[亂世]에서 발현된 다양한 리더십 행동을 통해 효과적인 리더십 발휘를 위한 시사점

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을 도출함으로써 최상의 리더십 모델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통시적(通時的)이고 거시적(巨視的) 안목에서 리더의 존재 의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우리 조직정서를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리더십 행동들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역사상 존재한 많은 리더들의 리더십 특징을 탐색하여 자신의 리더십 행동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조직에 접목할 수 있는 바를 성찰함으로써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리더십 연구의 에센스가 될 만한 명장면만 엄선하여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 매 시대와 리더들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달함으로써 이해를 쉽게 돕습니다.

• 역사적 흐름 위에서 리더들의 행동 배경, 성패 등을 분석함으로써 리더십 적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

록 구성하였습니다.

• 각 테마, 인물별로 1Page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실(史實)과 리더십 행동의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

교육대상 • 공사조직의 모든 리더, 예비리더

학습구조
•	사람과하늘
•	천명과	혁명

•	진나라	통일의	의의
•	리더십	실패	요인

•	초한전과	한나라

•	개인적신념
•	원칙과	융통성	-카리스마

•	겸손
•	지인지감

동양
리더십의

원형

파워
리더의
조건

천하통일과 
리더십의

실패

새로운
리더십의

출현

파워
리더의
탄생

사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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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

학
인

문
학

과정세부내용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리더십	개발,	

	 역사에서		

찾기

▶	2시간

1） 역사와 리더십
•	한국적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리더십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	리더로서	역사를	학습해야	하는	의미를	논의한다.

2） 대학 리더십, 3강령 8조목 •	전통	리더십의	핵심가치인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의미를	공유한다.

2.	혁명의	성패

▶	4시간

1） 맹자, 혁명의 뿌리 •	맹자의	민본사상을	이해하고,	조선에	적용되는	역사적	배경을	파악한다.

2） 정도전과 조선경국전 •	정도전의	건국철학이	담긴	조선경국전을	소개하고	의미를	공유한다.

3） 조광조의 개혁실패 •	조광조와	대원군의	개혁정책이	실패한	경위를	강의하고	의미를	공유한다.

4） 변화의 동인과 추진전략 •	변화창조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동인(動因),	추진전략을	토의한다.		

3.	위기의	대응

▶	4시간
1） 임진왜란과 조선의 대응

•	임진왜란에서	조선의	대응과정을	위기관리	리더십	차원에서	분석한다.

•	병자호란에서	조선의	대응과정을	위기관리	리더십	차원에서	분석한다.

•	위기관리가	실패한	전쟁의	후유증을	다양한	관점으로	나누어	공유한다.

•	위기인식	및	공유,	위기예방,	위기발생시	대응,	교훈의	학습에	대해	토의한다.

4.	논쟁과	갈등

▶	3시간

1） 사림과 붕당
•	조선	사림의	형성과	계보를	파악한다.

•	정치적	붕당구조와	영향을	파악한다.

2） 조선시대 5대 논쟁
•	한양천도논쟁,	공법논쟁의	과정과	의미를	파악한다.

•	조선유학	3대	논쟁(사단칠정논쟁,	예송논쟁,	호락논쟁)의	과정과	의미를	파악한다.

3） 논쟁의 처리와 갈등관리

•	논쟁과	갈등을	처리하고	대응한	군주들의	리더십을	비교한다.

•	조선	후기의	사상논쟁에	대한	식민사관의	해석과	영향을	공유한다.

•	갈등의	의미와	리더의	갈등관리	특성을	토의한다

5.	도전과	응전

▶	3시간

1） 국제정세의 도전
•	해양개척의	시대와	서세동점의	국제정세	상황을	공유한다.

•	조선에	가해진	정치,	사회적	도전을	공유한다.

2） 응전의 실패

•	조선의	왕실과	양반계층의	리더십이	취한	대응조치를	공유한다.

•	조선의	민중들이	취한	행동사건을	공유한다.

•	조선의	대응이	실패하는	내부역량의	문제를	논의한다.

3） 망국의 통한

•	조선	망국의	과정을	파악한다.

•	국가주권을	상실한	후	당한	치욕과	고통의	역사적	사실을	공유한다.

•	역사적	맥락을	통해	리더의	책임과	역량개발의	의미를	공유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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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4 부산 13-14 3-4 29-30 호남 29-30 부산 13-14 7-8 4-5 19-20 호남 27-28 11-12

우리 역사에서 배우는 리더십

과정목적 본 과정은 한국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리더의 책임감을 제고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리더십 개발의 지혜를 

찾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한국적 리더십의 문화적 토양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조선건국의 역사에서 변화혁신의 리더십 정신을 공유합니다.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역사에서 위기대응 리더십 전략을 모색합니다.

• 조선시대의 논쟁 역사에서 소통과 갈등관리의 리더십을 성찰합니다.

• 조선 후기, 구한말의 역사에서 도전과 응전의 실패 교훈을 파악합니다.

기대효과 •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갖출 수 있습니다. 

• 리더십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 리더십 행동의 기본이 되는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대중에게 친근한 역사상의 스토리를 활용하여 학습 흥미를 높입니다.

• 조선시대의 역사적 사례에서 의미가 큰 사건들을 균형 있게 선정하여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인문학적 소양을 한 단계 높여 줍니다.

교육대상 • 역사의 교훈과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 리더십 개발을 희망하는 분

• 역사와 고전 학습에 관심을 가진 분

학습구조 리더십과 역사를 배우는 
의미 이해

대학의 덕목에서 리더십 
모델 찾기

역사적 사례에서 리더십 
교훈 찾기

리더십의 개발,
역사에서 찾기

조선의 건국과 
변화창조

조선의 전쟁과 
위기관리

조선의 논쟁과 
갈등관리

리더십 
도전과 역사의 

교훈

B
E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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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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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전략적	리더십

▶	4시간

1） 한니발 전쟁과 전략적 사고

•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로마를	침공하여	수행한	전쟁	스토리를	공유한다.

•	로마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시뮬레이션으로	토의한다.

•	로마의	대응전략과	스키피오의	전쟁수행	내용을	공유한다.

•	한니발	전쟁을	통해	도출된	전략적	사고와	접근방법의	의미를	정리한다.

2） 초한전쟁과 전략적 리더십

•	진시황제의	통일제국이	붕괴하는	상황을	영상자료와	강의로	공유한다.

•	항우와	유방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의	대안을	지도로	토의하고	전개상황을	

파악한다.

•	항우와	유방의	인재경영에	대해	사례를	공유하고,	그	의미를	논의한다.

•	패왕별희의	스토리를	제시하고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파악한다.	

2.	의사결정

▶	4시간

1） 진주만 기습과 합리적 결정

•	진주만	기습작전의	의미에	대해	양측입장에서	파악한다.

•	일본측	참모들의	분석내용과	정밀한	준비사항을	파악한다.

•	미국측의	집단사고	오류를	공유한다.	

2） 미드웨이 해전과 OODA 

Loop

•	미드웨이	해전의	진행상황을	영상과	지도로	소개,	공유한다.

•	양측의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OODA	관점에서	토의한다.

•	경영자,	관리자의	의사결정이	초래하는	경영의	템포와	파급효과를	토의한다.

•	필리핀	상륙작전과	해전상황에서	양측	지휘관들이	마주쳤던	의사결정의	딜레마를	

공유한다.

3.	경영혁신과	

	 스피드	경영

▶	4시간

1） 전격전과 혁신

•	마지노선의	배경과	구조,	의미를	영상자료로	공유한다.

•	항공기,	전차,	잠수함	기술의	혁신사례를	영상자료로	공유한다.

•	독일군	참모본부에서	기획한	전쟁의	개념	혁신과	전격전의	의미를	지도로	공유한다.

•	전격전의	효과가	전쟁의	승리로	연결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토의한다.

2） 몽골군의 세계정복 스피드

•	칭기즈칸의	전쟁	참모들과	장군	등	핵심인재에	대해	파악하여	공유한다.

•	칭기즈칸	전쟁에서	네트워크의	효과와	스피드	경영의	사례를	공유한다.

•	몽골제국의	붕괴원인을	분석하고	현실적	교훈을	논의한다.

4.	현장경영과	

	 위임

▶	4시간

1） 나폴레옹의 현장감각

•	베토벤	교항곡	‘영웅’과	차이코프스키	‘1812년	서곡’의	일부를	감상한다.

•	나폴레옹이	승리한	사례를	공유하고	선택과	집중의	의미를	파악한다.

•	러시아와	스페인에서	나타난	민중들의	항전	의미를	찾아본다.

•	바다에서의	전투와	워털루에서	나타난	경영의	VUCA	특성을	파악하고	공유한다.

2） 베트남 전쟁과 현장경영

•	미국의	베트남	전쟁의	진행경과를	영상,	지도자료로	파악한다.

•	클라우제비츠	전쟁의	삼위일체	개념과	베트남전쟁에서의	의미를	이해한다.

•	베트남	전쟁지도자인	호치민과	전략가	보구엔지압의	팀워크를	분석한다.	

•	보구엔지압이	구현한	3불전략의	의미와	경쟁상황에서	주도권의	의미를	파악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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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 27-28 22-23 3-4 12-13 14-15

전쟁의 역사와 승자의 조건

과정목적 본 과정은 전쟁의 역사를 통해 극한의 경쟁상황에서 승리하는 조직과 개인, 리더의 조건을 찾아보기 위한 

과정입니다.

학습목표 • 전략적 리더십의 맥락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의사결정의 함정을 파악하고 합리적, 직관적 의사결정력 개발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변화혁신의 가치와 효과적 추진전략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현장경영의 맥락을 이해하고 실천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전략적 감각, 합리적 의사결정, 변화혁신, 현장경영의 맥락을 알고 실천하는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 전쟁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리더십 역량개발의 계기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대중적으로 알려진 역사적 전쟁을 소재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 흥미를 높입니다.

• 시뮬레이션, 동영상, 현장지도, 기록사진 등 다양한 학습방법과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흥미와 효과를 동시에 

증진시켜 줍니다.

• 조직경영과 인생의 지혜가 될 만한 키워드와 적합한 사례를 선정하여 조직의 리더와 관리자의 리더십 능력과 

개인적 성장에 필요한 인문학적 성찰을 지원합니다.

교육대상 • 전쟁사의 교훈을 통해 조직경영의 통찰과 리더십 개발을 희망하는 경영자·관리자

• 역사와 스토리텔링을 통한 학습에 관심을 가지신 분

학습구조

상황 시뮬레이션 
참여학습

전쟁사례 
스토리 강의

영상과 위성 지도 
시청각 학습

교훈과 성찰
학습
방법

한니발
전쟁

초한   
전쟁

태평양
전쟁

칭기즈칸 전격전
나폴   
레옹

베트남
전쟁의
사례

의사결정
전략과
리더십

경영혁신
스피드 경영

현장
경영

Keywords 
of Manage-

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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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인
문

학
인

문
학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강한	나라의

	 비결

▶	8시간

1）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강성원인

•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건국과	성장	과정을	통해	그들의	건국이념을	살펴보고	그것이	

국가	경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국가경영이념이	현대의	기업경영에	접목되어	성과를	낸	사례를	

살펴본다.

•	학습자들의	기업	경영에	접목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을	살펴본다.

2） 삼국의 백성들을 움직인 힘

•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삼국의	문화에서	찾아본다.

•	삼국의	문화를	통해	얻어낸	시사점을	기업경영의	사례에	접목해보고	실천적	방안을	

도출해낸다.

3）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생존전략

•	주변	국가들의	부침	속에서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삼국의	주변	정세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을	찾아낸다.

•	삼국을	통해	찾아낸	혼란기의	생존전략을	현대의	기업경영	사례에서	찾아보고	학습자들의	

기업	경영에	접목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살펴본다.

4） 삼국의 인재육성과 

여성인력의 활용

•	삼국이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을	삼국의	인재육성	시스템에서	찾아본다.

•	삼국의	인재육성	및	여성인력	활용	체제에서	얻은	시사점을	현대	기업에	접목한	사례를	

살펴보고,	학습자들의	기업	경영에	접목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살펴본다.

2.	장수한		 	

나라의	비결

▶	8시간

1） 리더십과 국가의 운명

•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전성기로	이끌었던	왕과	멸망의	길로	이끌었던	왕들의	업적을	

되돌아보고	그	속에서	리더에게	전해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낸다.

•	현대	기업의	역사에서	삼국과	비슷한	유형의	리더십	모델을	찾아보고	그것이	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본다.

•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모델을	구체화한다.

2） 개방성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성

•	삼국의	역사에서	이민족과	이문화가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그것의	중요성을	되새겨본다.

•	삼국의	역사를	통해	다양성의	중요함을	이해하고	기업	경영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는다.

3） 리스크 관리를 통한 

지속적 성장

•	전쟁이	일상화되었던	삼국의	역사에서	7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	내려올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현대	기업에서의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되새기고	실천적	방안을	도출한다.

4） 장수국가의 숨은 비결

•	스피드와	전쟁에서의	패배를	통한	교훈	등	앞서	다루지	않은	삼국의	숨은	장수	비결을	

살펴보고	기업	경영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	학습자들의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아내어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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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 27-28 15-16 10-11 11-12 13-14

과정목적 본 과정은 고구려와 백제, 신라 등 70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 온 삼국의 장수비결과 강대국으로 성장한 비결

을 통해 조직 또는 기업 경영의 시사점을 얻고자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이 강대국이 된 과정과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강한 기업이 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장수 비결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이 장수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습

니다.

기대효과 • 강한 기업과 장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한 시사점을 각 기업이 현상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험한 환경변화를 

헤쳐나갈 수 있는 실천적 지혜와 방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혼란한 경영환경에서의 성장과 발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국내에서 유일하게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경영학 학습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 상대적으로 취약한 삼국의 역사에 대한 지식과 함께 최신의 경영 사례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기업의 임원이나 경영진

• 인문학으로부터 경영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기업의 리더

• 성과를 높이고 싶은 조직의 리더

학습구조

삼국(고구려·백제·신라) 경영학

고구려

백제 신라

강한 나라의 조건

장수한 나라의 조건

조직 경영에 
접목

 시사점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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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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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문

학
리

더
십

 트
립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남과	다른	

1%	독창성

▶	1시간

1） 위대한 열정에서 나오는 

독창성

•	예술적	영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출해	새로운	화풍을	연	전혁림	화백의	미술작품들을	

감상하며	그의	열정을	느껴본다.

•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보고,	새롭게	보기	위해	늘	고민해야	하는	리더의	역할에	대해	

점검한다.

2.	정직성과		

몰입

▶	3시간

1） 업의 재발견

•	미륵산	정상에서	사색과	성찰을	통해	나에게	있어	업이란?	업의	정의를	내린다.

•	평생	지켜온	박경리	작가의	열정과	신념,	문학자로서의	진정성을	통해	우리가	지금	해	

나가며	잃은	것이	무엇이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본다.

3.	사고의	전환

▶	2시간

1） 사고의 중요성

2） 사고의 전환 사례체험

•	낙후된	철거촌을	1,000만명의	핫플레이스로	만든	사고의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분석한다.

•	동피랑마을	트레킹을	통해	사고전환의	효과를	체험한다.

4.	의지와		 	

희망의	외침

▶	3시간

1） 바라보아야 할 길의 발견

•	“삶”을	변화시키는	힘	‘한마디‘,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	한계와	미흡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청마의	삶과	

시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점검한다.

5.	Think	Week

▶	3시간
1） 의미의 되새김과 다짐

•	해금강	외도	투어를	통해	리더로서	열정의	회복,	창조적	시각과	감수성,	사고의	전환에	대해	

생각해	본다.

교육시간 2일 12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65만원 / 비회원  69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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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 27-28 25-26 7-8

과정목적 본 과정은 동시대를 함께 사는 시인과 문화해설사가 직접 동행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예술가들의 문학작품

에 대해 이야기 해주는 여정을 통해 당시 작가들의 상황과 생각, 감정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갖

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전혁림의 작품을 통해 남다른 1%의 독창성과 위대한 열정을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일에 대한 진정성과 진지한 성찰 그리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낙후된 철거촌을 1,000만명의 핫 플레이스로 탈바꿈 시킨 동피랑마을에서 사고의 전환이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내 인생에 힘이 되는 한 마디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있습니다.

기대효과 • 위대한 예술가들의 삶의 흔적과 숨결을 따라가보며 몰입과 열정의 인생을 엿보고, 자신 업무에 대한 동기

부여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창조적 시각과 감수성을 통해,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

니다.

• 지역문화 체험,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고 스스로 원하는 내 모습을 찾아가는 기

회를 제공합니다.

과정특징 • 문화 예술의 향취가 살아 숨쉬는 예향 통영과 천혜의 경관을 간직한 거제에서 미술, 시, 소설을 통해 새롭

게 생각하고, 새롭게 바라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창조적 감수성과 업에 대한 진정성을 깨우는 문예기행 입니다.

교육대상 • 현재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예비 리더

• 기존의 리더십교육을 계속 받아왔으며, 새로운 교육을 필요로 하는 리더

학습구조

[Leadership Trip 통영] 

혼을 담는 열정, 통영에서 만나는 예술의 지혜 

전혁림
미술관

미륵산
한산대첩

박경리
기념관

동피랑
마을

청마
문학관

해금강&
외도

남다른	1%
독창성과

위대한	열정을
말하다.

한산대첩의
숨결을	느끼다

업에	대한	
진정성과

진지한	성찰	
그리고	깨달음

사고의	전환,
낙후	된	철거촌을
1,000만명의
핫플레이스로

청마	선생의
의지와	희망의

울림

Think
Week

리더의 관점을 전환하기 위한 문학과 예술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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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인
문

학
리

더
십

 트
립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흔들리지않는		

리더를	만나다.

▶	2시간

1） 원칙과 소신을 가진 리더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

•		명량해전.	우수영을	답사하며	이순신	장군의		원칙과	소신에	대해	이해한다.

•		리더에게	있어	원칙과	소신이	왜	중요한지	분석한다.

2.	원칙있는	삶의		

길을	걷다.

▶	2시간

1） 수신, 근행, 적선의 

덕목으로 삶의 방향을 

세운 윤선도

•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	수신,	근행,	적선의	덕목으로	삶의	방향을	세운	윤선도에	대해	파악한다.

3.	희생과	헌신을		

일깨우다.

▶	3시간

1） 명상과 사색을 위한 

두륜산 트레킹
•	명상과	사색을	통해	희생과	헌신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4.	본질을	지키다.

▶	5시간

1） 조선 최고의 학자 정약용
•	18년의	유배	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았던	정약용	선생님의	삶을	통해	본질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2） 생각 언어, 행동, 용모를 

바르게 하다.

•	사의가	무엇인지	이해한다.

•	사의(생각,	언,	행동,	용모)의	중요성에	대해	토의한다.

교육시간 2일 12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65만원 / 비회원  69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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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6 20-21 19-20 24-25

과정목적 본 과정은 진도, 해남, 강진 등 역사학자 33인이 선정한 우리나라의 위대한 주요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답사하

며 위대한 인물들의 철학과 지혜가 담긴 역사를 리더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명확한 길을 제시하기 위해 설계

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원칙과 소신을 가진 리더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에 대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수신, 근행, 적선의 덕목으로 삶의 방향을 세운 윤선도 선생의 원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정약용의 삶을 통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본질을 잃지 않은 리더의 모습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사의(생각, 언어, 행동, 용모)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역사와 고전의 사례를 통해 리더십의 본질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갖추고, 리더의 본업(本業)이 무엇인지를 

현재 자신의 상황에 근거하여 차분히 탐색할 수 있습니다.

• 역사 속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을 이해함으로써, 나에게 필요한 리더십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대자연에서의 사색과 성찰을 통한 감성 회복과 업무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역사 속 스토리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답사 프로그램입니다.

• 전문가의 강의와 해설, 그리고 체험과 사색을 통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입니다.

• 아웃도어 활동(트레킹)과 인문학 관점의 리더십 이야기(강의 및 해설)이 결합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대상 • 현재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예비 리더

• 기존의 리더십교육을 계속 받아왔으며, 새로운 교육을 필요로 하는 리더

학습구조

[Leadership Trip 남도]  

역사를 통해 진정한 리더의 본질을 담다  

진도
우수영

녹우당
윤선도 
유적지

유선관
대흥사& 
두류산

다산초당&
백련사

사의재&
영랑생가

흔들리지	않는
리더	이순신을

만나다.

수신,	근행,	적선의	
덕목으로	삶의	
방향을	세운

윤선도의	원칙을	
배우다.

명상과	사색을	위한
두륜산	트레킹을	통해
희생과	헌신을	깨우다.

유배속에서도	
본질을	잃지	않는
리더,	정약용의
숨결을	느끼다.

생각,	언어,	행동,	
용모	리더로서	

4가지를
바르게	하다.

명확한 리더의 길을 깨닫기 위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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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인
문

학
리

더
십

 트
립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	4시간

1） 흠들림 없는 삶의 열정
•	추사	김정희의	삶을	통해	중심을	지키는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	집념의	길	트레킹을	통해	흔들림	없는	삶이란	무엇인지	확인한다.

2.	차(茶)에서		

예(禮)를	배우다.

▶	2시간

1）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	티	소믈리에를	통해	차예(茶禮)에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확인한다.

3.	자연에서	마음을	

경영하다.

▶	2시간

1） 마음경영을 실천하는 기술
•	리더십의	발휘는	물론이고	조직의	생산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	이라는	

요소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한다.

4.	길	위에서	나를	

만나다.

▶	4시간

1） 생각의 여유를 통한 

성찰과 사색의 시간

•	용눈이	오름과	비자림을	걸으며,	리더로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리더의	모습을	진단한다.

5.	상상하고		

창조하다.	

▶	4시간

1） 발 밑에서 보물을 찾다.
•	상상은	생각하는	것이고,	창조는	실행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리더로서의	미래모습을	

그려본다.

교육시간 3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97만원 / 비회원  99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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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6 19-21 11-13

과정목적 본 과정은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하는 리더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생생한 사례와 강연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한 리더로서의 자기혁신과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추사유배길인 집념의 길 트레킹을 통해 김정희의 흔들림 없는 삶의 열정에 대해 파악한다. 

• 리더십의 발휘는 물론 조직의 생산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란 요소를 올바르게 활용 할 수 있다.

• 상상을 현실로 옮긴 제주 탐나라공화국의 답사를 통해 리더로서의 미래 모습을 그려본다.

기대효과 • 긍정적 사고와 시각을 통한 역경 극복의 지혜와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강화합니다.

•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통해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 생각을 눈에 보이게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리더로서 업무 추진력을 강화합니다. 

• 대자연에서의 사색과 성찰을 통해 감성을 회복하고 업무의 몰입도를 향상시킵니다. 

과정특징 • 교육의 효과와 몰입을 높이기 위해 모든 강의는 답사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의 대자연 속에서의 명상과 사색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장소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통해 리더로서의 미래모습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현재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예비 리더

• 기존의 리더십교육을 계속 받아왔으며, 새로운 교육을 필요로 하는 리더

학습구조

[Leadership Trip 제주]  

리더의 자기 혁신  

추사유배
집념의 길

흔들림	없는
삶의	여정

오설록
티스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함덕해안

리더의
감정코칭

용눈이오름과
비자림

생각의	여유를	
통한

사색과	성찰

탐나라
공화국

상상은	생각,
창조는	실행하는	것

리더의 자기 혁신을 위한 여정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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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인
문

학
리

더
십

 트
립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리더의	마음	

가짐

▶	3시간

1） 리더가 갖추어야 할 7가지 

마음가짐

•	답사지역	방문	전	각	거점에	대한	설명과	함께	리더로서	갖추어야	7가지	마음가짐을	

도출한다.

2.	역사의		 	

재발견

▶	2시간

1） 돈의
•	사대문	중	하나였던	서대문의	옛	터인	돈의문터에서	“의를	돈독히	하라!”	태조	이성계의	

수오지심	정신	“돈의”에	대해	이해한다.

2） 정도
•	백범	김구선생이	저격	당한	곳이자,	독립운동가들의	거처로	사용되었던	경교장에서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	“정도"에	대해	이해한다.

3） 용기 •	잘못된	겉모습에	의해	잊혀져	가는	위대한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에	대해	분석한다.

4） 희생
•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돕고	이를	전	세계에	알린	앨버트	테일러,	목적도	대가도	없이	

우리나라를	위한	그의	희생정신에	대해	분석한다.

3.	일상의

	 재발견

▶	1시간

1） 포용 •	사색과	성찰을	통해	리더에게	있어	포용이란	무엇인지	찾아낸다.

4.	의미의

	 재발견

▶	2시간

1） 신념
•	윤동주	시인의	문학작품들과	오로지	시인이라는	외길의	인생을	살아온	그의	삶에서	비추어	

지는	신념을	확인한다.

2） 구성원을 하나로 만드는 

“비전＂

•	“의를	널리	알려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창의문에서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고	

현업으로	돌아가	이를	어떻게	실천할지	정리한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30만원 / 비회원  35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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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7 13 1

과정목적 본 과정은 강의장을 벗어나 서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한양도성길을 걸으며 전문가의 해설과 개개인의 

성찰을 통해 리더가 갖추어야 할 7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한양도성길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리더의 마음가짐을 도출합니다.

• 역사의 재발견 구간 답사를 통해 리더의 4가지 마음가짐(돈의·정도·용기·희생)을 습득합니다.

• 일상의 재발견 구간에서는 사색과 성찰을 통해 포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습득합니다.

• 의미의 재발견 구간인 윤동주 시인의 언덕과 창의문 답사를 통한 리더의 마음가짐에 대해 되새겨보고, 

액션 플랜을 수립합니다.

기대효과 • 리더가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 보고 이를 업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역사 속 인물들의 리더십 사례를 분석하여 나의 리더십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리더십의 이론영역이 아닌 실천영역의 접근으로 사색과 성찰을 통해 나만의 리더십 스타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역사 속 스토리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답사 프로그램 입니다. 

• 명상과 사색 등 생각의 여유를 더할 수 있는 자기성찰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입니다.

• 아웃도어 활동(트레킹)과 인문학 관점의 리더십 이야기(강의 및 해설)이 결합된 프로그램입니다.

• 한양도성길과 더불어 역사 속 위인들의 혜안을 전해 들을 수 있는 일거양득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대상 • 현재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예비 리더

• 기존의 리더십교육을 계속 받아왔으며, 새로운 교육을 필요로 하는 리더

학습구조

[Leadership Trip 한양도성길] 

한양도성길에서 만나는 리더의 마음가짐 

돈의문터 경교장
홍난파
가옥

딜쿠샤
인왕산
정상

윤동주 
시인의 언덕

창의문

역사의	재발견 일상의	재발견

敦義	돈의 正道	정도 勇氣	용기 犧牲	희생 包容	포용 信念	신념 理想(이상)	비전

의미의	재발견

리더가 갖추어야 할 7가지 마음가짐 습득을 위한 여정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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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리
더
십

타
인

 이
끌

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리더의	조건

▶	1시간	
리더가 챙겨야 하는 7가지 키워드

제시

설명

토의

실습

		2.	소통

▶	1시간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먼저 다가오는 리더가 될 수 있을까?

		3.	팀워크

▶	1시간	
어떻게 하면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4.	고객

▶	1시간	
어떻게 하면 고객 중심의 차별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5.	성과

▶	1시간	
어떻게 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

6.	인재활용

▶	1시간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자발적, 의욕적으로 일하게 할 수 있을까?

		7.	인재육성

▶	1시간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까?

		8.	솔선수범

▶	1시간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나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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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9 12

과정목적 유능한 실무자가 리더로 승진하지만 유능한 실무자일수록 리더로서 무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리더

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태도는 물론 한국 사회에서 사람과 성과를 동시에 챙기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체

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과정은 직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팀워크를 강화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리더육성 과정으로 개발되었

습니다.

학습목표 •  리더의 책임과 영향력을 이해하고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 지 구체적인 결심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조직의 성과와 사람의 동기유발 및 성장을 위해 리더가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키워드에 대한 이해와 구체

적인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소통 상황별 방법론과 스킬을 학습합니다.

• 팀원의 주도성과 자발성을 이끌어 내는 대화스킬을 바탕으로 1:1 면담이나 회의, 갈등과 이해관계의 조정에

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방법론을 익힙니다.

• 방법의 이해와 함께 실습을 통해 익히는 교육입니다.

   (1)  소통상황 → (2) 방법론 제시 → (3) 사례 실습 → (4) 자신의 현업실무 적용 순의 실습 중심으로 진행

됩니다.

• 현업의 업무상황과 직결된 교육입니다.

• 자신의 현업사례를 활용함으로써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대상 • 신임 리더

• 직원들과 소통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현장 중심의 리더십이 필요한 리더 

• 향후 1년 이내 리더 역할을 수행할 예비 리더

학습구조

처음 리더가 된 당신에게

성과

인재육성

인재활용

고객

솔선수범

소통

팀워크

리더가
챙겨야 하는

7가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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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리
더

십
타

인
 이

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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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 15-17 15-17 19-21 17-19 7-9 12-14 9-11 6-8 18-20 15-17 11-13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64만원 / 비회원  70만원] / [2인 이상 - 회원  60만원 / 비회원  66만원]

교육일정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리더와

	 리더십

▶	4시간

1） 리더십의 Model을 찾아서
•	훌륭한	리더의	모습을	확인하고	리더십의	정의를	내린다.	

•	리더십	이론의	배경과	다양한	정의를	파악한다.	

2） 나는 어떤 리더인가?

•	리더십의	이론적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	봄으로써,	자신의	리더십	개념을	명확히	

한다.		

•	자기진단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	유형을	파악한다.	

2.	비전수립과

목표설정

▶	6시간

1） 리더의 역할 이해

•	리더의	역할로서	비전제시의	의의를	이해하고,	비전을	정의한다.

•	비전의	효과와	좋은	비전의	조건을	확인한다.

•	비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악한다.

2） 비전의 개발

•	비전개발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한다.

•	비전개발의	절차와	방법론을	파악한다.

•	비전성립의	요건을	파악하고,	비전수립을	통한	핵심가치	내재화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3.	리더의	영향력

발휘

▶	6시간

1）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

•	리더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신	분기탐색	요소들을	확인한다.

•	자기진단을	통해	평소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원천을	파악한다.

•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타인	이해를	통한	리더의	영향력	발휘를	위한	9가지	

전략을	확인한다.

2） 감성리더십의 발휘

•	감성지능과	감성역량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한다.

•	감성지능이	뛰어난	리더의	모습을	확인한다.

•	감성역량의	구성요소와	핵심영역을	확인하고,	감성언어	사용을	실습한다.	

4.	리더의	위상

▶	4시간

1） 리더십의 모습 5단계 •	리더십의	모습	5단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리더십	수준을	점검한다.

2） 리더십 존재감

•	존재감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중요한	행동을	확인한다.

•	자신의	존재감을	느꼈던	상황을	공유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도출한다.

3） 리더의 윤리
•	리더로서의	떳떳함과	윤리적	의사결정이	리더에게	갖는	의미를	확인한다.

•	본인의	윤리	유형을	확인하고,	윤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과정목적 본 과정은 조직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리더십 역량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리더십 정의를 명확히 하고, 

리더십의 실천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리더십 이론의 배경과 다양한 정의를 파악하고, 자신의 리더십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리더의 주요 역할인 비전수립과 목표수립의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  리더의 영향력 발휘 전략을 파악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  리더의 존재감과 위상을 파악하고 리더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리더십 이론과 사례 학습과 실습을 통해 실제 리더십 발휘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리더십 역량개발 로드맵을 작성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리더십에 관한 이론과 트렌드를 이해하고 나만의 리더십 개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리더십의 이론과 실재를 모두 확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교육대상 •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관리자, 감독자, 리더

학습구조

리더십 스킬 향상

영향력

목표

효과 

• 자기이해
• 타인이해
• 감성

• 위상
• 존재감
• 윤리

• 가치
• 비전
• 목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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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인간의	두뇌에

대한	이해

▶	2시간

1） 뇌의 3층 구조
•	학습에	필요한	수준에서	뇌의	구조에	대해	알아본다.

•	뇌의	각	부위의	기능을	살펴본다.

2） 전두엽과 변연계의 

상관관계

•	전두엽과	변연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	전두엽과	변연계가	주도권을	가질	때	뇌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살펴본다.

3） 두뇌기능 극대화 원칙 •	두뇌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두뇌활용	원칙에	대해	알아본다.

2.	브레인	리더십

▶	2시간

1） 멀티태스킹의 폐해
•	멀티태스킹을	할	때의	두뇌의	변화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	멀티태스킹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2） 지위감
•	지위감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	지위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3） 거울뉴런과  

호모 엠파티쿠스

•	마음이론과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	공감의	효과와	공감지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4） 호모 루덴스
•	감정의	전이와	긍정적	근무환경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	성과향상	수단으로써의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3.	브레인	소통

▶	2시간

1） 분노와 뇌
•	분노의	작동	메커니즘과	뇌의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2） 언어에 따른 뇌의 변화
•	언어사용에	따라	뇌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본다.

•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언어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본다.

3） 구체적인 소통
•	소통과정에	관여하는	뇌의	움직임에	대해	살펴본다.

•	자원소모를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소통방법을	터득한다.

4） 자발적 참여 •	자율적	참여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뇌를	통해	살펴본다.

4.	브레인		 	

조직문화

▶	2시간

1） 경쟁시스템과 뇌 •	상대경쟁이	뇌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성과의	변화를	살펴본다.

2） 집단괴롭힘 •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뇌의	변화를	살펴보고	성과향상	차원에서	그	예방방안을	알아본다.

3） 스트레스와 뇌
•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뇌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본다.

4） 수면과 뇌
•	수면과	휴식이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성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휴식과	수면의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5.	기능향상을		

위한	두뇌훈련

▶	8시간

1） 뇌파측정 및 두뇌활용 

능력 검사

•	뇌파측정기기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뇌파상태를	측정한다.

•	뇌파	분석을	통해	두뇌의	활용상태를	점검한다.

	 -	좌우뇌간	균형상태	 	 -	뇌파리듬	분석에	따른	두뇌활용	상태

	 -	두뇌	스트레스	수준		 -	집중력	등

•	두뇌활용상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한다.

2） 두뇌활용방안

•	좌뇌와	우뇌의	균형	있는	활용	방안,	두뇌활용	능력	향상	방안을	터득하고	실행한다.

•	기기를	활용하여	집중력을	트레이닝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맞는	집중력	훈련	방안을	

찾아내어	적용한다.

3） 두뇌기능 향상

•	명상과	복식호흡,	긴장이완을	통한	두뇌기능발달	방안을	알아본다.

•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뇌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다양한	뇌체조를	익히고	실천한다.

•	두뇌를	이완상태로	이끌어주기	위한	심신이완체조를	알아보고	실천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64만원 / 비회원  70만원] / [2인 이상 - 회원  60만원 / 비회원  6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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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 6-7 15-16 21-22 16-17 11-12

뉴로 리더십(Neuro-Leadership)

과정목적 본 과정은 창의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두뇌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두뇌 활용법과 그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인간의 두뇌 특성을 이해하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조직구성원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두뇌를 관리하는 리더십 방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조직 내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두뇌활용 메커니즘을 익히고 조직운영에 활용할 수 있습

니다.

• 구성원들이 창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물리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관리방

안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의 두뇌활용 상태를 진단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명확히 도출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두뇌 친화적인 리더십의 실천으로 창의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합니다.

• 개인 및 팀 차원의 업무성과 향상이 가능합니다.

과정특징 • 최신 뇌과학(신경과학) 이론과 리더십 이론을 접목하였습니다.

• 학습자들의 개인적인 두뇌활용역량을 측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 두뇌활용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 툴을 제시해 드립니다.

교육대상 • 현재의 매니지먼트 방식이나 리더십 이론만으로 성장과 발전의 한계를 느끼는 조직의 리더

• 자신과 조직구성원들의 두뇌를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하고자 하는 조직 리더

학습구조

두뇌활용 
실천방안

두뇌에 대한 
기본적이해

브레인 리더십

브레인 소통

브레인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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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왜!	

	 동기부여인가?

▶	3시간

1） 동기부여 개요
•	게임을	통하여	구성원의	역할과	소통의	필요성,	성과	창출을	위한	조건	등	동기부여의	

개요와	필요성을	파악한다.
•	동기부여가	잘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과	그	원인을	찾아본다.

2） 동기부여 리더의 역할

•	조직	속에서	동기부여의	실패	이유와	리더의	동기부여	촉진방안을	팀	토의를	통해	
도출한다.

•	동기부여	안된	직원의	특징과	바람직한	동기부여를	위한	리더의	역할	행동리더십	
방안을	토론한다.

3） 리더십유형과 동기부여 •	리더십	스타일과	동기부여	요소를	진단하고	합습	과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토의한다.

2.	소통을	통한		

동기부여

▶	3시간

1） 소통 불통의 이유 •	동영상	시청을	통하여	소통이	불통인	이유를	토론한다.

2） 리더의 신뢰구축행동
•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신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뢰구축	행동과	신뢰를	손상하는	

행동을	비교	학습한다.

3） 경청의 효과
•	소통의	핵심	스킬인	경청을	통한인정의	효과를	체험하며	자신의	경청	스타일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토의한다.

4） 존중과 배려
•	구성원에게	존중과	배려,	피그말리온	효과	등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통	

전략에	대해	학습한다.

5） 부정적 동기부여의 개선책
•	동기부여	강화	전략인	칭찬방법을	실습한다.
•	부정적	동기부여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토의하고	피드백한다.

3.	사명과	비전의		

공유

▶	2시간

1） 공동목표로서 사명과 비전
•	“이순신”사례를	통하여	비전과	사명	차이점과	중요성을	이해한다.
•	사명과	비전,	가치의	핵심	의미의	차이를	학습한다.

2） 팀사명 선언서작성 •	팀	사명	선언문을	작성	실습을	하고	발표한다.

4.	전략수립

▶	3시간

1） 전략과 전략적 사고
•	전략의	의미를	이미지로	표현,	발표하고	피드백한다.
•	전략과	전략적	사고를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2） 목표설정과 팀 시뮬레이션
•	시뮬레이션	의사결정을	실습하고	피드백한다.
•	팀	사명선언서에	따른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목표를	설정한다.
•	목표	설정의	SMART	방법을	실습한다.

3） 직무설계
•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의	조직화의	의미와	역할분담을	위한	직무특성과	직무적합성에	

대하여	학습하고	직무설계를	통한	동기부여방법을	학습한다.

4） 팀웍 게임 •	팀	활동	게임을	통해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5.	육성지원

▶	3시간

1） 역량의 이해 •	역량개발을	통한	동기부여	코칭	사례	동영상을	보고	느낀	점과	배운	점을	토론한다.

2） 역량개발 방법
•	역량과	능력의	차이점을	분별하고	역량개발	방법을	토론한다.
•	역량개발	방법으로	코칭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코칭을	제공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3） 코칭을 통한 역량개발 •	코칭	역할연기를	실습하고	상호	피드백하여	개선점을	찾는다.

4） 개인경력관리 지도
•	개인경력관리	기본모델을	학습하고	구성원의	개인경력관리	지도에	필요한	스킬과	

애로사항에	대해	토의한다.

6.	성과보고

▶	2시간

1） 성과 보상 사례 •	조직의	성과	보상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토론한다.

2） 성과 평가 활동
•	성과	평가를	위한	활동을	점검한다.
•	리더가	구성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을	검토하고	현업	적용을	위한	

보상책을	선별한다.

3） 학습 Review 및 Action 

Plan
•	전체	학습	과정에	대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Review한다.
•	현업	복귀	시	과제	2가지를	선정하고	팀	내에서	발표하고	과정을	마무리한다.

과정목적 본 과정은 직원을 동기부여 하고자 하는 리더를 위하여 신뢰구축, 비전공유, 전략수립, 육성지원, 성과보상의 

경영관리 Cycle에 따라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고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리더의 역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소통을 통하여 직원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조직의 팀사명을 작성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전략 실행을 위한 구성원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성과보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경영관리 Cycle에 따라서 효과적인 동기부여 요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통하여 조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신뢰가 구축되고 팀원 모두가 만족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동기부여의 핵심이론을 경영관리 Cycle에 따라 학습함으로써 이론의 현업 적용이 용이합니다.

• 사례분석, 토의실습, 게임 등 체험학습 중심으로 성인학습자의 특징을 고려하였습니다.

• 실제 조직운영 과정에서의 고민에 대한 실천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합니다. 

교육대상 • 고성과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동기부여 방법을 알고자 하는 리더

• 팀장, 파트장, 관리자 및 감독자

학습구조

5 STAR 고성과 동기부여 전략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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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1 26-27 28-29 21-22

신뢰
구축

목표
공유

성과
보상

전략
참여

육성
지원

의미성

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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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코칭	이해

▶	3시간

1） 코칭 이미지 •	코칭에	대해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를	찾아낸다.

2） 코칭 C.C Test •	코칭	이해촉진	테스트,	코칭철학을	통해	코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한다.

3） 코칭실력 확인 •	코칭	실습을	통해	자신의	현	실력을	확인한다.

2.	코칭	프로세스	

적용

▶	6시간

1） 코칭 프로세스 확인 •	구조화된	코칭	진행을	위한	코칭단계를	확인한다.

2） 코칭 프로세스 별  

주의점 이해
•	코칭단계별	특징·주의점·장애요인을	이해한다.

3） 코칭 장애물 파악 •	자신에게	존재하는	코칭	장애물을	파악한다.

3.	코칭	스킬	활용

▶	7시간

1） 코칭행동 점검 •	평소	행동에	대한	자기진단을	통해	코칭	행동과의		연결점과	시사점을	파악한다.

2） 참여시키기 •	피코치	‘참여시키기’	방법을	구체적	질문법을	통해	이해하고	실습한다.

3） 경청하기 •	반영·공감법	학습을	통해	‘경청하기’를	이해하고	실습한다.

4） 존중하기 •	‘존중하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체적	방법을	찾아낸다.

5） 제시하기 •	‘제시하기’	방법을	활용시	유의점과	절차를	이해하고	실습한다.

4.	멘토링으로의

	 확대

▶	4시간

1） 멘토링의 개념과 혜택 •	멘토링의	개념과	멘토링이	주는	혜택에	대해	이해한다.

2） 적합한 멘티 •	적합한	멘티를	찾는	방법을	확인한다.

3） 멘토링 프로세스 •	멘토링	프로세스를	파악한다.

4） 멘토링 장벽
•	이성간/여성대	여성	멘토링의	장벽과	해결방안에	대해	파악한다.

•	멘토링	사례를	통해	멘토링	기법을	최종	점검한다.

5） 멘토링 양식 •	멘토링	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양식을	확인한다.

과정목적 본 과정은 타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코치와 멘토가 가져야 할 스킬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코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코칭로서의 역할과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코칭 프로세스를 익힘으로써 구조화된 코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코칭 단계별 주의사항을 이해함으로써 실패하지 않는 코칭을 할 수 있습니다.

• 멘토링의 중요성과 주요개념을 숙지함으로써 코칭에서 훌륭한 멘토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합니다.

기대효과 • 코칭과 멘토링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해당 스킬을 바로 적용하여, 팀원의 성공적 지도를 통해 조직 성과

에 기여합니다.

과정특징 • 스킬향상 과정의 취지를 살려 이론학습을 최소화하고 사례·동영상·실습위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교육대상 • 팀원이나 후배가 있으신 분

• 사내에서 코치나 멘토 역할을 담당하는 분

학습구조

코칭 & 멘토링 스킬향상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4만원 / 비회원  60만원] / [2인 이상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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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6-8 10-12 12-14 17-19 28-30 6-8 4-6

리더십

Paradigm

1. 코칭과 
멘토링의 
Overview 

4. 코칭에서 
멘토링으로 

5. 효과적인 
멘토링 

Know How 

3. 코칭 
스킬의
활용

2. 효과적 
코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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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 조직 문화와 리더십

과정세부내용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다양성	

	 이해하기	

▶	4시간

1） 다양성 및 포용성 관리의 

중요성

•	제	4차	산업	혁명

•	경영	환경과	기술의	변화

•	개인	가치의	중요성

•	조직이	갖는	이점

2） 다양성과 포용성 조직 

문화와 리더십 

•	조직	문화의	정의:	빙산	모델	

•	다양성과	포용성	리더십	

•	다양성	지수	(Diversity	Intelligence)	

•	다양성	지수를	향상시키는	방법

2.	다양성	

	 적용하기	

▶	8시간

1） 다양성 Grid Board 개요 •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한	Grid	Board

2） 다양성 Grid Board Tool의 

이해

•	자아(Self)에	대한	이해도	차이	

•	사고	방식에서	오는	차이

•	소통	방식에서	오는	차이	

•	동기부여	방식에서	오는	차이

3） 다양성 Grid Board 

적용하기  

•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에서의	차이	

•	일하는	방식에서의	차이		

•	미팅,	커뮤니케이션,	보고,	성과관리	등의	상황에서	외국인/세대간/성별간	차이		

4） 다양한 개인의 성향

•	개인	성향의	진단

•	성향	별	특징

•	성향에	따른	관리	방법

3.	다양성	

	 조직문화	

	 구축하기	

▶	4시간

1） 다양성 조직문화의 비전

•	우리	조직의	진단

•	다양성	조직	문화와	조직의	성과	관계

•	최우수	기업들의	다양성	조직	문화	특성사례	및	벤치	마킹

2） 다양성 조직 문화의 구축  

•	개인	몰입의	중요성

•	구성원들을	이해하기	(Grid	Board와	성향)

•	몰입도	향상	코칭	

3） Reflection 및 요약정리

•	Reflection

•	현장	적용의	실천	계획

•	직속상사	또는	동료들로부터의	도움	

•	나의	실천

과정목적 본 과정은 서로 다른 다양성 차이의 근본적인 이유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창출

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조직 내의 ‘다양성’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고 그 중요성 및 파급 효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다양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내리고 ‘다양성’ 리더십의 핵심 요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네 가지의 방법을 이해하고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다양성 지수(Diversity Intelligence)’를 확인하고, 직장 내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

니다. 

• ‘조직 문화’ 혁신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몰입도 향상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

니다.

기대효과 • 조직 내의 불필요한 갈등을 축소함으로써 Great work place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 직원들의 다양한 동기부여 방식을 이해하고 촉진하여 직원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창조 경영 환경 변화에 조직과 개인이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학습의 단계별 구성: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3단계 (1. 준비 2. 공동학습 3. 적용) 방법을 적용하며, 각 단

계별로 적정한 학습 활동의 배치로 그 효과를 증진합니다. 

• 학습의 다양한 주체: 참가하는 직원들의 주변 동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습 현업 적용도를 높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수자는 지식의 전달이 아닌, 지식의 공동 생산을 돕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교육대상 • 조직 내에서 수평 조직 문화를 수립하고자 하는 실무 리더에서 상급 리더 

• 외국직원과 교류가 많거나 다세대 등 다양성의 조직문화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

•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핵심 인재 및 리더     

학습구조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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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3-4 29-30 31-8/1 16-17 18-19

ExpandEnGAGE

EDuCATE

다양성
이해하기

다양성
적용하기

다양성
조직문화
구축하기



훈련기관인증평가
3년인증 우수기관

리더십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셀프리더십

Advanced

Intermediate

Basic

자기개발을 
위한 셀프코칭

직장인의 
역량 개발 및 경력 관리

마인드 맵을 활용한 
비즈니스 역량 향상

Smart Worker의
 IT·모바일 기기 활용법

감정코칭

에너자이징 셀프리더십
현명한 직장인을 위한 

자기 성과관리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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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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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 13-14 부산 10-11 15-16 26-27 21-22 25-26 부산 26-27 20-21 11-12

과정목적 본 과정은 감정노동을 겪고 있는 직장인에게 감정관리의 기본을 이해하고 스스로 감정코칭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조직에서 감정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감정노동의 실체와 발생원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감정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 감정코칭 프로세스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감정노동이 야기하는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

습니다.

• 일하기 좋은 기업의 기본 조건인 신뢰, 자부심,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감정관리의 초석을 다질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최근의 경영 트렌드가 추구하고 있는 개인화, 수평화, 자율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개인심리에 기반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대상 • 서비스업 종사자

• 조직 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관리 학습이 필요하신 분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감정노동

▶	2시간

1） 감정과 경영
•	최근	감정이	중요해진	이유를	파악한다.

•	감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다.

2） 감정노동
•	감정노동에	대해	토의한다.

•	감정노동이	높은	직업과	그	특성을	분석한다.

2.	내	마음의

	 보고서

▶	3시간

1） 인간의 욕구

•	마음의	3요소를	찾아낸다.

•	욕구의	3요소를	진단한다.

•	자신의	욕구체계에	대해	토의한다.

2） 감정과 사고

•	감정촉발요인(PETS)에	대해	토의한다.

•	자신의	감정지도를	작성한다.

•	감정과	사고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사례에	대해	토의한다.

3.	감정진단

▶	2시간

1） 분노성향 진단

•	자신의	분노감정을	진단한다.

•	자신의	분노유형을	이해하고,	토의한다.

•	분노감정의	장단점에	대해	토의한다.

2） 부정적 감정의 대처 방안

•	부정적	감정	전반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작성한다.

•	부정적	감정의	파괴적	기능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	승화,	유머,	상상이라는	3가지	기법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4.	감정코칭

▶	7시간

1） 감정관리

•	자신의	성격과	정서능력을	파악한다.

•	감정관리의	4대	원칙(인정,	친밀감,	자율성,	역할)을	파악한다.

•	감정관리	스킬을	실습한다.

2） 감정코칭 프로세스

•	감정코칭의	4단계(Form)를	분석한다.

•	단계별	질문과	구성요소를	파악한다.

•	감정코칭을	실습한다.

•	감정코칭의	개선방안을	토의한다.

5.	Action	Plan

▶	2시간

1） 실천전략

•	일하기	좋은	기업의	조건을	정리한다.

•	Assertive	Talking의	장점에	대해	토의한다.

•	4대	실천전략을	확인한다.

2） 셀프 감정코치 선언
•	셀프	감정코치로서	비전을	도출한다.

•	셀프	감정코치	선언문을	작성한다.

감정코칭

셀프
감성코치

감정
노동

감정
코칭

내 마음의
보고서

감정
진단

•		감정관리
•		코칭스킬
•		코칭	프로세스

•		감정과	경영
•		감정노동

•		욕망
•		감정
•		사고

•	부정적	감정
•	대처방안

B
E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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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나는	누구인가?	

▶	1시간	

1） 일의 세 가지 종류 (노가다 vs. 일 vs. 예술)

2） 나의 고객 & 고객에게 주는 가치

3） 나의 일의 의미를 찾아서

제시

설명

토의

실습

2.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	2시간

1） Life Curve (나의 일과 경력에서 최고의 순간)

2） 나의 강점 찾기

3） 강점과 함께 살기

3.	내	인생의	블로커

▶	2시간

1） 인생 = 패턴 플레이

2） 잘못된 패턴을 찾아서

3） 나의 약점과 훼방꾼들

4） 블로커의 극복 전략

4.	어떻게	배울		

것인가?	

▶	2시간

1）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

2） 전문가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질문

3） ‘일터에서 배우기’와 ‘일터 밖에서 배우기’

5.	새로운	기회의		

포착	

▶	1시간

1） 내 마음을 이끄는 키워드

2）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고찰 및 변화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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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7 28

과정목적 직장 생활을 하면 할수록 직장과 직업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된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세 시대를 맞아 이제 직장인은 조직과 Win-Win의 관계를 형성하고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위한 프로페셔널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직무 분야에서의 역량과 경력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상적인 노력

을 해야 합니다. 본 과정은 일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경력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학습목표 • 자신이 수행하는 일의 의미를 고객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주도적인 일처리를 위한 자신의 강약점을 파악합니다.

•  일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합니다. 

•  자신의 경력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합니다. 

과정특징 • 학습(교육) 후에 바로 실천이 가능하며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부분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조화합니다.

• 성공적으로 역량 개발 및 경력 관리를 한 사람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 내용을 통해 탄생된 학습과정입니다.

• 진단, 동영상, 성찰, 토의, 제시, 사례연구, 개인 작업, 현장 활용 계획 작성 등의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교육대상 • 조직 생활을 하는 모든 직장인 

학습구조

직장인의 역량 개발 및 경력 관리

새로운
기회포착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강약점 찾기

내 인생의
블로커

어떻게
배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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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나	자신	 	

이해하기

▶	2시간

1） 나의 경쟁력 파악 •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행동스타일을	진단한다.

2） 개인스타일의 장,단점 

분석
•	행동스타일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는다.

2.	코칭의	이해

▶	2시간

1） 코칭모델 이해 •	코칭의	철학과	목적에	대해	이해한다.

2） 셀프코칭 실습 •	코칭모델과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개인별	실습을	실습한다.

3.	셀프코칭

	 -성과코칭

▶	2시간

1） 내 삶의 프로젝트 •	성과과제를	설정하고	목표설정방법에	따라	목표를	작성한다.

2） 실행과 피드백 기법 •	바람직한	피드백	기법을	이해하고,	셀프피드백	기법을	정리한다.

4.	셀프코칭

	 -감정코칭

▶	2시간

1）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전략
•	지속적	변화를	위해	자신감향상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토의하고	공유한다.

2） 관계역량과 커뮤니케이션 •	자존감과	대인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한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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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6 13 4

과정목적 스스로 변화를 원하는 현장의 조직원들에게 코칭프로세스와 모델을 이해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실천방법을 

스스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개인의 경쟁력과 현재상황을 점검하여 조직 내에서 성과향상과 변화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코칭기법을 이해하고 실습함으로써 코칭프로세스를 인식하고, 지속적 변화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코칭질문과 피드백 기법에 대해 이해하고 조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자존감과 대인관계의 영향력에 대해 이해하고, 관계역량 향상을 위한 전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개인업무의 성과향상을 위한 목표설정방법을 파악하고 실천 할 수 있습니다.

• 코칭기법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변화관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개인별 개선방향을 도출하도록 하여 교육 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역동적 역할연기와 발표, 토론 중심의 참여식 교육방식을 제공합니다.

교육대상 • 성과향상을 원하는 직장인

• 코칭기법이 필요한 조직의 리더

학습구조

자기계발을 위한 셀프코칭 

성과향상, 지속적 변화

목표 설정 자기 관리

자신 이해

코칭기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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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에너자이징	

리더십의	

Power

▶	2시간

1） 에너자이징 셀프리더십의 

이해

2） 메말라 가는 근무 환경

•	긍정	리더십에	대한	30년	연구와	시사점을	토의한다.

•	Great	Leader들의	조직행동	특성을	찾아낸다.

•	우리나라	직장인의	낮은	직장	만족도와	원인을	파악한다.

•	출근이	즐거운	직장인의	원리를	확인한다.

2.	활기찬	Self	

리더	되기

▶	3시간

1） 긍정에너지 진단

2） 현재 업무에서 긍정에너지 

찾기

3） 직장의 자기가치 발견

•	Locus	of	Control	진단을	실습한다.

•	직장	생활의	자기가치를	찾아낸다.

•	나의	업무에	긍정요소를	도출한다.

•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의미를	찾아낸다.

•	습관적	언어와	신체	에너지의	파급효과를	실습한다.

3.	비전성취를	

	 위한	선택과	

집중

▶	3시간

1） 직장과 가정의 중요한 

일에 대한 new Paradigm

2） 비전 달성과 실천 기법

•	나의	강점과	비전	찾기를	실습한다.

•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일정	관리를	연습한다.

•	성공적	경력관리를	위한	Action	Plan을	작성한다.

4.	매일을		 	

활기차게		

성공하기

▶	2시간

1） 당연함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2） 망각한 긍정 에너지 찾기

•	성공하는	직장인과	실패하는	직장인의	원인을		찾아낸다.

•	당연함의	함정과	실패운명	신드롬을	토의하고	연습한다.

•	직장과	가정에서	긍정	에너지를	발견하는	방안을	실습한다.

5.	에너자이징	

	 대화	기법

▶	3시간

1） 승/승의 대화 기법

2） 의욕 증진과 장염제 대화

•	긍정	에너지를	꺾는	직장인들의	사례와	공통점을	확인한다.

•	장염제(장점,	염려,	제안)	대화와	에너지	증진	효과를	확인한다.

•	현장	사례를	통한	장염제	대화를	실습한다.

6.	에너자이징	

	 리더의	

	 실전	스킬

▶	3시간

1） 화 낼 때의 비폭력 소통

2） 팝스 격려대화 기법

•	직장인이	상대방에	원하는	2가지	핵심	욕구를	도출한다.

•	격려의	유산과	직장의	보람을	만드는	기법을	실습한다.

•	직장과	가정의	사례를	통한	팝스	격려대화	기법을	실습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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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17-18 1-2 14-15 12-13 21-22

과정목적 자신만의 긍정 에너지를 발견하고 강화하며 상사와 직원, 고객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여 최소한의 갈등 

속에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지금의 어려운 직장 환경 속에서도 활기차게 근무하고 경력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

니다.

• 직장과 가정에서 행복하게 성공하는 ‘선택과 집중’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실천적 방법을 구체

적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 칭찬거리가 적은 사람(자녀 포함)에게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긍정적으로 변하게 하는 우호적 관계증

진 기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강화된 긍정에너지를 바탕으로 일이 즐겁고 출근이 기다려지는 행복한 직장인이 됩니다.

•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호적이 되어 갈등 없는 관계 속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 긍정 에너지가 상사, 동료와 부하에게도 영향을 미쳐 부서 전체에 활력 요소가 됩니다. 

과정특징 • 미국 하버드 대학의 훈련내용을 업그레이드한 고품질 콘텐츠입니다.

• 강의 중심이 아닌 동영상, Role Playing, 진단, Case 분석, 현장 사례 등으로 진행하여 학습의 재미와 효과가 

높습니다.

• 현업에서 실제 봉착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업무에 복귀 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초급 관리자 이상 모든 리더

• 성장 비전을 찾아 고민하는 모든 직장인

• 관계 갈등이 많은 부서의 근무자

학습구조

에너자이징 셀프리더십

에너자이징
리더십의 Power

활기찬 
Self 리더 되기

에너자이징 
대화기법

에너자이징 리더의
실전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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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현명한	

	 직장인의	길

▶	2시간

1） 현명한 직장인의 가치

•	현명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조건을	동영상	시청을	통해	인식한다.

•	행복공식을	제시하고	공유한다.

•	진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자신의	일터에서	시작됨을	인식하게	한다.

2） 현명한 직장생활의 

실천전략

•	현명한	직장인의	신념을	제시하고	학습자	자신의	신념을	확인한다.

•	현명한	직장생활의	장애요소를	파악하고	제거를	위한	실천	방안을	수립한다.

•	현명한	직장생활	실천항목을	도출한다.

2.	역할기대와	

	 관리

▶	4시간

1） 기대역할 인식

•	조직,	상사,	동료가	각각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	역할기대와	역할인식의	Gap	관리가	효과적이지	못할	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책에	대해	토의한다.

2） 기대관리

•	역할기대와	역할인식의	Gap을	좁히기	위한	방안을	토의하고	공유한다.

•	역할기대	관리를	위한	자신의	역할수행이	자신의	업무만족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토의하고	공유한다.

3.	업무의	맥		

잡기

▶	4시간

1） 업무습관 돌아보기

•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업무성과관리를	위한	노력에	대해	의논하고	공유한다.

•	학습자	개인의	업무습관을	분석하고	문제를	도출한다.

•	시간낭비	요소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시간관리	방법을	모색한다.

2） 선택과 집중

•	업무성과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극복방안을	모색한다.

•	자신의	업무성과관리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멀티	태스킹이	성과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토의한다.

•	자신의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그	해법이	무엇인지를	도출한다.

4.	업무지원과	

	 협조	얻기

▶	3시간

1） 업무지원하기
•	동료,	상사로부터의	업무요청이	자신의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동료,	상사로부터의	업무요청을	수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2） 업무협조 얻기
•	동료,	상사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상황을	파악한다.

•	동료,	상사에게	업무협조를	얻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5.	인정받는

	 현명한	직장인

▶	3시간

1） 현명한 직장인으로서 

가치 인정받기

•	자신의	업무성과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확인한다.

•	조직목표,	상사,	동료의	업무와	자신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	자신의	업무	우선순위와	조직목표와의	연관성을	파악한다.

•	올바른	업무성과와	인정을	받기	위한	고려사항을	파악하고	방법을	모색한다.

2） 현명한 직장인으로 

성공하기

•	자신의	업무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파악하고	역량강화	계획을	

수립한다.

•	향후	수행	의욕을	가진	업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파악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	학습성과를	확인하고	과정을	정리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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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 23-24 22-23 부산 1-2 10-11 4-5 30-31 부산 21-22

현명한 직장인을 위한 자기성과 관리

과정목적 자신의 업무 습관을 진단하고 조직 내 역할에 대해 인식과 수용 및 동료 업무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 

효과적인 성과관리 활동 실현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현명한 직장인의 콘셉트와 실천전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와 연계하여 자신의 업무성과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역할기대를 인식하고 수용하여 효과적으로 업무성과를 관리하는 행동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업무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협조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업무습관의 개선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간자원확보를 통해 개인 역량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

니다. 

• 현명한 직장인으로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방법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진행하여 조직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현명한 직장인이 되기 위한 실전적이며 업무 적용성이 높은 스킬을 다룹니다.

•다양한 학습방법(제시, 진단, 사례연구, 동영상, 토의, 실습 등)을 활용합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과 스킬을 학습합니다.

•학습자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교육대상 • 탁월한 업무성과를 내고자 하는 모든 조직 구성원

학습구조

현명한
직장인

업무의 
맥 잡기 

역할기대와 
관리

업무지원과 
협조 얻기 

성과 
인정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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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두뇌100%

	 활용하기

▶	2시간

1） 좌/우뇌를 활용한 

천재들의 필기법

•	좌/우뇌를	자극하는	천재들의	필기법을	제시하고,	이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알아본다.

2） 마인드 맵이란
•	마인드맵의	개념과	작성원칙을	이해하고,	마인드맵을	활용한	사례들을	살펴본다.

•	마인드맵으로	자기소개서를	실습한다.

2.	마인드맵으로	

사고하기

▶	2시간

1） 확신적/수렴적 사고

•	강제연결법,	소원법,	속성열거법,	역전법을	활용하여	확산적/수렴적	사고를	연습한다.

•	논리,	콘셉트,	기술	등에	대한	이슈	트리를	작성한다.

•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노트의	이미지를	구상한다.

3.	마인드맵

	 작성하기

▶	4시간

1） 업무역량 강화

•	월간	및	연간	업무	계획서를	작성한다.

•	작성된	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업무	처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수정한다.

•	업무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한다.

•	브레인스토밍의	방법을	익히고,	효율적	회의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파악한다.

•	마인드맵으로	프로젝트	진행	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

과정목적 본 과정은 마인드맵의 작성원칙을 이해하고, 생각의 구조를 맵으로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사고기법을 개발

하거나 비즈니스 상황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두뇌 이론, 창의력과 기억력 연계, 마인드 규칙과 기법, 스토리 구성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마인드 맵을 통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마인드 맵 원리를 이해하고, 의사결정, 회의, 프로젝트, 업무계획, 프레젠테이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생각의 구조를 파악하여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다차원적인 방사사고를 시각화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이론적 학습을 지양한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대상 • 일상에서 할 업무가 너무 많아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직장인

• 가끔 머리 속의 내용을 모두 끄집어내어 분류별로 정리하고 싶은 직장인

• 비효율적으로 반복되는 근무시간을 보내는 직장인

학습구조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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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9 24 19 20 15

마인드 맵을 활용한 비즈니스 역량 향상

마인드
맵

기억력
향상

업무 처리
시간 절약

업무 자신감
향상

문서작성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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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업무수행

	 체크리스트

▶	2시간

1） 개인업무 스타일 진단
•	지금	속한	조직의	업무특성을	알아보고	나의	업무방식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파악한다.

•	개선사항에	IT기술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2） 개인업무별 워크스마트 

환경점검

•	언제나	웹	드라이브나	포털에	접근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웹	접근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2.	워크스마트	

	 스킬

▶	3시간

1） 스마트 기기 기초 셋팅
•	워크스마트를	위한	기기를	찾아낸다.

•	기기를	셋팅하고,	웹	접근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한다.

2） 어플리케이션 학습

•	구글,	네이버에서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한다.

•	Evernote	기능을	알아보고	OneNote와	비교하여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다.

•	시간관리	도구와	이용	방법을	실습한다.

•	협업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실행한다.

3.	워크스마트	

	 활용

▶	3시간

1） 워크스마트환경 설계
•	자신에게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한다.

•	자주	쓰는	어플리케이션의	용이성을	높이는	방법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적용한다.

2）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환경을	설계한다.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성과를	높이는	방법을	실습한다.

Smart Worker의 IT·모바일 기기 활용법

과정목적 본 과정은 직장인에게 개인과 조직차원에서 IT 및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성과를 향상할 수 있도록 설

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개인의 업무스타일을 진단하고 생산성의 저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업무성과향상에 필요한 IT 및 모바일 지원서비스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기기의 웹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과의 협업을 통해 업무성과향상 스킬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최적의 워크스마트 환경을 구축하고 기기용이성을 향상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웹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활용법을 활용하여 효율적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실제 업무에서 쓰이는 자료의 검색수준과 활용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 다양한 학습도구(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를 활용합니다.

• 학습자 참여와 주도적인 학습으로 진행됩니다.

교육대상 •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IT 모바일 기기의 활용법을 익히고자 하는 직장인

학습구조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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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2 12 6

워크스마트

모듈1
개인의 

업무스타일 
알아보기

모듈3
워크스마트 

활용

모듈2
워크스마트 

스킬 

•	학습자의	업무습관	파악
•	업무별	워크스마트	점검

•	워크스마트	환경	만들기
•	도구를	이용한	

개인시간관리방법
•	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방법	학습

•	실습을	통한	업무적용방법	
학습

•	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방법	학습



훈련기관인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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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향

Advanced

Intermediate

Basic

변화관리 리더십

백전불패의 팀워크 비결

효과적 성과관리

팀(그룹) 창의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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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조
직

개
발

성
과

지
향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팀워크의		

매직

▶	3시간

1） 팀워크의 매력과 조건

•	공동체	의식의	내용이	포함된	시와	음악,	게임을	통해	팀워크와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성과를	지향하는	것과	팀워크의	관계를	관련된	동영상을	활용하여	학습한다.

•	백전불패	팀의	4가지	조건을	알아보고	이를	정복하는	것이	팀워크의	매직임을	파악한다.

•	내가	속한	팀	조직의	현실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대해	성찰하고	개선점을	찾아낸다.	

2.	팀워크	형성

4대	전략

▶	10시간

1） 구성원의 상호 신뢰

•	성과지향을	방해하는	요인을	확인하고	팀	성과에	집중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게임을	통해	팀	성과	달성의	결정	요건을	확인하고	팀워크	4대	전략을	수립한다.

•	신뢰	관련	피드백을	실시하고	게임을	통해	신뢰구축의	가치를	확인한다.

2） One for All

•	자신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경험공유의	효과를	이해한다.

•	STAR	진단을	통해	자기	및	타인이해	방법을	학습하고,	서로	다른	유형과의	양립성	

강화방법과	행동유형의	차이가	팀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	공동책임에	관한	피드백을	실시하고	게임을	통해	One	for	All,	공동책임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3） 열린 소통의 문화
•	회의와	토론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대립	상황을	공유하고	기탄	없는	소통문화	

형성방안을	도출한다.

4） 몰입과 헌신

•	몰입과	헌신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찾아낸다.

•	팀	과업에	대한	몰입	정도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아낸다.

•	학습자의	사례	및	성공	스토리	영상을	통해	한	단계	높은	공동체	의식과	열정을	확인한다.

3.	백전불패	

	 팀으로의		

여행

▶	3시간

1） 실천계획 수립

•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하는	동영상	시청을	통해	실천과	지속성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	조직,	팀을	왕국에	비유하여	자신이	활력	있는	팀	만들기를	위해	꼭	하고	싶은	것	3가지를	

정리한다.

•	하고	싶은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	워크숍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학습성과를	확인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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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4 24-25 29-30 4-5

과정목적 본 과정은 조직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백전불패 팀의 조건을 인식하고, 구성원이 직무에 몰

입하여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팀워크를 구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팀워크 구축의 4대 요소인 상호신뢰, 책임감, 열린 소통, 몰입과 헌신에 대해 자신이 속한 팀의 수준을 파악

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팀워크의 4대 요소 별로 문제의 징후를 포착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신뢰에서 몰입으로 팀을 이끌기 위하여 열린 소통과 공동책임 의식의 강화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 백전불패의 팀워크를 만드는 비결의 실천지침을 습득하고, 자신의 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팀 구성원들간의 상호 신뢰감이 향상됩니다.

• 팀 구성원들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조직에 대한 헌신과 업무에 대한 몰입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구성원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조직에 대한 소속감도 구성원간의 유대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팀워크의 향상으로 인해 업무성과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팀 리더가 구성원 개인의 능력을 팀 시너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팀워크 구축의 조건과 절차를 팀 조직 현장

에 적용할 수 있도록 Action Learning 방식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 성찰, 제시, 진단, 토의, 동영상, 사례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사용하여 팀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가는 여

정에서 학습자의 참여를 중시합니다.

교육대상 • 팀 단위 이상을 맡고 있는 조직 책임자

• 현재보다 뛰어난 성과창출을 위해 고민하는 조직의 리더

학습구조

백전불패의 팀워크 비결

구성원의 
상호 신뢰

One for All
(책임감)

열린 
소통의 문화

몰입과 
헌신

팀워크의
매력과 조건

백전불패 
팀으로의여행
(실천계획)

B
E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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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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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과

지
향

팀(그룹) 창의력 개발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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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 8-9 21-22 4-5

과정목적 본 과정은 조직의 리더들이 창의력 발휘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구성원들의 창의력 발휘를 지원하는 방법을 

논의하며, 이를 조직 성과와 연계하는 방안을 학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창의력의 속성과 발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창의적 조직(학습조직)이 되기 위한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구성원들의 아이디어를 촉진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스킬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조직(팀) 창의력의 지속적인 Upgrade를 위한 관리 방안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팀원들의 창의력 발휘를 촉진하고 팀 성과를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이론이해, 자기진단, 사례실습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학습과 체득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팀 창의력 개발과 관련된 리더의 역할인식 및 스킬 개발을 위한 실습활동 위주로 과정을 진행합니다.

교육대상 • 팀 리더, TFT 리더, 그룹토의 리더, 분임조장 등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창의적		 	

조직의	특성

▶	3시간

1） 창의적 조직의 특성

•	창의적	조직의	특성을	인식한다.

•	창의력,	관리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토론한다.

•	동영상을	통해	혁신	선도	기업의	창의적	활동	모습을	확인한다.

•	자신의	조직	창의력을	진단한다.

2.	창의력	

	 메커니즘

▶	4시간

1） 창의력 방해요소

•	토의를	통해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를	찾는다.

•	이유들을	종류별로	분류한다.

•	이들의	퇴치	방법을	논의한다.

2） 창의력 발휘 프로세스

•	사례를	통해	창의력이	발휘되는	프로세스를	학습한다.

•	창의력	발휘	프로세스별	리더의	역할을	이해한다.

•	창의력에	대한	기본	가정을	점검한다.

3） 창의력과 학습

•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	성인학습	모델을	학습하고	이를	팀	창의력	발휘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한다.

•	다중지능이론을	이해하고	팀	창의력	발휘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논의한다.

3.	창의력

	 촉진하기

▶	6시간

1） 문제의 공동과제화

•	사례를	통하여	개인의	문제	제기를	경청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문제를	과제화	하는	실습을	한다.

•	과제를	팀(그룹)의	공동	과제로	이끄는	방법을	학습한다.

2） 몰입 유도하기

•	팀원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방법을	연구한다.

•	그룹	몰입을	위한	조건을	학습하고	이를	조성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	창의력을	촉진하는	대화방법을	익힌다.

3） 기법 활용하기

•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	기법과	그	진행방법을	실습한다.

					-	브레인	스토밍	 -	스캠퍼(SCAMPER)

					-	마인드	맵	 -	형태	분석법

•	집단사고의	함정과	유의점을	학습한다.

4） 아이디어와 혁신 •	사례를	통하여	아이디어의	상품화	과정을	분석,	연구한다.

4.	창의력	발휘를	

위한	지원

▶	3시간

1） 협력 상황의 조성과 유지

•	사례를	통하여	창조적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	아이디어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통합해	가는	방법을	논의한다.

•	협력	강화를	위한	내	외부와의	네트워킹	방법을	연구한다

2） 창의적 환경의 조성
•	창의력	발휘에	적합한	환경	조성에	대해	연구한다.

				-	Hardware적	환경	 	-	Software적	환경

3） 리더십의 발휘 •	팀(그룹)의	창의력	발휘에	도움이	되는	리더십	발휘	계획을	수립한다.

창의력
생성 메커니즘

창의력 발휘 
촉진스킬

리더로서의
지원

리더십의
발휘

창의적 
조직으로의 

진화

창의적 
조직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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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관리 리더십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64만원 / 비회원  70만원] / [2인 이상 - 회원  60만원 / 비회원  6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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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12-14 부산 17-19 21-23 16-18 부산 20-22 18-20 22-24

과정목적 본 과정은 조직에서 변화의 계획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의 이론과 스킬을 습득하여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조직에서 변화란 무엇이며 변화를 이끄는 리더의 모습을 파악하고, 변화리더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 변화를 위한 니즈 파악과 변화관리 프로세스를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변화이슈를 도출하고 변화관리 수행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변화이슈의 개선방안을 정립하고 변화추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변화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변화의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조직에 필요한 변화니즈를 도출해내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실행하여 조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변화의 실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예견하고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변화관리의 스킬을 

습득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변화 프로세스의 체계적 구성으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학습과정

입니다.

• 변화요구를 파악하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조직 내에서의 변화관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 • 변화 추진 리더

• 변화관리 담당자

• 변화관리 역할을 맡은 일반 관리자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변화의	의미와	

변화리더의	

역할

▶	3시간

1） 변화 이야기: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	자신과	조직에	발생한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를	공유한다.

•	기업들의	변화사례를	통해	변화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토의한다.		

•	생태계의	생존의	법칙을	통해	환경변화에서의	적응방법을	모색한다.

2） 변화관리 리더의 역할
•	변화관리	추진의	각	단계에	대해	파악한다.

•	매니저와	리더의	역량을	모두	갖춘	변화창출리더의	역할을	확인한다.

3） 변화이슈 도출 체험 •	팀	별	생산활동을	실시하여	변화가	필요한	이슈를	파악한다.

2.	변화관리	

	 프로세스와	

	 니즈파악

▶	3시간

1） 변화관리 Process

•	변화관리	Process	이론을	학습하고,	자신의	조직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과정에	대해	

공유한다.

•	성공적인	조직변화를	위해	필요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인한다.

2） 변화 needs 파악

•	성공	또는	실패한	다양한	변화관리	사례를	확인한다.

•	현재	자신의	조직에서	보이는	변화	조짐을	Fact·Risk·Needs의	관점에서	도출한다.

•	조직진단의	프로세스와	방법을	파악한다.	

3.	변화를	위한

	 준비

▶	6시간

1） 변화심리에 대응하는 

리더의 활동

•	변화를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토의한다.	

•	변화에서의	갈등-해소	흐름을	변화곡선모델을	통해	파악한다.

2） 변화관리 리더의 자기인식
•	진단을	통해	자신의	변화주도	역량을	확인한다.

•	각	영역에서의	개선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과	개선행동을	정리한다.

3） 변화 이슈 결정
•	자신의	조직에서	실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변화이슈를	도출한다.	

•	변화이슈를	공유하고,	이슈의	타당성을	논의를	통해	확인한다.

4） 커뮤니케이션 전략
•	변화추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공감대형성	방법을	파악한다.	

•	파워의	유형과	영향력을	미치는	9가지	방법을	파악한다.	

4.	변화계획	

	 수립

▶	3시간

1） 변화계획
•	성공적인	변화실행을	위한	계획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	변화계획수립에	활용할	다양한	분석	Tool을	파악한다.

2） 변화이슈의 개선방안 도출
•	선정된	이슈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도출한다.	

•	관리의	포인트를	알고,	현장	개선의	지원방법을	도출한다.

3） 변화추진 계획 수립

•	변화추진	시에	예상되는	다양한	장애요인과	촉진요인들을	분석한다.

•	변화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프로세스	성과	측정표를	작성한다.

•	변화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5.	변화의	실행

▶	3시간

1） 변화실행의 두 측면 •	변화관리의	두	가지	측면인	기술적	측면과	인간적	측면을	파악한다.

2） 변화저항의 요인과 극복
•	변화추진	시	발생하는	저항의	모습을	확인한다.

•	저항의	이유와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도출한다.

3） 변화를 위한 코칭
•	변화관리에	있어서	코칭의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한다.

•	변화관리에	필요한	코칭의	구체적	행동을	분석하고,	필요한	변화관리	코칭스킬을	확인한다.

6.	변화의	

	 확인과	유지

▶	2시간

1） 변화의 결과측정과 유지
•	변화의	결과	확인과	성과	측정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	지속적인	변화추진을	위한	방안을	토의한다.

•	변화요구
•	변화리더

변화의 의미와
변화관리 리더

•	변화곡선
•	변화이슈

변화를 위한 
준비

•	이슈	개선방안	
•	변화	계획수립

변화계획
수립

•	기술적&인간적측면
•	전항의	극복&코칭

변화의
실행

•	변화결과확인
•	변화의	정착

변화의
확인&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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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성과관리의	

	 개요

▶	3시간

1） 성과관리의 중요성
•	기업경영과	성과관리의	연관성을	확인한다.

•	좋은	성과관리와	인재관리의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한다.

2） 성과관리와 리더의 역할 •	효과적	성과관리를	위한	리더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토론하고	공유한다.

3） 성과관리의 핵심요소

•	성과관리에서	관리되어야	할	핵심	요소들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관리	방안을	찾아본다.

				-	성과	철학의	수립

				-	조직의	목표와	성과목표

				-	프로세스

				-	평가문화

				-	핵심	역량

4） 성과 동인

•	고성과	창출의	동인에	대하여	토론을	통해	확인한다.

•	고성과	창출	동인적	요소로서의	“동기부여”에	대하여	파악하고	동기	부여의	방법론에	

대하여	확인한다.

2.	성과관리의	

핵심스킬

▶	5시간

1） 성과목표의 설정
•	조직의	비전,	전략과	성과목표의	연계	방안을	도출한다.

•	MBO와	CSF/KPI/Competency	도출	과정을	파악한다.

2） 성과 계획의 수립 •	전사목표와	개인목표를	연계하여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을	학습한다.

3） 성과 목표의 실행
•	목표설정	이후,	실행과정에서	리더가	수행해야	할	업무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	토론하고	

분석한다.

4） 실행관리의 Soft-Skill : 

Feedback & Coaching

•	On-going	피드백의	중요성	및	방법에	대하여	파악한다.

•	피드백을	위한	코칭의	핵심스킬과	대화모델을	학습한다.

3.	성과	평가		

관리

▶	5시간

1） 성과평가의 준비 •	성과평가	실시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하여	파악한다.

2） 성과평가면담

•	성과평가	면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하여	리더가	해야	할	것에	대해	토론하여	

방법을	도출한다.

•	성과평가	실시에서	면담	마무리까지의	과정별	중요	사항에	대하여	파악하여	준비한다.

3） 성가평가관련 이슈 해결 •	성과평가	과정	중	발생	하는	이슈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	대처할	방안에	대하여	학습한다.

4） 평가 사후관리
•	성과평가	이후	연계	되어야	할	프로세스	및	행정적	정책에	대하여	토론하고	그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4.	저성과자		

관리

▶	3시간

1） 저성과자 관리의 중요성
•	기업	내	저성과자와	연계된	이슈에	대하여	분석한다.

•	공정한	관리,	공정한	평가	확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학습한다.

2） 저성과자 관리 정책 •	Development	or	Outplacement?

3） 유형별 저성과자 관리 •	C-Player의	유형별	전략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학습하고	준비한다.

효과적 성과관리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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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 13-14 8-9 부산 15-16 3-4 11-12 9-10 부산 18-19

과정목적 본 과정은 조직의 리더에게 목표설정단계에서 평가단계까지 성과관리의 효과적 방법을 이해하고, 성과 향상

을 도모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효과적으로 성과창출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관리의 핵심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목표설정, 실행 및 평가까지 관리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로 관리 기법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 성과평가를 위한 준비와 실행 방법을 익히고, 평가 관련 주요 이슈별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저성과자 관리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효과적 성과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고성과를 창출하는 팀 운영이 가능합니다.

• 성과향상을 위한 피드백 및 코칭 스킬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검증된 다양한 학습 방법(제시/ 토의/ 진단/ 동영상 시청/ 실습/ 사례연구 등)

을 활용합니다. 

교육대상 • 조직 구성원의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하는 리더

학습구조
성과평가

관리

저성과자
관리

성과관리의
개요

성과관리의
핵심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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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출발을	위한

	 준비

▶	1시간

1） Opening Reception 및  

팀 빌딩
•	인사와	교류를	통해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마음	상태를	준비합니다.

2） 프로그램 안내 및 

Introduction
•	교육	안내를	통해서	기대감	형성과	함께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게	합니다.

2.	내	마음에	

	 말	걸기

▶	1시간

1） 나의 감정 그래프 •	인생의	감정	굴곡을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점검합니다.

2） 감정 이름 붙이기 •	메타인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에	이름	붙여봅니다.

3.	나의	스트레스관리

	 패턴	알아보기

▶	1시간

1） 심신 스트레스 테스트 •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	지수를	알아봅니다.

2） 빗 속의 사람 그리기 •	그림으로	표현되는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	패턴을	확인합니다.

4.	몸으로	이끄는	

	 마음관리

▶	1시간

1） 경부 근육 스트레칭 •	근육이완을	통한	감정	바꾸기	실습을	훈련합니다.

2） 얼굴 근육 바꾸기 •	표정과	감정의	관련성에	대해서	학습하고	연습합니다.

5.	심신	이완	요법

▶	1시간

1） QRT를 이용한 

심신이완요법
•	몸과	마음의	완전한	이완을	위한	4단계	방법을	실습합니다.

2） 자기암시 •	강력한	자기암시를	연습합니다.

6.	감정을	바꾸는

	 특별	처방

▶	1시간

1） 나만의 행복단추 만들기 •	앵커링	기법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2） 부정적 감정 없애기 •	리프레임	기법을	통한	긍정의	힘	만들기를	연습합니다.

7.	공감의	마력

▶	1시간

1） 공감 게임 •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공감의	힘을	배웁니다.

2） 맥락적 경청 •	말이	아닌	마음을	듣는	법을	배우고	실습합니다.

8.	건강하고	행복한

	 나로	다시		

태어나기

▶	1시간

1） 수료식 및 소감 공유 •		과정을	정리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나로	거듭나기	위한	Action	Plan을	공유합니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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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19 5 6 6

과정목적 이 과정의 목적은 심신 스트레스 관리기법을 통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건강한 나! 성과를 높이는 건강한 조직!” 이라는 심신의학적 이론 아래 개발된 프로그램입

니다.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서로에게 스

트레스를 줄여주는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에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학습목표 • 스스로의 스트레스 정도를 점검하고 감정상태를 인지하며 특별한 심리기법을 통해서 마음의 상태를 긍정과 

의욕이 넘치는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자기관리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몸과 마음의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조직원들의 감정상태를 공감하며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대화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관리 뿐 아니라 조직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특별처방을 통해서 더욱 큰 성과를 내는 조직

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현직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 클리닉에서 진료하는 전문의가 직접 진단하고 처방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

니다.

•  Mind-Body Medicine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QHEM Relax Technique을 통해서 최고의 심신

관리법을 경험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최고의 컨디션을 만드는 방법을 실습합니다.

• H. Gunnison 박사의 상담기법을 바탕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 기법만 요약하여 실습함으로써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 갑니다.

교육대상 • 팀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팀장 및 관리자

• 고성과 조직을 원하는 CEO, 부서장 및 임직원

• 조직에서 자신의 최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구성원

•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든 임직원

학습구조

고성과 조직의 스트레스 제로 일터 만들기

스트레스 관리감정 조절

건강한
리더

셀프
리더

조직의
성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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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성별	 	

이해지수

▶	2시간

1） 남녀의 오해 •	조직	내에서	겪게	되는	성별에	따른	오해	및	갈등에	대해	알아본다.

2） 성별이해지수 중요성 •	성별이해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2.	성별에	

	 따른	차이

▶	3시간

1） 남녀의 차이 •	남녀	차이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본다.

2） 남녀의 언어 •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언어에	대해서	알아본다.

3） 남녀의 방식 •	조직	내에서의	남녀의	행동	패턴	및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본다.

3.	윈윈하는	

	 리더십	전략

▶	3시간

1） 남성부하직원을 둔 

여성리더
•	남성부하직원을	이끄는	여성	리더들의	고민에	따른	솔루션을	알아본다.

2） 여성부하직원을 둔 

남성리더
•	여성부하직원을	이끄는	남성	리더들의	고민에	따른	솔루션을	알아본다.

3） 파트너십 전략 •	강점을	강화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파트너십	전략에	대해서	알아본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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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 17 1

과정목적 본 과정은 남녀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리더십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설계되

었습니다.

학습목표 • 남성과 여성 서로 일하면서 겪는 문제 및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 남성과 여성에 따른 차이점 및 행동 패턴, 일하는 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 서로 윈윈하는 파트너십 전략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 성별이해 지능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식하고, 서로 보완해줄 수 있는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조직 내 양성 평등 문화를 이끌며, 성별이해지능 지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이성의 부하직원을 둔 리더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양성리더십을 발휘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

니다.

과정특징 •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숙지함으로써 직장은 물론 가정 및 일상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줄

일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성별에 따른 리더십 방법을 알고 싶은 관리자, 인사 담당자, 조직문화 담당자

학습구조

성별이해지수를 통한 리더십 전략

남녀의
차이점

남성과 
여성의 언어

남성 상사/ 
부하직원 
리더십

여성 상사/ 
부하직원 
리더십

남성/여성
성별 균형

조직의 
경쟁력 강화

N
E

W



151150

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조
직

개
발

직
원

행
복

증
진

출산 및 육아휴직 복귀자 과정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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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8 30 30

과정목적 본 과정은 출산 및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업무 적응력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노하우를 통한 자신감 향상을 

위해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나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스마트한 업무 처리를 하는 방안을 알 수 있습니다. 

• 워킹맘으로서 가정에서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자신의 삶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생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에 적응하는 것은 물론 워킹맘으로서 당당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과정특징 • 국내 NO 1. 일가정 양립 전문가의 생생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으며, 고민과 스트레스에 대한 맞춤형 솔

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참석한 학습자들끼리의 소통 시간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출산 및 육아 휴직 후 복귀한 지 6개월 이내의 워킹맘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나의	상황		

진단

▶	2시간

1） 복귀 이유 •	복귀	이유를	생각해보고,	‘나’의	성향에	대해	파악한다.

2） 워킹맘으로 산다는 것
•	워킹맘으로서의	어려움,	자부심을	알아본다.

•	체크리스트를	통해	나는	어떤	워킹맘	유형인지	파악한다.

2.	스마트	업무

	 (직장편)

▶	3시간

1） 적응 어려운 이유 파악 •	복귀	후	업무	적응	어려운	원인을	파악한다.

2） 장애물 제거 •	원인에	따른	장애물	제거	솔루션을	알아본다.

3） 커뮤니케이션 •	상사,	동료,	후배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협력자	구축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3.	시테크	육아

	 (가정편)

▶	3시간

1） 스트레스 원인 분석
•	팀	내	학습자들끼리	함께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	복귀자	스트레스	원인을	분석한다.

2） 스트레스 솔루션 •	퇴근	전,	후	시테크	육아법/	조부모	육아/	남편	육아	및	가사	참여	유도	방법을	안다

3） 자존감 회복
•	자신에게	편지	작성	후,	학습자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통해	잃어버린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한다.

복귀 후 
업무 및 

직장 적응

가정 내 
협력자 
구축

육아 시테크
남편의 육아 
및 가사 참여

가정

스마트한 
업무관리

상사, 동료, 
후배와의 

커뮤니케이션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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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나와	배우자가	

	 원하는	감정소통법

▶	1시간

1） 부부 의사소통 방식의 

이해
•	가정	내	소통	강화	및	부부	관계성을	향상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2） 소통&공감 방법 •	가족	구성원간	진정한	배려를	주고	받는	모색을	확인한다.

2.	배우자를	소개합니다

▶	2시간
1） 나와 배우자 소개하기

•	심리	치료	도구를	활용한	본인	및	배우자를	소개하며	나눔활동을	진행한다.

•	자신과	배우자의	강점을	찾아	소개함으로써	서로의	긍정자원을	확인한다.

3.	부모	마음,	자녀	행복

▶	2시간

1） 건강한 부모의 역할 강화 

방법

•	일과	가정의	건강한	양립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파악한다.

2） 부모의 리더십 이해 •	아이들의	자기주도성을	키워주고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한다.

4.	우리	아이를		

소개합니다

▶	1시간

1） 우리 아이를 소개합니다
•	참여자간의	공통	관심사	파악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유대감을	구성한다.

•	자녀를	소개함으로써	나와	자녀의	강점을	찾아	내적	자원	활용	방법을	파악한다.

5.	우리	가족	 	

버킷리스트

▶	2시간

1） 버킷리스트 작성 •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구체적	사항을	작성한다.

2） 나눔활동 •	참여자간의	나눔	활동을	통한	목표를	응원하고	긍정적	동기를	수립한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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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7 14 27

과정목적 본 과정은 가정 내 소통과 공감의 강화 및 자녀와의 대화법 습득을 통하여 가족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족 관계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목표 • 대화가 단절되거나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가족간 관계성이 저하됨에 따라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합니다.

• 집단상담 프로그램(배우자를 소개합니다)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족에 대해 소개하고 나눔 활동으로 다른 

가족들의 소통의 정도를 공감하여 스스로 가족관계에 대해 파악합니다.

• 자녀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여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고 아이들의 

자기주도성을 키워주는 부모의 리더십을 설계합니다.

• 집단상담 프로그램(우리 아이를 소개합니다)을 통해 양육자의 유형을 탐색하고 나눔 활동을 통한 자녀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실질적 대처방법을 공유합니다.

• 집단상담 프로그램(우리 가족 버킷 리스트)를 통해 나와 가족이 이루고 싶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나눔 

활동을 통한 긍정적 목표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가족 구성원 간의 올바른 의사소통 방식 이해를 통해 배우자 또는 자녀 간 이해의 폭을 넓혀 가정 내 스트

레스를 없앨 수 있습니다.

• 나의 가족을 소개함으로써 몰랐던 부분과 장점을 재발견하고, 상호 간 나눔활동을 통해 가족에 대한 고마

움과 유대관계를 강화합니다. 

• 가족이 함께 이루고 싶은 일들을 고민하면서 행복한 가족의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소통하며, 서로의 생각

을 공유함으로써 목표를 응원하고 긍정적 동기를 마련합니다. 

과정특징 • ‘특강’과 ‘집단상담’을 융합한 프로그램으로써, 일방향적 강의형식에서 벗어나 강사와 참여자의 소통을 기

반으로 하는 쌍방향 학습 형식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심리내면을 탐색할 수 있는 심리전문 프로

그램입니다.

• 일대일 심리상담보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고 10명 내외로 구성된 그룹에 1명의 심리상담 

전문가가 배정되는 개인의 내면 치유와 관계성 향상의 조화로 심층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육대상 • 배우자가 있는 직장인(남녀 무관)

• 자녀가 있는 직장인(남녀 무관) 

학습구조

[가족친화]

행복한 가족 만들기 Oh! Family Life

가족
관계성
향상

소통의 대화법
이해

배우자를 소개합니다

우리 아이를 소개합니다

우리 가족 버킷리스트
자녀 양육법

이해

<소양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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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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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5 23 25

과정목적 본 과정은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와 떨어져 지내면서 심리적 고독감을 경험할 수 있는 근무지 

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학습목표 • 프로그램 목표를 이해하고, 그룹 소활동을 통해서 참여동기와 몰입도를 강화합니다.

• 심박동수 변이(Heart Rate Variability) 측정을 통하여 근무지 이전자의 심리상태를 점검합니다.

• 근무지 이전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정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의 신체적, 심리

적 유해성에 대해 이해합니다.

• 외적인 변화가 새로운 감정을 만들지만, 그 감정을 적절히 표현할 때 자신의 내적 변화를 이루어 냄을 경험

하여 외부 변화에도 심리적 통제감을 유지할 수 있음을 파악합니다.

• 심리적 지지대상을 형상화하여 외부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심리적 지지기반을 강화합니다.

• 동료 학습자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단어를 탐색하고 존중과 배려의 긍정적 소통을 통해 긍정 경

험을 강화합니다.

기대효과 • 근무지 이전 후 조직 구성원이 경험하는 정서를 공감 받고 나눔과 소통을 통해서 부정적 정서를 해소합

니다.

• 변화를 경험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여 새로운 근무지에 조직과 조직 구성원 모두 안전

하게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과정특징 • 심박동수 변이(Heart Rate Variability)를 측정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학습자의 생리적 스트레스를 

확인합니다. 

•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써, 일방적으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심리내면을 탐색

할 수 있는 심리전문 프로그램입니다.

• 10명 내외로 구성된 그룹에 1명의 심리상담 전문가가 배정되는 치료보다는 예방 및 관리에 집중된 성장

지향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대상 • 조직의 근무지 이전으로 이주 후 적응이 필요한 조직 구성원

• 근무지 이전 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조직 구성원

학습구조

근무지 이전자를 위한 힐링 '변화 성숙 적응'과정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과학적	진단

▶	2시간

1） 심박동수 변이 측정 •	심박동수	변이(Heart	Rate	Variability)를	측정하여	생리적	지수를	확인한다.

2） 스트레스 지수 측정
•	DSI(Dain	Stress	response	Inventory,	25개	문항)를	통하여	신체화,	우울,	분노,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영향	수준을	확인한다.

2.	변화에	대처하기

▶	1시간

1） 근무지 이전이라는 변화 •	근무지	이전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한다.

2） 효과적인 대처 •	변화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대처할	수	있는	관리법을	습득한다.

3.	자기감정

	 인식과	표현

▶	2시간

1） 외적 변화가 만드는 감정
•	근무지	이전이라는	외적	변화가	새로운	감정들을	만들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들을	도구를	활용하여	있는	그대로	경험하며	확인한다.

2） 표현을 통한 내적 변화
•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심리내적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음을	경험한다.

4.	심리적	지지기반

	 만들기

▶	2시간

1） 점토 작업
•	점토를	이용하여	심리적	지지대상을	형성화하고	학습자의	근무지	적응을	심리적	

지지기반을	강화한다.

5.	긍정소통

▶	1시간
1） 심리적 강점 공유와 강화

•	동료	학습자의	심리적	강점을	상호	공유하여	긍정적인	소통을	경험하고	심리적	강점을	

강화한다.

근무지 이전이라는 변화에 대한 이해

자기감정의 인식

예술심리상담기법을 이용한 자기표현

긍정 경험 강화

근무지 이전 성공적 적응

과학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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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동료상담사의	

이해

▶	1시간

1） 동료상담사란? •	동료상담사	역할에	대한	조직의	기대를	명확히	파악한다.

2.	성격유형		

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	2시간

1） 성격유형검사 •	성격유형	검사를	통해	자신의	유형을	확인한다.

2） 유형별 특징 파악

•	자신의	유형별	특징을	이해하여	심도	있는	자기이해를	달성한다.

•	자기와	다른	유형의	특징을	이해하여	동료상담	과정에서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한다.

3.	스트레스의	

이해와	관리

▶	2시간

1） 스트레스의 이해 •	업무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스트레스의 관리 •	스트레스	해소	및	조절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습득한다.

4.	상담의	기초

▶	2시간

1） 나의 대화법 •	학습자의	평소	대화법을	확인한다.

2） 상담적 대화법 •	상담적	대화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학습자의	평소	대화법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5.	동료상담사

	 윤리

▶	1시간

1） 상담사의 기본 윤리
•	비밀	보장의	원칙,	내담자	존중의	원칙	등	상담사의	기본	윤리	조항의	내용과	성립배경을	

파악한다.

6.	심리적	응급

	 조치

▶	3시간

1） 심리적 외상 •	업무	수행	중에	노출될	수	있는	심리적	외상	경험들을	이해한다.

2） 심리적 증상
•	심리적	외상	또는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증상과	

위급상황에	대해서	파악한다.

3） 심리적 응급처리
•	심리적	위급상황에	처한	동료를	발견했을	경우,	동료상담사가	취해야	할	행동과	심리적	

응급처리	지침	등을	확인한다.

7.	상담기법

	 훈련	및	상담

실습

▶	3시간

1） 상담기법훈련 •	공감과	경청	등	기본적인	상담기법을	이해하고	실습한다

2） 상담실습 •	상담기법을	활용하여	주요	주제에	대한	상담시연을	진행한다.

8.	역할	수행

	 의식	고취

▶	1시간

1） 나눔
•	동료상담사	양성과정을	통해	습득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의한다.

2） 적용 •	동료상담사	역할	수행에	대한	동기를	공유하여	역할	수행에	대한	의지를	강화한다.

9.	평가

▶	1시간
1） 동료상담사 자격검정

•	동료상담사	자격관리·운영	규정에	준수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자격검정	자격을	

충족하는	학습자에	한해	동료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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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21 3-4 6-7

과정목적 본 과정은 심리적 어려움에 처하여 전문적 치료 및 개입이 필요한 사내 동료들을 조기에 파악하고 전문 기관

에 연계하여 시기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사내 동료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동료상담사 양성과정의 운영 취지와 동료상담사 역할에 대한 조직 내 기대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 성격유형 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유형을 확인하고 성격유형별 특징과 차이점을 이해하여 동료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정신 건강에 유해함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을 파악합니다.

• 자신의 평소 대화법을 확인하고 자신의 대화법과 상담적인 대화법의 차이를 파악합니다. 

• 상담사가 지켜야 하는 비밀 보장의 원칙, 내담자 존중의 원칙 등 기본적인 윤리조항을 이해합니다.

• 업무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 경험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상태 점검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심리적 응급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실습합니다.

• 실제 상담에서 활용 가능한 상담기법을 훈련하고 주요 주제에 대한 상담시연을 진행합니다.

• 동료상담사 양성 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토의하고 동료상담사 역할 수행에 

대한 실천의지를 강화합니다.

기대효과 •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발생할 수 있는 인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 학습자는 자기이해 향상, 스트레스 대처법 증진, 공감적 소통법을 습득하여 심리적으로 건강한 개인 생활

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는 조직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고, 나아가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정특징 •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심리내면을 탐색할 수 있는 집단상담과 전문 강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하이브리

드형 과정입니다. 

교육대상 • 심리적 외상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실무자 또는 관리자

• 심리적 문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직의 실무자 및 관리자

학습구조

동료상담사 양성 ‘동행’

동료상담사
양성

상담의 기초

동료상담사 윤리

심리적 응급조치

상담 기법
심리적 외상 및 직무 

스트레스 이해

성격유형 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

동료상담사 이해

역할
수행의식 

고취
자격검정

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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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6-8 6-8 
부산 29-31

10-12 
호남 19-21 8-10 7-9 

부산 26-28 3-5 28-30 20-22 
부산 4-6

11-13 
호남 25-27 6-8 4-6 

호남 11-13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기획의	이해

▶	4시간

1） 기획의 개념
•	진단을	통해	자신의	기획역량수준과	개발	필요요소를	파악한다.

•	기획과	계획의	개념	차이와	기획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이해한다.

2） 기획의 성공과 실패 사례
•	기획의	요소를	파악하고	기획을	잘	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을	확인한다.

•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성공한	기획과	실패한	기회의	특징을	찾아낸다.

2.	전략적	사고

▶	6시간

1） 전략적 사고의 이해
•	전략과	전략적	사고의	개념을	이해한다.

•	도미노게임과	별자리실습을	통해	전략적	사고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한다.	

2） MECE와 로직트리

•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원인,	해결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MECE의	

개념을	실습을	통해	습득한다.

•	로직트리의	개념을	익히고	자신의	생각을	계층화하고	구조화하여	표현한다.

•	로직트리의	종류를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

3） 피라미드적 사고 •	로직트리와	피라미드	사고의	차이를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한다.

4） 콘셉트 중심 사고 •	콘셉트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콘셉트	활용능력을	배양한다.

3.	기획		 	

프로세스

▶	6시간

1） 기획 프로세스 이해
•	문제의	인식에서부터	해결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획서로	옮겨	승인을	받고	실행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기획의	전	과정을	이해한다.

2） 문제의 정의와 현황파악 •	문제가	무엇인지	개념을	명확히	확립하고	문제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3） 근본원인 분석
•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실습을	통해	습득함으로써	

업무	활용	능력을	높인다.

4） )해결방법 도출
•	문제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한	창의적	사고	방법을	습득한다.

•	도출된	대안	중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평가방법을	실습하고	활용능력을	키운다.

5） 실행계획 수립 •	최종적으로	결정된	대안을	실행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연습을	한다.

4.	실전	기획서

	 작성

▶	4시간

1） 기획서의 구성과 형식 •	기획서의	양식과	구성요소를	이해한다.

2） 좋은 기획서 만들기

•	바람직한	기획서	구조에	대해	이해한다.

•	기획서	작성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실습을	통해	개선한다.

•	문서작성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실제	작성된	문서를	통해	확인한다.

•	문서작성에	필요한	표현법에	대해	살펴본다.

3） 1페이지 기획서 작성
•	1페이지	기획서의	기본	구성요소에	대해	이해한다.

•	실습을	통해	1페이지	기획서를	작성해봄으로써	개선점을	파악한다.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과정목적 본 과정은 전략적 관점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상황을 분석하며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방법

을 학습함으로써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획력을 높여드리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기획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기획업무 수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MECE의 개념을 이용하여 문제와 정보, 아이디어와 대안 등을 중복과 누락 없이 정리하고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 로직트리와 피라미드 구조를 이용하여 사고를 체계적으로 구조화 할 수 있습니다.

• 콘셉트의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을 콘셉트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기획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문제의 인식과 현상파악, 근본원인 분석 및 대안도출 등 전 과정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획서가 갖추어야 할 구조와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창의적인 사업 및 조직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전략적 사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전략적 사고능력을 구비하여,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대안을 개발하고 비교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문서작성 스킬을 습득하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기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그룹 토의, 진단, 실습 등 참여활동 중심의 학습방법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과정참가자들이 실제로 수행 중에 있거나 준비 중에 있는 테마를 선정하여 함께 공유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 적용이 가능한 학습 성과를 얻게 됩니다. 

교육대상 • 경영기획, 연구기획, 마케팅/영업기획, 생산기획 등 기획업무가 필요한 실무자 

• 부서 책임자로서 기획력 향상이 필요한 관리자

학습구조

전략적 사고와 기획력

 기획의
달인

사고
전략적
사고

개념
기획의
이해

프로세스
기획

프로세스

작성
실전 기획서

작성

•	기획과	계획

•	성공하는	기획

•	기획을	잘	

하려면…

•		전략과	전략적	사고

•		MECE와	로직트리

•		피라미드	구조

•		콘셉트	중심의	사고

•	문제와	과제의	정의

•	근본원인	분석

•	해결책	평가	및	선정

•	기획서	작성	원칙

•	기획서	표현

•	1	Page	기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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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로지컬

	 씽킹의	개념

▶	3시간

1） 비즈니스 문제의 특징과 

로지컬 씽킹
•	직장	내	비즈니스	문제의	특성과	로지컬	씽킹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2） 로지컬 씽킹의 효용
•	로지컬	씽킹의	적용	분야를	확인한다.

•	로지컬	씽킹을	적용할	경우의	업무처리	효용성을	정리한다.

2.	로지컬	씽킹의	

구조와	

	 의사결정

▶	5시간

1） 로지컬 씽킹의   

5가지 기본 원칙
•	문제	상황에	대해	접근하는	로지컬	씽킹의	5가지	기본	원칙을	이해한다.

2） 의사결정의 피라미드 이해 •	로지컬	씽킹을	활용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피라미드	구조의	활용법을	익힌다.

3） 로지컬 씽킹 기반의 

의사결정 실습
•	구조화된	사례를	바탕으로	로지컬	씽킹의	적용	기법을	연습한다.

3.	로지컬	씽킹을	

이용한	

	 문제해결의	

도구

▶	4시간

1） 현상 분석 •	MECE를	적용하여	현상을	분석한다.

2） 과제 찾기 •	What	Tree를	이용하여	과제를	특정한다.

3） 원인 찾기 •	Why	Tree를	이용하여	문제의	핵심	원인을	찾는다.

4） 해결안 찾기 •	How	Tree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을	도출한다.

4.	로지컬	

	 씽킹의	적용

▶	4시간

1） 실습 •	로지컬	씽킹의	접근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사례의	문제를	해결한다.

2） 피드백 •	문제	해결	결과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확인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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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4 11-12 26-27 21-22

과정목적 본 과정은 직장 내 다양한 문제상황에서 체계적이고 현상을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 사고법을 익힘으로써, 업무 효율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업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리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업무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체계적으로 바라보고 상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 보고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등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업무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무 효율이 향상됩니다.

• 분야와 관계 없이 해당 업무에서의 기획 역량과 의사결정 역량이 향상됩니다.

• 보고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사업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구조적 문제해결 역량이 향상됩니다.

과정특징 • 현업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현장 적용성이 뛰어납니다.

• 업무처리와 기획, 문제해결 등에 있어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사고가 분명히 정립

될 수 있도록 풍부한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 국내 유수의 경제연구소와 인재개발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다수의 관련 분야 서적을 저술한 강사가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강의합니다. 

교육대상 • 업무처리 및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기업체 사무직 종사자

• 글과 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이 필요한 직장인

• 보고서 및 문제해결, 상황대응 역량을 향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습구조

업무 효율을 두 배로 높이는 로지컬 씽킹의 기술

Logical
Thinking

사례 
기반의
실습

도구와 
기법학습

현장 
적용

개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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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 20-21 12-13 14-15 16-17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전략적	업무와

	 역량

▶	4시간

1） 전략적 업무
•	전략의	개념과	필요성을	명확하게	이해한다.

•	나쁜	전략의	특징과	전략이	실패하는	이유를	학습한다.

2） 전략역량의 개발
•	전략실무자와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전략적	관리역량	모델을	이해한다.

•	경쟁우위를	갖추기	위한	전략적	역량	개발의	니즈와	요소를	분석하고	습득한다.

2.	전략환경과

	 상황인식

▶	4시간

1） 경쟁상황과 전략환경 •	조직과	사업이	처해있는	전략적	환경과	상황을	인식하는	방법을	확인한다.

2） 외부환경 인식

•	외부환경의	역동성과	변화가	조직	및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고,	시사점을	이끌어내서	

거시환경	분석방법을	이해한다.

•	3C,	5Force등의	툴을	활용하여	산업구조를	분석한다.

•	외부환경분석을	통해	조직과	사업에	미치는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도출한다.

3） 내부환경 인식

•	전략환경의	내부적인	측면에서	자사가	가진	역량을	분석한다.

•	7S,	VRIO,	Value	Chain,	고객가치분석	등의	툴을	이용하여	내부의	역량을	분석한다.

•	내부환경분석을	통해	조직과	사업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도출한다.

4） 전략방향의 설정
•	외부환경과	내부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한	기회	및	위협요인,	강점과	약점을	바탕으로	

전략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3.	전략개발과

	 전략적	사고

▶	4시간

1） 시스템적 관점
•	시스템의	모든	요소가	인과	관계를	형성하여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안도출	과정에	활용한다.

2） 목적지향적 사고
•	조직과	사업의	목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도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3） 지적 기회주의
•	대안도출	과정에서의	관료주의와	집단사고의	위험성을	깨닫고	다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을	유도한다.

4） 역사적 맥락 •	전략적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을	검토하는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4.	전략실행

▶	4시간

1） 전략실행 프로세스 •	전략을	실행하는	프로세스와	접근방법을	학습한다.

2） 전략실행의 도구 BSC
•	BSC가	전략실행의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명확히	이해한다.

•	전략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써	BSC	활용	방안을	습득한다.

3） 전략실행의 함정과 기회 •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력과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한다.

4） 전략의 수단, 협상
•	전략	실행과	정치적	맥락의	후속	수단으로서	협상의	의미를	파악한다.

•	실습을	통해	협상의	주요	스킬을	학습하고	업무수행에	적용한다.

과정목적 본 과정은 복잡한 전략적 환경을 이해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조직을 선도할 수 있

는 관리자의 전략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전략실무를 포함한 전략 관리자의 업무와 역량을 이해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전략실무와 관리의 바탕이 되는 전략적 사고능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로서 조직이 처해 있는 전략환경의 상황을 이해하는 분석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개발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략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전략업무 실무자 또는 조직 관리자로서의 전략적 관리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 어렴풋이 알고 있거나 잘못 활용하고 있는 전략분석 프레임의 정확한 의미와 용도를 이해하고 활용함으로

써 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전략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이유와 전략실행에 필요한 실행역량을 학습함으로써 전략의 실천력을 높

일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전략기획 부서뿐 아니라 조직의 관리자 대부분에게 필요한 전략기획과 실행역량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경영전략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을 견고히 하고, 조직 관리자의 전략적 행동을 염두에 둔 실용적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생존과 지속성장이라는 조직의 근본적 화두에서 “상황인식, 전략개발, 실행, 평가 및 피드백의 OODA Loop 

Process”의 실천 습관을 연습합니다.

• 강의, 그룹 토의, 실습, 사례연구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하는 실천적이고 활용가능성이 높은 학습이며, 

학습 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무활용도를 높여줍니다.

교육대상 • 조직의 의사결정자

• 팀장 급 이상 관리자 

• 전략기획 부서, 변화혁신 관련업무 TF 담당자

학습구조

전략기획과 실행역량 개발

전략실행

전략개발과 
전략적 사고

전략업무와 
역량

전략환경과 
상황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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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빅	데이터		

산업의	특징

	 및	이해

▶	4시간

1） 4차 산업혁명과 빅 데이터 •	미래예측:	다보스포럼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파악한다.

2） 새로운 산업지형도,       

빅 데이터 생태계
•	미래기업의	핵심	성공	포인트로써	빅	데이터를	파악한다.

3） 빅 데이터 산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과 생태계
•	빅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5가지	유형을	이해한다.

4） 빅 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력 사례
•	빅	데이터를	활용한	성공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5） 빅 데이터 산업과 통계학 •	빅	데이터산업과	통계학의	연관성을	규명한다.

2.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통계		

이해

▶	4시간

1） 빅 데이터와 통계 •	빅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통계개념을	이해한다.

2） 빅 데이터의 분석 기법을

•	상관관계	분석기법을	이해한다.

•	인과와	종속관계	분석기법을	이해한다.

•	고객	집단화를	위한	분석기법을	이해한다.

•	경쟁	포지셔닝	설정을	위한	분석기법을	이해한다.

3.	빅	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력	향상

▶	8시간

1） 기획력 향상을 위한      

빅 데이터 소개

•	기획력	강화에	필요한	유형별	빅	데이터에	대해	이해한다.

•	기획력의	유형에	따라	분석기법,	분석도구	선정방법을	이해한다.

2） 분야별 빅 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력 향상 방법

•	고객관계강화	기획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을	습득한다.

•	신제품	개발	기획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을	습득한다.

•	시장세분화	기획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을	습득한다.

•	광고효과	제고를	위한	기획력	강화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을	습득한다.

•	유통채널	강화를	위한	기획력	강화	데이터	수집	분석방법을	습득한다.

•	경쟁	포지셔닝을	위한	기획력	강화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을	습득한다.

•	통계적	품질제고를	위한	기획력	강화	기획력	강화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을	습득한다.

•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6시그마분석,	광고효과분석,	군집분석,	요인분석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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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30-31 7-8 21-22

과정목적 본 과정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빅 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빅 데이터를 활용한 광고기획이나 영업기획, 신

품개발기획, 교육훈련기획 등 시장지향적이고 마켓지향적인 관점에서 한 번에 통(通)하는 기획력 강화를 위

해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경쟁력의 원천인 빅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습득하고 다양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빅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통계적 개념을 이해하고 통계 툴(SPSS, AMOS, MINITAB, R)을 다룰 수 

있습니다. 

• 기획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 빅 데이터를 활용해 기획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기업 내부에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빅 데이터를 가공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활용은 물론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기획력을 강화시키는데 있어 빅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합니다.

• 시장지향적인 기획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하도록 스킬을 향상시킵니다.

• 다양한 빅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통계적 툴을 사용방법을 습득합니다.

교육대상 • 기획. 전략, 마케팅, 홍보, 커뮤니케이션 부서 등 담당자

• 빅 데이터 활용에 관심이 많은 마케팅 실무자 및 관리자

• 빅 데이터, SNS 등을 활용해 비즈니스전략기획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 및 관리자

학습구조

빅 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력 향상

빅 데이터 
개념이해

통계분석
툴 습득

빅 데이터
활용

빅 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력 사례, 피드백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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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사업환경	분석

▶	4시간

1） 전략환경 분석

•	외부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도구를	이해한다.

•	내부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도구를	이해한다.

•	핵심	성공요소를	도출하는	실습을	한다.

2） 사업계획 작성 지침 및 

예산 편성

•	전년도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	내년도	경영이슈와	경영방침을	정리한다,

•	중장기	경영전략을	제시하고	확인한다.

•	예산편성	프로세스를	습득한다.

2.	경영계획	수립

▶	8시간

1） 시장, 고객, 경쟁사 분석

•	표적시장을	선정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	경쟁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	고객가치와	차별화	포인트를	작성한다.

2） 전략방향 수립

•	사업별	전략	방향을	수립한다.

•	중장기	계획과	연간계획을	이해한다.

•	전략방향에	맞는	세부실행과제를	도출한다.

3） 2017년 사업목표 수립
•	전사	사업목표를	설정한다.

•	부문별,	부서별	사업목표를	수립하고	결정	근거를	확인한다.

3.	2018	

	 KPI	수립

▶	4시간

1） 실행전략
•	실행전략과	실행과제를	설정한다.

•	실행상의	장애물을	찾아내고	대안을	수립한다.

2） 성과지표 개발
•	성과지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성과지표의	종류를	제시하고	내년도	사업의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한다.

3） KPI 선정
•	KPI의	선정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		전사,	부문,	부서의	연계성을	점검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4만원 / 비회원  60만원] / [2인 이상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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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2 23-24 23-24 18-19

과정목적 본 과정은 교육 참가자들이 2018년 사업계획수립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실무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2018년 경제경영 환경의 변화가 주는 시사점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전사 전략을 도출하고 2018년 사업목표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사 전략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KPI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중장기 전략에서 2018년 사업목표, 실행전략에 이르기까지 사업계획 수립의 전반적 흐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조직에 맞는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능력을 갖추어 갈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사업계획 수립은 전략수립 능력과 예산 수립 및 조정능력, 사업구조 혁신과 핵심역량까지 사업을 보는 

종합적 사고와 분석능력을 키워 줍니다.

• 단순히 이론 소개를 넘어서 사업계획 수립과 분석에 필요한 필수 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 •  사업계획, 기획, 전략, 예산관리 및 경영관리부서 관리자 및 실무자

학습구조

2018 ‘다르다’ 사업계획수립 실무

2018
경영계획

수립

2018
KpI

사업환경 분석

사업계획 작성 개요

예산편성 지침
•	전략방향

•	경영목표

•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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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신규사업

	 성공요인

▶	4시간

1） 신규사업과 성장전략

•	신사업	개발	전략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성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인한다.

•	신사업	프로파일을	분석한다.

•	사례를	분석하고	토의한다.

2） 신규사업 발굴 프로세스

•	신사업	개발의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	미래	비즈니스	트렌드를	토의한다.

•	신사업	아이템	개발을	위한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토의한다.

•	사례를	분석하고	토의한다.

2.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

▶	8시간

1） 시장성분석

•	시장	세분화의	방법을	파악한다.

•	시장조사	방법의	예시를	확인한다.

•	시장수요를	예측하고	매출잠재량의	추정을	실습한다.

2） 기술타당성분석

•	미래	기술의	방향을	토의한다.

•	기술사활요소의	구성요소를	이해한다.

•	기술불연속성과	사업성과를	분석한다.

3） 재무타당성 분석

•	재무타당성의	의미를	확인한다.

•	손익분기점	분석을	실습한다.

•	경제성분석(NPV,	IRR)을	실습한다.

3.	신규사업의	

	 성과	평가

▶	4시간

1） 신규사업 개발전략
•	진입전략	사례를	제시하고	토의한다.

•	성장전략	사례를	제시하고	토의한다.

2） 신규사업 계획서작성

•	사업계획서의	개요를	이해한다.

•	사업계획서의	유형을	제시한다.

•	사업계획서의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3） 신규사업의 성과 평가

•	신규사업	실행전략의	장애물을	제시한다.

•	신규사업	성과지표	사례를	제시한다.

•	현업적용을	위한	실천계획을	토의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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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 16-17 23-24 20-21 18-19 8-9 13-14 10-11 7-8 부산 16-17 호남 2-3

과정목적 본 과정은 신규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해당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시장성, 기술타당성, 재무타당성, 

신사업 전략을 통하여 신규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신규사업 추진시 갖추어야 할 성공요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신규사업을 위해 시장성, 기술타당성, 재무타당성을 분석해 낼 수 있습니다.

• 신규사업의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성과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신규사업의 실패 확률을 줄이고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조직의 중장기적 성과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조직에 맞는 신규사업계획의 수립능력을 갖추어 갈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신규 사업 추진의 성공과 실패요인에 대한 실전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 신규 사업의 시장성, 기술성, 경제성 분석 등 분석도구를 제공합니다.

• 신규 사업 추진 계획서의 Template를 제시합니다.

교육대상 • 신규사업 추진 담당자 

• 경영기획, 마케팅 기획, 상품 기획 부문의 관리자 및 실무자

학습구조

新사업을 위한 信사업계획수립 실무

신규사업
성공요인

신규사업
성과평가

하기

신규사업 타당성 분석

시장성 분석

기술 타당성분석

재무 타당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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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이익기반

	 협상

▶	6시간

1） 이익기반 협상이란

•	동영상을	통하여	협상의	성공을	위한	환경,	필요	사항,	행동요령을	토의,	정리한다.

•	C.C.	Test를	통하여	협상의	개념을	이해한다.	(정의,	중요성,	관점,	필요성	등)

•	사례를	통하여	이익기반	협상의	내용과	요령을	정리한다.

2） 나는 어떤 협상가인가?

•	협상가에게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고	개인에게	필요한	역량을	파악한다.

•	진단을	통하여	본인의	협상	스타일을	파악한다.

•	협상가로서	필요하신	분기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3） 협상 프로세스
•	협상이	진행되는	통상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	프로세스	상의	각	단계별	착안	사항을	파악한다.

2.	협상	전략과	

	 준비

▶	5시간

1） 협상을 위한 전략적 틀

•	사례를	통하여	협상에서	자주	쓰이는	전략적	패러다임을	파악한다.

				-	상승적	협상

				-	승패적	협상

				-	Give	&	Take	전략

				-	비재무적	이익	개발

				-	기타

2） 협상 성공요소

•	실습을	통하여	협상	성공을	위하여	사전에	준비해야	할	요소들을	파악,	정리한다.

				-	협상목표	명확화

				-	정보	수집과	보안	유지

				-	대안의	개발	(BATNA	포함)

				-	관계의	구축	

3.	협상	전술과

	 상황	대응

▶	5시간

1） 협상의 전술

•	사례	실습을	통하여	상대방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파악하는	요령을	파악한다.

•	토의를	통해	성공을	위한		협상	환경	조성	방법을	연구한다.

•	동영상	및	사례를	통하여	자주	쓰이는	협상	전술	유형을	파악한다.

•	협상	마무리	및	관계	유지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한다.

2） 정리실습
•	사례에	대한	Role	Play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실습한다.

•	Feedback과	성찰	토론을	통하여	과정을	마무리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4만원 / 비회원  60만원] / [2인 이상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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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 24-25 22-23 24-25 16-17 11-12

과정목적 본 과정은 오늘날 비즈니스 핵심 역량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협상에 대해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 

접근방법과 전술적 스킬을 습득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이익기반협상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훌륭한 협상가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협상가로 성장하기 위한 개인의 역량개발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협상의 전략 수립방법을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협상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이익기반협상에 관한 전략적, 전술적 스킬을 함양함으로써 갈등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협상 현장에서 개인과 조직의 이익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비즈니스 협상 전략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사례연구와 공유, 핵심을 짚는 Feedback을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학습자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토론, Role Play 등 체험학습 요소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

하였습니다.

교육대상 • 협상 실무자

• 협상능력 개발, 향상을 희망하는 분

학습구조

비즈니스 협상 스킬

전략목표 
달성

협상전략
수립

협상진행
전술발휘

협상역량
인식

협상
프로세스

이해

이
익
기
반 

협
상 

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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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소비자	분쟁의		

딜레마	 	

빅프로슈머와		

블랙컨슈머

▶	3시간

1） 딜레마 이해

•	분쟁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	컨슈머와	프로슈머,	블랙슈머의	구별

•	빅	프로슈머의	등장

•	블랙분쟁의	특성과	성격,	요구	유형

•	Black-Dispute의	판별

2.	유형별로		

알아보는		

소비자	분쟁

▶	3시간

1） 분쟁의 사례

•	생명,	인체	위해	관련	분쟁

•	제3자	리스크	관련	분쟁

•	민사	분쟁의	유형	정리	및	사례학습

•	소비자	분쟁	판별	및	유형실습

3.	집단분쟁과		

블랙분쟁

▶	2시간

1） 리스크 평가

•	단체소송과	일괄구제의	차이

•	집단	ADR과	집단	소송의	구별

•	다수	당사자	소송과	대표당사자소송의	이해

•	법률적	리스크와	윤리적	리스크

4.	자율	처리와		

ADR	기관	

재판과	ADR	

블랙컨슈머		

대응방안

▶	3시간

1） 갈등해법

•	소비자기본법/	개별	행정법/	민사조정법에	의한	ADR

•	소비자단체	등	민간	ADR

•	민사소송법에	의한	대응과	프로슈머에	의한	대응

•	당사자	적격	및	신속한	사전적격	심의

•	명확한	분쟁리스크	분석

•	매뉴얼	및	규정	디테일화	및	증명자료	신속제공

5.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분쟁예방책

▶	3시간

1） 분쟁 예방책

•	소비자분쟁과	위기의	인과성

•	능률적인	모니터링시스템

•	소비자불만	및	분쟁사례의	정성,	정량분석

•	단체소송	단서수집	및	예방

•	소비자분쟁	단서수집	및	예방

•	프로슈머와의	협력체계	진단

•	소비자분쟁대응과	피드백실습

6.	분쟁리스크		

ZERO화

▶	2시간

1） 분쟁 피드백

•	블랙분쟁	담당	정예요원	양성

•	블랙분쟁	유형	및	Feed-Back

•	Black-Dispute	Zero화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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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27-28 31-8/1 18-19

과정목적 기업의 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산적이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던 외부 소비자분쟁 리스크

를 통합적이고 전사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과정은 우리 회사의 분쟁징후

를 조기에 선별하여 소비자 분쟁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제조,유통,판매,서비스 등 기업별 특성에 적합한 소비자분쟁 리스크 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그 실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손실을 절감하고 분쟁 리스크 관리 체계마련으로 소비자분쟁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분쟁발생으로 들어가는 손실 절감 뿐만 아니라 분쟁예방으로 인해 브랜드가치 증진 및 소비자신뢰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소비자 분쟁 이슈 및 해법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 소비자 분쟁 현안에 대한 코칭이 이루어집니다.

• 소비자 분쟁 대응과 피드백을 실습합니다.

교육대상 • 경영혁신,기획전략, 경영관리 담당 부서장, 팀장 및 실무자

• 제조, 유통, 마케팅, 계약 담당 부서장, 팀장 및 경력직원

• 리스크 관리 유관부서(홍보, 법무, 대외협력, 콜센터) 팀장 및 대리

학습구조

소비자 분쟁과 리스크 관리

소비자 분쟁의 
판별

분쟁리스크의 
평가

소비자 분쟁의 
대응

모니터링 및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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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4만원 / 비회원  60만원] / [2인 이상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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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 27-28 31-8/1 28-29

현장 비용절감의 모든 것 Cost Zero

과정목적 기업 비용절감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3가지 비용 절감 방법과 실제 기업 내 적용 사례를 공유하

여 교육 후 바로 사용 가능한 ‘비용절감 방법’을 찾습니다.

학습목표 • 비용 절감의 기본 개념과 원칙을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 기업 비용절감의 3가지 추진 방향과 7가지 자료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진행 프로세스를 익히고 각 분야별 절감 항목 추출 방법에 대해 연구합니다. 

• 실제 기업별 비용절감 사례 리뷰와 연구, 토의를 통해 현장 적용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상황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기본 이론과 창의적 비용 절감 방법을 찾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기대효과 • 기업 비용절감 전문가(CRM, Cost Reduction Manager)가 되어 주도적 절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막연한, 피상적 비용 절감이 아닌 구체적, 실제적 절감 노하우로 교육 후 즉시 활용 가능합니다.

과정특징 • ‘제조업 원가’를 포함 여타 업종의 제반 경비(직접비, 간접비, 판매 관리비 등)의 비용 절감 방법을 찾는 

 ‘종합 비용절감 교육’입니다. 

• 이론 중심의 반복적 교육보다 실제 기업 비용절감 컨설팅을 통해 유입되는 최신 절감 사례 공유하여 생생

한 절감 사례를 교육생의 수요에 맞춰 제공합니다. 

•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 일방 전달형이 아닌 참여, 토론, Q&A를 진행하는 참여형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 비용 절감 및 효율화를 고민하는 경영혁신 담당자·기업 관리자 및 실무자

• 공기업 및 공공기관 기획자 및 실무자, SOHO 비즈니스 대표 및 매니저 등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비용절감	

	 기본	개념

▶	5시간

1） 인식도 측정/평가
•	비용절감	마인드를	측정한다.

•	비용절감	지수를	평가한다.

2） 기본 개념 이해

•	성공/실패	사례로	보는	비용절감	개념	이해한다.

•	매출과	수익/비용절감	상관	관계	이해한다.

•	절감	방법을	찾는	창의적	사고방법을	파악한다.

2.	비용절감

	 실제연구	1

▶	6시간

1） 3가지 비용절감 방법 리뷰 •	3가지(구매/운영/시설)	개선	개념을	파악한다.

2） 7가지 자료분석 방법 •	7가지	분석	통해	알아보는	비용절감	방안을	연구한다.

3） 비용절감 프로세스 연구 •	TFT	구성,	비용	절감	분야	선정	및	접근	방법을	연구	한다.

4） 각 분야별 비용절감 방법 •	주요	분야별	비용절감	방법을	공유하고	사례를	통해	숙지한다.

3.	비용절감

	 실제연구	2

▶	5시간

1） 절감 사례 리뷰 •	기업별	적용	사례를	리뷰하고	다른	학습자와	토의한다.

2） Case Study •	모의	사례통한	상황별	비용절감	를	통해	상황별	비용절감	활동방안을	수립한다.

3） 공통 Activity •	그룹별	비용절감	협업	Activity를	진행한다.

Education Consulting

비용절감 
교육

비용절감 
컨설팅

기업 비용 절감

•	기업	비용	진단

•	직/간접비	비용분석

•	조달/운영/시설	개선안	도출

•	비용절감	사례	벤치마킹

•	비용절감	개념과	원칙

•	7	Ways	비용절감	방법론

•	비용절감	케이스	스터디

•	기업	시뮬레이션

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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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을 위한 전사적 프로젝트 리더십(Enterprise Project Management)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리더

프로젝트 1 Page 보고서 작성 전문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실무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실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실무 심화

[PMP 자격]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과정

[PMP 자격]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핵심정리

BEST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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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36만원 / 비회원  40만원] / [2인 이상 - 회원  34만원 / 비회원  38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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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5 12 27

임원을 위한 전사적 프로젝트관리 리더십
(Enterprise Project Management)

과정목적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많은 일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처리해야 하는 현대의 기업환경에서 경영층이 

늘어가는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결책(Doing the Right Project & Doing the project Right)을 

제시하기 위해 이 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프로젝트관리가 격심한 시장환경에서 왜 필요한지를 이해합니다.

• 전략(Strategy)에서 적용(Implementation)으로의 전환에 대한 도전사항을 이해합니다.

• 변화를 적용시키기 위한 4가지 Practice를 식별합니다.

•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가기 위해 경영자가 전사적 프로젝트관리(Enterprise Project Management)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 스폰서로서 전사적 프로젝트관리의 주요 동인 및 프로젝트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방법을 이해

합니다.

• Enterprise Project Management의 효과적인 적용계획의 구성요소를 이해합니다.

기대효과 • 프로젝트 스폰서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목표수립 및 의사결정 우선순위를 고려한 적합한 경영적 판단

을 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경영자 및 임원들을 위한 프로젝트관리 인식전환 워크숍입니다(Project Management Awareness Workshop). 

• 짧은 시간 동안에 회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사업관리 전략(Implementation – Portfolio, Program 및 Project)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조직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5가지 주요 요인을 실제적으로 조직 내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경영자 및 프로젝트와 관련된 임원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전사적

	 프로젝트

	 관리환경

▶	2시간

1） 프로젝트 성공의 의미

2） 전략수립의 실제와 문제점

3） 전략의 적용능력

4） 성숙도 현안

•	시장	환경에서	프로젝트	성패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전략에서	적용으로의	전환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확인한다.

2.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	2시간

1） 포트폴리오관리의 원칙

2） 포트폴리오관리의 구조 및 정의

3） 포트폴리오관리의 데이터수집

4） 의사소통 및 우선순위 시행

•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의	원칙에	따라	분류,	평가,	

선택하는	과정을	연습한다.

3.	프로젝트

	 스폰서링

▶	2시간

1） 프로젝트 검증주기 및 검증포인트

2） 프로젝트 변수검토

3） 프로젝트 목표기술(Project Objective Statement)

4） 의사결정 우선순위(Flexibility Matrix)

5） 프로젝트 계획검증

•	프로젝트	관리의	변수를	검토하고	프로젝트	계획검증	방법을	

확인한다.

4.	전사적	

	 프로젝트

	 관리의	적용

▶	2시간

1） 프로젝트관리의 중요성

2） 적용성숙도

3） 프로젝트관리의 조직 내 적용

4） 비전 및 차이분석

5） 적용초점

•	조직	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적용도를	점검한다.

•	임원으로서	전사적	프로젝트	관리	방향을	수립한다.

운영 포트폴리오 관리

프로젝트/프로그램 관리

프로젝트/프로그램

관리	프로세스

운영에	완료된

프로젝트/프로그램	전달	완료

포트폴리오	구성의	분류,	

카테고리화,	평가,	선택,	

우선순위화,	균형	및	승인

프로젝트/프로그램

성과	검토

포트폴리오	성과	검토

프로젝트

프로그램	요청

비전/미션

전략	계획

전략 목적/목표

전략기획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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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4만원 / 비회원  60만원] / [2인 이상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교육일정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본지식	

▶	4시간

1） 프로젝트와 PM의 개요

•	제시되는	프로젝트	관리	연습사례를	활용하여	PM의	기본특성을	파악한다.

•	프로젝트	관리	업무의	특징에	대해	토의하고	공유한다.

•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이해관계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한다.

•	이해관계자의	관점에	따라	평가와	지표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한다.

•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	파악한다.

•	프로젝트	추진의	3가지	제약요소에	대해	토의한다.

2） 프로젝트 관리 지식체계 •	PMBOK	표준에	따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지식체계를	파악한다.

2.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	12시간

1） 착수

•	프로젝트	차터를	작성하고,	범위기술서	작성	연습을	진행한다.

•	착수단계에서	관리자가	유지할	중점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한다.

•	범위관리,	WBS,	Critical	Path,	일정관리,	예산관리	작성	사례를	선정하여	연습한다.

2） 계획
•	계획단계에서	관리자가	유지할	중점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한다.

•	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관리,	진도관리,	위험관리	기법에	대해	요약한다.

3） 실행 및 모니터링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대응	사례를	연습한다.

4） 종료

•	프로젝트	종료	프로세스와	필수적인	점검사항을	요약한다.

•	종료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례	연습한다.

•	종료단계에서	관리자가	유지할	중점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한다.

3.	프로젝트

	 리더십	

▶	4시간

1） 프로젝트 리더의 역할

•	직관적	역할과	요구역량에	대해	토의하고	공유한다.

•	일반관리자와	프로젝트	관리자의	리더십,	권한,	책임,	관리방향,	팀	운영방식의	차이에	대해	

토의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2） 프로젝트 리더십
•	프로젝트	관리자의	단계별	관심사항에	대해	파악한다.

•	학습자의	프로젝트	리더십	조직환경,	팀	환경,	개인역량을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토의한다.

3） 프로젝트 팀 이끌기

•	프로젝트	팀	형성단계에서	관리자의	역할과	관리방법을	파악한다.

•	팀	형성	후	혼돈단계와	규범단계의	관리적	조치사항을	연습한다.

•	프로젝트	팀이	본격적으로	업무성과를	나타내는	성취단계의	개념을	파악한다.

•	프로젝트	종료	및	해산단계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사례연구로	연습한다.

과정목적 본 과정은 프로젝트 팀을 이끄는 관리자들에게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스킬을 제시하여 프

로젝트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습목표 • 프로젝트 관리의 지식영역을 파악하고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착수, 계획, 실행, 종료의 각 단계에서 표준 프로세스에 따라 프로젝트 업무를 관리하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팀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리더십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조직의 프로젝트 관리자들이 표준지식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업무를 관리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

니다.

• 프로젝트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자들이 프로젝트 팀 조직과 구성원에 대한 리더십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프로젝트 관리자가 알아야 할 업무절차를 PMBOK Guide의 표준지식에 따라 습득합니다.

• 학습자는 일정 수준의 프로젝트 실무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것으로 가정하고, 프로젝트 전체를 리드하는 프

로젝트 관리자의 리더십 스킬 위주로 연습합니다.

• 사례연구, 적용실습, 개념 제시, 토의 및 발표 등 다양한 학습기법을 활용합니다.

교육대상 • 프로젝트 관리자

학습구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리더

PM 기본
Review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숙지

프로젝트 
리더십 이해

프로젝트
성공

개인경험
공유

기본개념
정리

제시사례
학습

자기사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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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프로젝트관리의	

일반적	기획	이해

▶	2시간

1） 프로젝트의 핵심스킬
•	목표수립,	범위정의,	태스크분류,	산정방법	및	일정계산	방법,	기준선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한다.

2.	WBS	및	Control

	 Account의	이해

▶	1시간

1） WBS 이해 •	작업분류체계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본단위의	구조를	이해하고	실습한다.

3.	Schedule

	 Analysis의	이해

▶	1시간

1） Schedule Analysis •	CPM방법론의	이해와	함께	일정계획수립	방법을	이해하고	실습한다.

4.	EVM의	이해

▶	1시간

1） nASA의 프로젝트 관리법 

Earned Value Method

•	EVM의	PV.EV.,	AC,	SV.	CV,	SPI,	CPI,	ETC,	EAC,	TRIGGER	및	Bulls	Eye	Report를	

이해하고	실습한다.

5.	리스크	관리의		

지표	이해

▶	1시간

1） 예산수립 감안사항 및 

성과측정

•	Contingency,	Management	Reserve와	함께	예산수립	시	감안해야	할	점,	성과측정	및	

보고를	위한	체계를	이해하고	실습한다.

6.	Report	작성

	 워크숍

▶	2시간

1） 보고서 양식 작성 •	각자의	회사를	위한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피드백을	진행한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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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4 12 11

과정목적 프로젝트 목표수립과 의사결정 우선순위의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프로젝트 요약보고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요약보고의 구성 및 데이터 획득, 효과적인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프로젝트의 목표수립과 함께 프로젝트의 일정 원가 및 관련 성과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를 통합하여 요약적 보고서 작성으로 피보고자와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보고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프로젝트 완료시점에 간결하지만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 프로젝트 관리자의 능

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 보고서 내용상 모호한 점이 해소됨에 따라 보고자와 피보고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조직 내 프로

젝트 이해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프로젝트 목표, 의사결정 기준 및 성과측정 기준 수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프로젝트 측정단위(Control Account)의 분할 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 획득가치관리의 이해와 Threshold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 Prevention(예방조치)와 Corrective Action(시정조치)의 차이점과 관리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 Risk Allowance를 이해하게 됩니다.

교육대상 •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그램 관리자 및 보고를 담당하는 팀원 등(프로젝트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

유한 분)

학습구조

프로젝트 1 page 보고서 작성 전문가

전체를 

파악한 

보고서

WBS 및 
Control
Account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
관리

Earned 
Value 

Method

Schedule
Analysis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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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리스크	관리	

개요

▶	1시간

1） 리스크의 위협과 기회

2）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의 분류와 사용

3） 리스크와 CMM과의 관계

•	리스크	관리의	정의	및	프로세스에	대해	학습한다.

•	프로세스	개선과	Capability	향상을	위한	Framework	및	실용	Model의	

관계에	대해	학습한다.

2.	리스크

	 식별	및	

	 분석

▶	1시간

1） 리스크식별을 위한 입력결정

2） 리스크식별 툴 사용

3） 주요 이해관계자의 리스크

4） 리스크 특성치 평가

5） 기대값 및 의사결정 분석

•	리스크	인자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의	성격을	

이해한다.

•	리스크	효과	분석	기법을	이용한	측정	및	평가방법을	습득한다.

3.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

▶	1시간

1） 각 리스크 별로 소유권 할당

2） 대응전략 식별 및 계획 적용

3） 2차 및 잔존 리스크 식별

•	대처	전략을	수립	시행하는	연속적	과정을	학습한다.

4.	리스크	통제

▶	1시간

1） 리스크 추적을 위한 필요데이터결정

2） 리스크 추적에 획득가치데이터 사용

3） 데이터 추적 방법 분류

4） 경향, 차이 결정

5） 리스크 상황분석 작업계획 갱신

6） 리스크 종료시점 결정

•	계획(범위,	시간,	자원,	돈,	의사소통,	일의	절차,	팀	구성	등)을	수립하는	

방법을	숙지한다.

5.	리스크		 	

의사소통

▶	1시간

1） 리스크 의사소통을 위한 장벽 분류

2） 의사소통 형태 선택

3） 의사소통 촉진

4）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직 문화 평가

5） 성공 요인 결정

6） 계속적인 리스크 관리

•	의사소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의사소통에	대한	사례를	연구한다.

•	의사소통방안과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적용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6.	리스크	관리	

워크샵

▶	3시간

1） 리스크 식별 워크숍

2） 리스크 분석 워크숍

3） 리스크 대응계획 워크숍

4） 리스크 추적 및 통제 워크숍

•	실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	워크숍을	통해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를	적용하여	학습한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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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31 16 1

과정목적 본 과정은 실제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확보하고, 리스크 관리의 목표를 이해

하여 현장에서의 적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인식전환과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리스크 사항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리스크 관리 담당자나 기획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 리스크관리 요소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기본적 기법이나 작업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획

득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리스크관리를 제대로 하면 당초보다 30~35%의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리스크 관리의 부재로 인해 발생되는 인재(人災)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경험을 근거로 한 데이터의 분석과 Best Case의 Knowledge Base를 근거로 한 교육입니다.

• 개발단계별로 필요한 Activity의 수행으로 실전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 팀별 워크숍을 통해 리스크 관리의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고 분석 비교함으로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합

니다.

교육대상 •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하는 모든 분

•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원하시는 모든 분

• 프로젝트 실무자 및 관리자

학습구조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실무 

의사소통

식별

분석문서화 

우선순위평가

계획실행

리스크 대응

(Risk Response)

리스크 평가

(Risk Assessment)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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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전체개요

▶	2시간

1） 주요 정의 및 WBS의 중요성

2） 전체 구조 및 용어

3） 다른 분할구조

4） WBS 툴

•	왜	WBS가	필요한가를	알게	되고	프로젝트관리	계획의	

기준점이	WBS라는	것을	숙지한다.

2.	작업분할		
구조와	 	
요구사항

▶	3시간

1） 프로젝트 범위관리 프로세스

2） 프로젝트 목표 식별

3） 프로젝트 인도물을 기반으로 WBS설계

4） WBS 분할 프로세스“100% rule”

5） WBS 및 활동정의

•	요구사항에	맞춰	해야	할	일을	구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3.	작업분할		

구조와	 	

리스크

▶	3시간

1） WBS를 확장하기 위한 리스크의 식별 사용

2） 프로젝트 또는 전체 요구사항 수준에서의 리스크

3） 리스크분할구조 또는 분류학

4） 리스크관리계획 – 리스크 구성품 및 작업패키지

•	작업을	분할하고	세분화	하여	눈에	보이지	않던	리스크의	

식별과	대응방법을	숙지한다.

4.	작업분할		

구조와	산정

▶	2시간

1） 산정 프로세스에서 WBS의 사용

2） 구성품 및 작업패키지

3） 사이징 및 알고리즘 산정

4） 산정유형 및 사용처

•	산정이	가능하도록	세분화하고	세분화	된	각	품목에	

필요하신	분원,	돈,	시간을	산정한다.

5.	작업분할		

구조와	 	

일정수립

▶	3시간

1） 구성품 일정수립 – 상위단계 마일스톤

2） 작업패키지 간의 의존관계

3） 필수(Hard), 임의(Soft), 외부

4） 작업패키지 일정

•	작업	패키지와	대응하는	인도물	완성일정을	수립한다.

6.	작업분할		

구조와실행	

및	통제

▶	2시간

1） 책임 명확화를 위한 RAM chart(책임배정매트릭스)사용

2） 획득가치관리 및 작업성과 추적

3） 진척보고서, 예측, 및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사용

•	WBS의	코드에	맞는	상위품목의	실적을	EVM을	통하여	

파악한다.

7.	정리	및	종료

▶	1시간
1） Wrap up 및 Q&A •	수업전체	내용을	리뷰하고	궁금증을	해소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4만원 / 비회원  60만원] / [2인 이상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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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 16-17 29-30 27-28 30-31 21-22

과정목적 본 과정의 목적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식, 스킬 및 기법을 갖추게 함으로써 차기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수립, 실행 및 통제를 위한 효과적인 WBS(작업분할 구조) 개발할 수 있게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 프로젝트에 주요 정보를 효과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학습목표 • 커다란 일을 관리 가능한 단위로 분할하여 측정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단위로 세분화하는 기능을 학습함으

로써 프로젝트를 하면서 누락되는 일 없이 모든 일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세분화 된 일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이와 연동한 자원의 투입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준점이 

되는 기준선을 세울 수 있게 되고, 균등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게 됩니다.

• 선행적으로 프로젝트에 관련된 리스크를 식별하고 분석하여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기대효과 • 일을 보다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여 당초 계획 보다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관리의 하드스킬(범위, 일정, 원가, 품질, 리스크)과 관련된 업무의 완벽한 이해로 이해당사자간 

의사소통이 증진됩니다.

• 프로젝트계획작성의 기본인 WBS와 관련된 모든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탁월한 프로젝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모든 프로젝트 계획의 시작인 WBS를 사용하여 보다 올바른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 • 차기 프로젝트 관리 예정인 모든 실무자 및 관리자

• 프로젝트관리 오피스의 요원, 프로젝트 및 자원관리자, 팀 리더 및 경영자

학습구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실무 심화

통합

범위

시간

원가

자원

품질

이해관계자

조달

의사소통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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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프로젝트관리의		
	 기본적	개념	이해하기

▶	3시간

1） 주요 용어 및 정의, 프로세스 •	프로젝트관리용어를	이해하고	개념을	파악한다.

2） 성공요인 및 프로세스 성숙도
•	다양한	프로젝트의	성공사례를	통해	무엇이	진짜	성공인가를	

고찰한다.

3） 방법론과 프로젝트 생명주기
•	관리방법론과	개발방법론의	차이	및	다양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을	파악한다.

2.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프로젝트	목표	수립하기

▶	3시간

1） 프로젝트의 선택 및 착수 •	프로젝트	목표기술	의사결정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이해관계자 참여의 획득
•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대처방법을	강구하여	정보의	

전달체계를	수립한다.

3.	요구사항	파악	및	해야		

할	일의	범위	파악

▶	3시간

1） 요구사항 파악
•	FURPS(Functionality,	Usability,	Reliability,	Performance,	Security)	

+Other

2） 범위의 점진적 구체화, WBS •	프로젝트를	한	눈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한다.

3） 완료기준 •	각	인도물의	완료기준을	개발한다.

4.	일정수립	및	원가산정에		

의한	기준계획	수립하기

▶	4시간

1） 프로젝트 계획수립의 개요 •	프로젝트	계획	시작부터	종료까지	시뮬레이션	한다.

2） 산정작업의 최상 실무사례 •	시기에	따른	산정의	다양한	방법과	차이를	이해한다.

3） 프로젝트 일정수립 •	CPM방법을	통해	프로젝트의	소요기간을	계산한다.

4） 자원산정 및 자원평준화 •	자원의	소요량	대비	능력에	맞도록	자원부하조정을	행한다.

5） 일정 최적화 •	당초	수립한	의사결정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한다.

5.	프로젝트	팀과	함께			

실행하기

▶	3시간

1） 프로젝트 실행개요 •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숙지한다.

2） 특별한 생명주기에서의 실행 방법 •	Plan	Driven과	Value	Driven의	차이와	작업방법을	이해한다.

3） 외부 공급자와 프로젝트 실행 •	외부	공급자	또는	협력업체와	함께	일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6.	실적파악	및	차이분석		

조치하기

▶	2시간

1） 프로젝트 감시 및 통제의 개요 •	프로젝트	중간점검	방법을	파악한다.

2） 프로젝트 보고 작업 및 차이 이해 •	실적을	집계하여	계획과의	차이를	분석한다.

3） 획득가치관리 및 통합변경관리 •	획득가치에	의해	분석한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정한다.

7.	리스크	관리	및	관련	이해

관계자들과	의사	소통하기

▶	4시간

1）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는	긍정적/부정적	리스크에		대한	식별과	

대응방안	습득,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	방법을	습득한다.

2） 팀 개발 및 관리, 의사소통
•	프로젝트의	진척내용과	함께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보고	또는	배포한다.

8.	프로젝트	끝내기

▶	2시간

1） 프로젝트 종료개요 •	프로젝트의	종료에	대해	이해한다.

2） 프로젝트 적용 •	프로젝트	실제	적용방안을	확인한다.

3） 프로젝트 평가 •	완료된	프로젝트를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식관리
•	프로젝트	계획부터	완성시까지	도출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확인한다.

교육시간 3일 24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64만원 / 비회원  70만원] / [2인 이상 - 회원  60만원 / 비회원  6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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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10-12 7-9 21-23 11-13 13-15

과정목적 본 과정은 기업과 개인의 전략적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기존의 프

로젝트관리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프로젝트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실제 워크숍을 통

해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최대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수립 및 통제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성과측정과 목표달성여부를 판단(가치기반의 프로젝트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프로젝트관리 전반적인 수명주기를 돌려봄으로써 프로젝트의 추진순서 및 전체적인 추진방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팀 별 워크숍을 통해 프로젝트관리의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고 분석 비교하여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합니다.

과정특징 • 경험적 데이터 분석과 Best Case의 지식기반을 근거로 한 교육입니다.

• 프로젝트 시작부터 종료까지 하나의 프로젝트를 실제 환경에서와 같이 일관되게 실습합니다.

• 프로젝트 개시, 계획, 수행, 통제, 종료의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각 활동을 PMBOK를 기본으로 한 

체계적인 프로젝트 방법론에 입각하여 실습합니다.

• 프로젝트관리 템플릿을 활용하여 교육 후에도 실전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합니다.

교육대상 • 프로젝트형 업무를 추진하거나 해야하는 실무자 및 관리자

학습구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실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Organizing Execution

Timing

ControlProcess

Planning

Awalysis

Monitoring Development

Strategy

B
E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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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5일 4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84만원 / 비회원  90만원] / [2인 이상 - 회원  80만원 / 비회원  8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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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 3-7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개요	 ▶	1시간 1） PMP가 된다는 것은? •	 PMPⓇ	자격증의	편익과	자격증	프로세스를	검토한다

2.	프로젝트	관리
	 프레임	워크

▶	2시간

1） 프로젝트관리 개념 및 프로젝트관리 

프레임워크

•	프로젝트관리	통합시스템을	이해한다.
•	프로젝트	수명주기를	파악하고	점진적으로	구체화한다.
•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3.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	1시간

1）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 및 지식영역
•	 PMBOKⓇ	프로세스	그룹을	점검한다.
•	 PMBOKⓇ	지식영역과	프로세스	모델을	정리한다.

4.	프로젝트
	 통합관리

▶	4시간

1） 프로젝트 성공, 삼중제약 및 착수

2） 프로젝트 착수 및 기획

3） 프로젝트 실행과 종료

•	프로젝트	성공의	정의를	이해한다.
•	삼중제약을	확인한다.
•	프로젝트	스폰서의	역할을	이해한다.
•	프로젝트	헌장을	개발한다.
•	프로젝트관리계획을	작성한다.

•	프로젝트	실행의	지시와	관리를	시작한다.
•	프로젝트	작업	감시	및	통제	작업을	

착수한다.
•	프로젝트	및	단계	종료	작업을	수행한다.

5.	프로젝트
	 범위관리

▶	4시간

1） 범위관리

2） 요구사항 수집

3） 범위정의

4） 작업분류체계작성

5） 범위검수

6） 범위통제

•	프로젝트	범위를	정의하고	확인	및	통제하는	방법을	기술한	범위관리	계획서를	작성한다.
•	프로젝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판별하고	문서화한다.
•	프로젝트	인도물과	프로젝트작업을	작고	더	관리하기	간편한	구성요소로	세분한다
•	프로젝트	및	제품범위의	상태를	감시하고	범위	기준선에	대한	변경을	관리한다

6.	프로젝트
	 시간관리

▶	4시간

1） 일정관리 계획수립

2） 활동정의

3） 활동순서 배열

4） 활동자원 산정

5） 활동기간 산정

6） 일정개발

7） 일정통제

•	 프로젝트	일정의	기획,	개발,	관리,	실행	및	통제에	필요한	정책과	절차,	문서화	기준을	수립한다.
•	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분재,	인적	자원,	장비	또는	공급품의	종류와	수량을	산정한다.
•	산정된	자원으로	개별	활동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	기간	단위	수를	산정한다
•	활동	순서,	기간,	자원	요구사항	및	일정	제약을	분석하여	프로젝트	일정	모델을	생성한다
•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활동의	상태를	감시하면서	프로젝트의	진행을	갱신하고	일정	

기준선에	대한	변경을	관리한다.

7.	프로젝트
	 원가관리

▶	3시간

1） 원가관리 계획수립

2） 원가산정

3） 예산책정

•	원가를	계획,	관리,	지출	및	통제하기	위한	정책,	절차	및	문서화를	수립한다.
•	프로젝트	상태를	감시하면서	프로젝트	원가를	갱신하고	원가	기준선에	대한	변경을	관리한다.

8.	프로젝트
	 품질관리

▶	2.5시간

1） 품질관리 계획수립

2） 품질보증 수행

3） 품질통제

•	프로젝트와	인도물에	대한	품질	요구사항과	표준을	식별하고,	프로젝트가	품질	요구사항	및	
표준을	준수함을	입증할	방법을	문서로	명시한다.

•	해당하는	품질	표준과	운영상	정의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품질통제	측정치	결과와	
품질	요구사항을	감시한다.

9.	프로젝트
	 인적자원	관리

▶	2.5시간

1） 인적자원관리 계획수립

2） 프로젝트팀 확보

3） 프로젝트팀 개발 및 관리

•	프로젝트	역할,	책임,	필요한	기량,	보고	계통을	식별하여	문서화하고,	팀원관리	계획서를	
작성한다.

•	가용	인적자원을	확인하여	프로젝트	활동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팀을	구성한다.
•	프로젝트	성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팀원의	성과를	추적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이슈를	

해결하고,	팀	변경	사항을	관리한다.

10.프로젝트
	 의사소통	관리

▶	4시간

1） 의사소통관리 계획수립

2） 의사소통관리

3） 의사소통 통제

•	이해관계자의	정보	요구사항과	프로젝트	요구	사항	및	가용	조직자산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의사소통에	적합한	방법과	계획을	수립한다.

•	전체	프로젝트	생애주기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감시	및	통제한다.

11.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	4시간

1） 리스크관리 계획수립

2） 리스크식별 및 분석

3） 리스크 대응

•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확인하고	리스크별	특성을	문서화한다.
•	식별된	리스크가	전체	프로젝트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분석한다.
•	프로젝트	목표에	위협적인	요인은	경감시키고	기회는	증대시킬	수	있는	대안과	조치를		

개발한다.

12.프로젝트
	 조달관리

▶	3시간

1） 조달관리 계획수립

2） 조달수행, 통제 및 종료

•	프로젝트	조달	결정사항을	문서화하고,	조달	방식을	구체화하고,	참여자격을	갖춘	판매자를	
식별한다.

•	판매자의	응답서를	받고,	판매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낙찰한다.
•	조달	관계를	관리하고,	계약	이행을	감시하고,	적절한	변경	및	시정을	한다.

13.프로젝트
	 이해관계자	관리

▶	3시간

1） 이해관계자 식별

2） 이해관계자관리 계획수립

3） 이해관계자 참여관리

•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활동,	또는	결과물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집단	또는	
조직을	식별한다.

•	전체	프로젝트	생애주기에	이해관계자의	효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적합한	관리	전략을	
개발한다.

•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	및	협력하고,	발생하는	이슈를	처리하며,	프로젝트	활동에	관련	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14.PMP시험리뷰

▶	2시간
1） PMP 시험 대비

•	 PMPⓇ	자격증취득	프로세스
•	 PMPⓇ	자격요건

•	문제풀이

과정목적 본 과정은 프로젝트관리에 전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의 확보와 함께 프로젝트관리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미국 PMI의 PMP자격의 획득을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모든 산업영역 및 도메인에 적용 가능하도록 실무와 이론을 겸비할 수 있는 하드스킬(범위, 일정, 원가, 품질, 

리스크 및 조달)과 함께 소프트스킬(인적자원 및 의사소통)과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착수, 계획, 수행, 감시 

및 통제, 종료) 인 PMBOK의 기본 구조 및 지식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PMP 수험생의 시간적/비용적 문제를 최적의 조건 하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고의 강사진과 최적의 교재를 

통해 시험합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기대효과 •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도적인 업무 실행으로 프로젝트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습

니다. 

• PMP 전문 자격 취득을 통해 학습자 개별의 개인 경력 기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PMP 자격 인력을 확보하여 기업의 대외 프로젝트 입찰 및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최신 기출문제에 따른 시험공부 방향제시 및 PMBOK 5판의 지식영역별 요약본을 제공합니다.

• 최신 기출 경향에 맞춘 Short quiz 및 연습문제로 합격 확률을 증가시킵니다.

• 총 47개 프로세스를 5개 프로세스 그룹으로 나누어 프로젝트의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총 정리하여   

상황문제에 대비하였습니다. 

교육대상 • PMP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수험생 (35 PDU 제공) 

• R&D, NPD, 제조, 건설, IT 등 수주 업종의 임직원 (모든 업종에 공통 적용) 

• 프로젝트 조직 관리자 및 팀원 (발주자/공급자)

학습구조

[PMP자격]프로젝트관리 전문가 과정

	⋏지식영역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	그룹

	PMPⓇ	자격	취득
	프로젝트관리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통합관리

프로젝트 범위관리

프로젝트 시간관리

프로젝트 원가관리

프로젝트 품질관리

프로젝트 인적자원관리

프로젝트 의사소통관리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프로젝트 조달관리

프로젝트 이해관계자관리

착수 프로세스 그룹

기획 프로세스 그룹

실행 프로세스 그룹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

종료 프로세스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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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프로젝트관리	

개요	및	

	 핵심정리

▶	8시간

1） 프로젝트관리 개요 및 

프레임워크

•	PMPⓇ	자격증의	편익과	자격증	프로세스를	검토한다.

•	프로젝트관리	개념	및	프레임워크를	학습한다.

2） 학습모듈 별 핵심정리

•	프로젝트	통합관리를	학습한다.

•	프로젝트	범위관리를	학습한다.

•	프로젝트	시간관리를	학습한다.

•	프로젝트	원가관리를	학습한다.

•	프로젝트	품질관리를	학습한다.

•	프로젝트	인적자원관리를	학습한다.

•	프로젝트	의사소통관리를	학습한다.

•	프로젝트	리스크관리를	학습한다.

•	프로젝트	조달관리를	학습한다.

•	프로젝트	이해관계자관리를	학습한다.

2.	최종요약	

	 및	문제	풀이

▶	8시간

1） 최종 요약 •	5개의	프로세스	그룹으로	프로젝트의	생애주기를	이해한다.

2） 예비시험 및 문제풀이 •	최신	기출	경향의	예비시험을	본	후	문제풀이를	통해	내용을	정리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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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31-8/1 26-27 18-19

과정목적 PMP자격시험을 보기 전 개념이 정확히 잡히지 않는 분,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신 분 또는 확신이 없는 분

들께 최종 점검을 하여 한 번에 시험을 합격하게 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짧은 시간 안에 프로젝트관리의 개념 및 지식영역에 대한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5개의 프로세스 그룹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상황문제에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선행 PMP과정(5일 40시간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개인적으로 PMBOK 내용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교육은 PMI의 PMBOK 가이드에 의한 전체적인 지식의 프레임워크에 맞추어져 있고, PMPⓇ 자격증을 

획득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험전략 및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합니다.

• 최신 기출문제 경향에 맞추어 알기 쉽고, 요약적인 교재와 시험예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모듈 별 시험에 

필요한 팁과 토픽을 제공합니다.

과정특징 • PMP 전문 자격 취득을 통해 학습자 개별의 개인 경력 기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PMP 자격 인력을 확보하여 기업의 대외 프로젝트 입찰 및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PMPⓇ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분

• PMPⓇ 자격 시험을 보기 전 전반적인 핵심 정리가 필요하신 분

학습구조

[PMP자격]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핵심정리 

	⋏지식영역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	그룹

	PMPⓇ	자격	취득
	프로젝트관리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 통합관리

프로젝트 범위관리

프로젝트 시간관리

프로젝트 원가관리

프로젝트 품질관리

프로젝트 인적자원관리

프로젝트 의사소통관리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프로젝트 조달관리

프로젝트 이해관계자관리

착수 프로세스 그룹

기획 프로세스 그룹

실행 프로세스 그룹

감시 및 통제 프로세스 그룹

종료 프로세스 그룹
	⋏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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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4만원 / 비회원  60만원] / [2인 이상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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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부산 8-10 24-26 19-21 부산 19-21 7-9 25-27 30-11/1 13-15

문제해결 의사결정

과정목적 본 과정은 문제해결의 프로세스를 밟아나가는 기술적 스킬과 함께 사례 중심의 실전역량을 강화하여 전략

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문제해결의 프로세스와 Tool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상황분석을 통해 과제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문제의 구조를 분석하여 과제해결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문제해결 대안개발을 구상하여 아이디어를 제시 할 수 있습니다.

• 최적의 대안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대안의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조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탁월한 문제해결 방법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지난 50년간 축적해 온 문제해결 역량강화 노하우를 기반으로 설계한 KMA 고유의 한국형 문제해결 프로

그램입니다. 

• 학습자에게 간단하고 어렵지 않게 보이도록 하면서도 이론적 배경을 놓치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 부분 실습과 종합 실습의 이중 실습을 통해 문제해결 실무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대상 • 문제해결을 역량의 강화 필요성을 가진 각 분야의 실무자 및 관리자 

• 문제해결 실무지식과 관련 Tools 사용이 필요하신 분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문제해결의

	 세계

▶	2시간

1） 문제해결 역량의 강화 •	문제해결	역량	강화	필요성과	문제해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동영상을	통해	파악한다.

2） 문제해결 프로세스 이해
•	본	프로그램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문제의	범위를	확인한다.

•	본	프로그램에서	적용하는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확인한다.

2.	문제정의와

	 과제화하기

▶	4시간

1） 상황파악

•	사례를	통해	올바른	문제정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상황파악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부분실습	사례를	통해	상황정보	파악을	실습한다.

•	사례를	통해	문제를	보는	안목의	차이를	확인한다.

•	문제해결자의	입장에	따라	문제해결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이해하고	부분실습	사례를	

통해	간단하게	문제열거를	실습한다.

2） 문제정의

•	문제정의와	기술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부분실습	사례를	통해	문제기술을	실습한다.

•	기술한	문제들에	대해	해결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3） 과제화
•	과제의	수행범위를	판단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	종합실습	사례를	통해	상황파악,	문제정의,	과제화를	실습한다.

3.	원인	규명하기

▶	4시간

1） 관련정보의 분석

•	사례를	통해	정확한	원인규명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관련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가능한	원인	상정과	핵심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함을	

파악한다.

2） 가능한 원인의 상정
•	상정	가능한	원인들	중에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상정	원인을	검증하고	압축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3） 핵심원인의 규명

•	핵심원인을	규명하는	방법과	핵심원인이	갖춰야	할	조건을	파악한다.

•	부분실습	사례를	통해	원인의	상정,	압축	규명을	실습한다.

•	종합실습	사례를	통해	가능한	원인의	상정,	원인의	압축,	핵심원인	규명을	실습한다.

4.	대안	개발하기

▶	4시간

1） 결정기준의 설정

•	대안개발의	프로세스를	확인한다.

•	대안도출의	장애요인과	극복방법을	파악한다.

•	최적의	대안을	결정하는	기준의	의의,	구성요소	설정방법을	파악한다.

2） 대안의 개발

•	부분실습	사례를	통해	결정기준	설정을	실습한다.

•	발상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부분실습	사례를	통해	전체토의	방식으로	실습한다.

•	대안	구성하기를	이해하고	전체토의	방식으로	실습한다.

•	종합실습	사례를	통해	결정기준	설정,	아이디어의	도출과	평가,	대안	구성을	실습한다.

5.	대안	결정하기

▶	4시간

1） 대안 줄이기

•	좋은	대안의	특징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바람직한	대안결정을	위한	Tips	5가지를	파악한다.

•	대안을	줄이는	일반적인	접근방법을	파악하고,	양자택일	매트릭스에	의한	부분실습	사례를	

통해	대안	줄이기를	실습한다.

2） 최적안의 선정

•	최적안을	간단하게	선정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파악한다.

•	결정	매트릭스를	이해하고	부분실습	사례를	통해	최적안	선정을	실습한다.

•	종합실습	사례를	통해	대안	줄이기와	최적안	선정을	실습한다.

6.	실행하기

▶	2시간

1） 실행을 위한 단계
•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와	수립의	적절성	점검	방법을	파악한다.

•	실행과정과	결과를	관리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2） 현업 적용을 위하여 •	현업적용의	잠재문제를	제기하고,	그	원인과	예방	및	수습대안을	점검한다.

5. 실행하기

4. 결정하기

3. 개발하기

2. 규명하기

  1. 정의하기

부분
실습

실무
지식

종합
실습

현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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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를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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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6-7 1-2 31-8/1 31-9/1 27-28

과정목적 본 과정은 조직의 관리자들이 다양한 제약조건 속에서 성공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합리적 의사결정의 접근방법과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파악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전략적 결정을 위한 전략적 사고의 방법과 도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직관적 의사결정의 방법과 도구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조직의 관리자로서 합리적 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조직과 사업의 전략적 맥락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 의사결정의 조건이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직관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합리적, 직관적 의사결정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관리자가 조직의 업무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략적 사고와 관점을 활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 다양한 의사결정 방법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강의, 그룹 토의, 실습, 사례연구, 역할연기 등 다양

한 학습방법을 활용합니다.

교육대상 • 조직의 팀장 급 이상 관리자

•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필요로 하는 희망자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합리적	

	 의사결정

▶	3시간

1） 의사결정의 접근방법

•	일상적인	생활이나	업무에서	마주치는	의사결정	사례를	토의한다.

•	의사결정에	대해	학습자	개인이	선호하는	접근방법을	공유한다.

•	의사결정	접근방법에	관한	학문적	경향을	파악한다.

2） 합리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	제시된	의사결정	사례를	연습한다.

•	합리적	결정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정리한다.

•	제시되는	연습사례를	프로세스에	따라	해결한다.

•	실무,	생활	현장에서	경험한	의사결정	사례를	적용하여	연습한다.

2.	합리적	

	 의사결정의	

	 장애물

▶	5시간

1） 인지적 한계
•	시각,	청각적	인지의	한계를	실험한다.

•	오감을	통한	인간의	인지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장애	사례를	공유한다.

2） 의사결정의 오류와 

트레이드오프

•	의사결정의	다양한	오류	유형을	파악하고	사례를	공유한다.

•	의사결정의	프레임과	트레이드오프를	파악하고	주변	사례를	찾아	공유한다.

3） 의사결정의 딜레마
•	선택의	딜레마를	파악하고	사례를	토의한다.

•	윤리적	딜레마를	파악하고	사례를	토의한다.

4） 집단사고
•	집단사고의	개념과	조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한다.

•	제시되는	사례를	이용하여	집단사고	극복	방안을	토의한다.

3.	전략적	사고

▶	4시간

1） 전략적 사고와 의사결정 •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사고의	사례를	공유한다.

2） 전략적 사고의 방법

•	전략적	사고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파악한다.

•	전략적	사고를	실천하는데	나타나는	전술적	함정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질문의	방법을	연습한다.

3） 전략적 이익과 레버리지 

포인트

•	전략적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의사결정	행동사례를	공유한다.

•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때	레버리지	포인트를	활용하여	초점을	잃지	않는	방법을	연습한다.

4.	직관적	결정

▶	4시간

1） 직관의 힘과 한계

•	직관적	결정이	필요한	상황을	파악한다.

•	직관이	가지는	힘과	한계를	이해한다.

•	직관적	결정의	성공,	실패사례를	공유한다.

2） 멘탈 시뮬레이션
•	멘탈	시뮬레이션의	의미와	효과를	파악하고	경험사례를	공유한다.

•	제시되는	연습사례	과제를	수행하면서	멘탈시뮬레이션을	체험한다.

3） 스토리텔링
•	의사결정	상황에서	스토리텔링의	효과를	공유한다.

•	제시되는	사례를	이용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한	직관력	향상방법을	연습한다.

4） 행간의 의미 읽기
•	의사결정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	유추,	의도	파악의	필요성을	파악한다.

•	제시되는	사례를	활용하여	행간의	의미읽기를	연습한다.

합리적 
의사결정

장애물
극복

전략적
사고

직관적
결정

사고의 습관
탐색

기법적용실습 공유와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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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문제와

	 사고력에

	 대한	이해

▶	3시간

1） 문제와 문제해결의 개념 

정의

•	사고력	수준	진단을	통해	자신의	사고	능력을	측정하고	개발이	필요한	요소를	파악한다.

•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문제해결	과정에	필요한	사고력에	대해	이해한다.

2） 두뇌에서의 사고 활동
•	두뇌에서의	사고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최적의	사고능력을	기르기	위한	두뇌활용	방안을	

학습한다.

3） 사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주변환경이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	방법을	

이해한다.

2.	논리적	사고

▶	5시간

1） 논리적 사고의 개념 •	논리적	사고의	개념과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한다.

2） 논리적 사고의 기본 전제 •	논리적	사고를	위한	기본	개념인	MECE와	로직트리,	피라미드	구조에	대해	실습한다.

3） 논리적 사고 방법
•	논리적	사고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	비교한다.

•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전개를	위한	다양한	프레임을	파악한다.

4） 문제의 원인 파악 및 

논리적 사고의 전개

•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학습한다.

•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연역적	사고와	귀납적	사고의	차이를	비교하고,	균형	있는	활용법을	

파악한다.

3.	비판적	사고

▶	5시간

1） 비판적 사고의 개념과 

특징

•	비판적	사고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학습한다.

•	문제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	단계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등을	파악한다.

2） 문제해결을 위한 비판적 

사고의 적용

•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정의와	원인분석에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여	문제에	대한	주장을	명확히	밝혀낸다.

3） 비판적 사고를 위한 훈련

•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오류를	점검하고	좋은	

의사결정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	논증에	대한	평가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훈련한다.

4.	창의적	사고

▶	5시간

1） 창의적 사고의 개념과 

특징
•	창의적	사고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학습한다.

2） 창의적 사고의 기반 •	다양한	문제를	통해	창의적	사고의	기반에	대해	이해한다.

3） 창의적 문제해결 툴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해결	툴을	파악한다.

4） 문제해결을 위한 관찰 

프로세스의 적용

•	창의적	사고에서	관찰이	미치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관찰습관을	기르기	위한	행동을	

습득한다.

•	창의적	사고를	높이기	위한	관찰	동인을	학습한다.

5.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	2시간

1）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개념 및 차이점
•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차이점을	찾아낸다.

2） 확산적 사고 •	다양한	문제를	통해	확산적	사고기법을	연습한다.

3） 수렴적 사고 •	다양한	문제를	통해	수렴적	사고기법을	연습한다.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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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3 8-10 24-26 5-7 6-8 6-8

과정목적 본 과정은 비판적 사고를 비롯하여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 다양한 사고기법들 습득함으로써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습목표 • 문제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정의할 수 있으며 두뇌에서의 사고활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사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사고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사고인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의 개념과 보완적인 

사고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본사고의 다양한 기법들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비판적 사고를 비롯한 다양한 사고기법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사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사고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낯선 문제에 대처하고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적용하여 해결책

을 도출함으로써 문제해결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사고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사고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실천적 툴을 제시합니다.

• 학습자들이 실제 현업에서 당면한 문제를 바탕으로 한 사례 실습으로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 다양한 사례에 대한 분석과 토론, 발표 등 체험적 학습을 통한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입니다.

• 다양한 학습방법(그룹토론, 동영상, 진단, 실습 등)을 통한 참여적 학습을 유도합니다.

교육대상 • 비정형화된 문제를 다루는 업무 담당자

•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고력 향상이 필요한 실무자

• 부하직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해결 코칭이 필요한 관리자

학습구조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력 향상

사고력에 대한 이해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사고력의 활용

확산
사고

수렴
사고

비판적
사고

!?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해결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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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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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4 20-21 22-23 17-18 11-12 20-21

문제해결을 위한 Creative Thinking

과정목적 본 과정은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창의력의 속성과 창의적 문제해결 모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비판(문제)의식의 필요성과 창의적 과제 발굴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과제해결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 아이디어 발산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안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 아이디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수렴과 평가기법 및 효과적 전달 방법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학습자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향상함으로써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서의 시간을 단축합니다.    

• 학습자들이 Conceptual Age로 전환되는 경영 환경에서 기본적인 창의성 개발 역량을 학습함으로써 중장

기적으로 효과적인 경력 개발을 지원합니다. 

• 사내 창의성 확립 문화 수립을 지원합니다. 

과정특징 • 이론 학습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발산과 수렴 기법을 실습활동 위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진

행합니다.

• 실습 결과에 대해 명확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이해도를 증진합니다.

• 자신(학습 그룹)이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함께 솔루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대상 •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능력 배양이 필요한 실무자

• 부하직원들의 창의력 배양에 관심이 있는 관리자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창의적

	 사고의	점화

▶	3시간

1） 창의력의 이해

•	관련	용어의	개념과	창의력	구성요소,	창의력의	본질을	학습한다.

•	창의력의	필요성과	속성을	파악한다.

•	자신의	창의력	발휘	수준을	진단한다.

2） 창의적 사고 모델
•	제시된	사례를	읽고	느낀	소감을	토의/발표하고,	그것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	모델을	

이해한다.

2.	과제

	 정의	하기

▶	3시간

1） 비판의식
•	비판의식의	개념과	비판의식을	키우기	위한	Tip을	학습한다.

•	팀별	주제를	정해	비판의식을	연습한다.

2） 문제의 개념과 유형

•	문제의	개념과	유형을	파악한다.

•	사례를	통해	문제의식과	정확한	문제	정의의	중요성을	학습한다.

•	게임을	통해	올바로	문제를	찾는	방법을	체험한다.

3） 과제의 선정

•	과제의	개념과	과제	선정	시	착안점	및	유의사항을	학습한다.

•	다양한	과제	선정방법을	학습하고,	사례를	통해	실습한다.

•	각자	자신의	상황에서	창의력	발휘가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는	실습을	한다.

4.	아이디어		

	 펼치기

▶	8시간

1） 사고 장벽의 극복

•	아이디어	발상을	가로막는	사고장벽의	개념과	유형을	파악한다.

•	4가지	사고장벽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실습을	통해	체험한다.

•	조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고장벽의	모습과	극복방안에	대해	팀	토론을	통해	정리한다.

2） 아이디어 발산

•	아이디어	발산에	도움이	되는	원칙을	학습한다.

•	개인차원의	아이디어	발산	기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실습한다.

•	집단차원의	아이디어	발산	기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실습한다.

•	게임	활동을	통해	팀	차원의	아이디어	발산을	체험한다.

•	팀	선정	과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동료들과	함께	도출한다.

5.	아이디어

	 오므리기와

	 실행안	개발

▶	2시간

1） 아이디어 수렴과 평가
•	아이디어	수렴	및	평가기준과	주요	평가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사례를	통해	실습한다.

•	팀	선정	과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직접	평가한다.

2） 아이디어 수정
•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과	유의사항을	학습한다.

•	팀이	도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실행안을	개발한다.	

3） 아이디어의 효과적 전달
•	생성된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아이디어	보고에	필요한	전략적	사고	기법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4） 창의적 조직생활을 위하여 •	조직	내에서	아이디어	제시의	효과성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만든다.

관점
가능성
사실

아이템
아이디어

사물
범주
문제

해결책

조건

비판(문제)
의식

행동

아이디어 펼
치기

발산적 사고(가능성 사고)

아이디어 오므리기

수렴적 사고(실용성 사고)

과제정의
창의적
사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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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창의적	

	 문제해결,	

	 트리즈

▶	3시간

1） 트리즈 개념

•	트리즈의	개념을	이해한다.

•	알트슐러와	트리즈	이론의	역사적	탄생	배경을	파악한다.

•	기술	트리즈와	비즈니스	트리즈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활용	방법을	이해한다.

2.	비즈니스

	 트리즈

▶	5시간

1） 비즈니스 트리즈란

•	트리즈의	핵심개념(이상성,	자원,	모순)을	이해한다.

•	행정적	모순,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을	이해한다.

•	트리즈의	모순도를	작성한다.

2） 비즈니스 트리즈의 체계

•	트리즈		체계도를	이해한다.

•	비즈니스	파라미터	35가지를	매트릭스에	적용해	보고,	40가지	발명원리를	비즈니스	문제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습한다.

3.	트리즈

	 프로세스

▶	4시간

1） 트리즈 4단계 프로세스

•	업무	문제를	도출한다.

•	트리즈의	4단계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	1단계	:	혁신과제

					-	2단계	:	문제	원인	분석

					-	3단계	:	창의적	해결안

					-	4단계	:	실행계획

4.	트리즈	적용

▶	4시간

1） 트리즈 사례 분석
•	트리즈의	분야별	사례를	제시하고	개인별(팀별)	사례를	파악한다.

				-	HR,	서비스,	마케팅,	전략	분야	국내	사례

2） 종합실습

•	개인별(팀별)	업무(과제)를	선정하여	트리즈에	적용시켜	실습한다.

					-	혁신과제	파악하기

					-	문제원인	분석하기

					-	창의적	해결안	만들기

					-	실행계획	세우기

•	팀	별	발표	및	의견을	공유하고	피드백	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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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11-12 24-25 9-10

트리즈를 활용한 업무문제해결

과정목적 본 과정은 트리즈 방법론을 활용하여 업무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상황(HR, 서비스, 마케팅, 전략 등)의 해

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기존의 단순한 문제해결 방법이 아닌 새로운 문제해결 접근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상에서 모순의 상황을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상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 트리즈를 통해 고객의 의견과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질 좋은 아이디어를 빠르게 만들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개선안을 실행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을 향

상할 수 있습니다.

• 업무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해결안 도출과 검증, 실행계획안 수립까지 일련의 체계

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이론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사례 중심의 체험 교육을 실시하여 실천적 참여학습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입

니다.

교육대상 •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배양이 필요한 실무자

• 비즈니스 트리즈를 회사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실무자

학습구조
트리즈의

이해

비즈니스
트리즈의

이해

트리즈
프로세스

트리즈
현업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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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프로세스

	 혁신의	이해

▶	3시간

1） 프로세스의 이해
•	프로세스의	개념,	특성,	중요성을	이해한다.

•	프로세스의	구성요소를	이해한다.

2） 프로세스 경영

•	핵심	프로세스와	지원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프로세스	사례를	활용하여	핵심프로세스와	

지원	프로세스를	구분하는	실습을	한다.

•	프로세스	중심사고와	프로세스	개선의	효과를	이해한다.

2.	프로세스		

분석

▶	5시간

1） 프로세스 맵핑

•	프로세스	맵핑의	개념과	작성방법을	확인한다.

•	프로세스	사례연구를	통하여	학습	팀에서	프로세스	Map을	작성한	후	발표하고	상호	피드백	

한다.

2） 개선 프로세스의 선택
•	프로세스	개선의	기본원칙과	기회	포착에	대하여	이해한다.

•	고객	요구사항과	수행특성에	대하여	실습한다.

3） 프로세스의 설계
•	학습자	자신의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작성한다.

•	프로세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기준과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3.	프로세스

	 재설계

▶	5시간

1） 프로세스 개선 목표 설정
•	프로세스	개선의	핵심	포인트와	경영자의	관심사항을	이해한다.

•	학습자들이	선정한	사례에서	개선	포인트를	적용하고	실습한다.

2） 프로세스 개선 방향

•	프로세스	개선	방향,	서비스	프로세스	혁신,	프로세스의	지속적	개선	단계를	이해한다.

•	사례를	가지고	학습	팀에서	프로세스	분석과	개선안을	작성한	후	Class전체에서	발표하고	

상호	피드백한다.

4.	프로세스의

	 실행과	평가

▶	3시간

1） 저항 관리
•	이해관계자	도출을	파악한다.

•	사례를	활용하여	저항관리	방안	수립을	실습한다.

2） 커뮤니케이션
•	프로세스	개선에	필요한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설명하고	사례	안에서	필요한	

메시지를	도출한다.	

3） 평가

•	성과	측정을	통해	개선된	프로세스를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사례	안에서	성과	척도를	

도출한다.

•	평가	결과를	프로세스	개선에	다시	반영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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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 27-28 25-26 20-21 18-19 13-14 21-22

업무프로세스 혁신

과정목적 본 과정은 프로세스 혁신에 대한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조직의 프로세스 혁신 활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프로세스 개념과 최종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프로세스 혁신 절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조직의 목표에 맞는 프로세스 혁신 기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 혁신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혁신적인 프로세스로 전략적 접근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을 최종 지향점으로 두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경쟁자보다 빨리, 적은 비용으로 고객만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방안과 기법을 제공하고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지원하는 실천적 학

습이 되도록 설계된 과정입니다.

• 단순한 강의식에서 탈피하고, 시범, 안내, 제시, 토의, 사례 연구, 개인작업, 팀 작업을 내용에 따라 적용하

였습니다.

교육대상 • 높은 성과창출을 위해 프로세스 혁신을 추진하는 관리자 

•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업무 환경을 혁신하고자 하는 실무자

학습구조

프로세스의
분석

프로세스
혁신의 
이해

프로세스의 
재설계

개선 
프로세스의 
실행과 평가

성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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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소통	

	 Paradigm이	

	 바뀌고	있다

▶	2시간

1） 소통 Paradigm의 변화

•	관리활동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팀	활동으로	파악한다.

•	지시·통제자에서	촉진·지원자로서의	관리자	역할	변화가	소통	Paradigm에	기초함을	

이해한다.

2） 나의 소통 Style 이해 •	진단을	통해	자신의	소통	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특성과	장·단점을	확인한다.

3） 현업 소통 Issue •	업무상	자신의	소통	문제상황과	Issue를	정리하고,	학습	중	해결의	실습과제로	삼는다.

2.	관리자의	

	 소통과		 	

상호작용

▶	4시간

1） 나의 상호작용 장점과 

보완점
•	실습과	상호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상호작용	스타일의	장점·보완점을	찾아간다.

2） 상호작용 핵심 Skill

•	상황	별	상호작용의	적합한	유형을	파악한다.	(지시,	설득,	코칭,	합의)	

•	촉진·지원자로서의	상호작용	핵심	Skill을	익히고	실습을	통해	발휘한다.	(존중과	배려,

공감,	참여,	제시,	지원)

3.	관리	상황과

	 소통	Skill의		

발휘

▶	5시간

1） 소통의 기반 : 신뢰환경의 

조성

•	팀	활동으로	신뢰가	업무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다.

•	부서·팀	내	신뢰를	촉진하는	관리자의	행동	실천	방법을	파악한다.

•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법을	익힌다.

2） 문제상황 코칭과 피드백

•	업적	부진의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	면담	Process와	관리자의	면담	방법을	익힌다.

•	근무태도나	습관문제	개선을	위한	사전준비·대화		Process·진행방법을	파악한다.

•	코칭	후	강화·개선	피드백을	주는	방법을	익힌다.

3） 위임하기와 육성 면담
•	육성과	연계된	위임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위임	토의를	진행한다.

•	개발계획(IDP)를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진척도를	관리하는	토론을	이끈다.							

4.	팀	내·외의

	 소통

▶	4시간

1） 팀 이해관계자 분석과 

접근 전략
•	부서·팀의	이해관계자를	분석하고	우호적	관계구축	전략을	수립한다.

2） 상사와의  Alignment와 

자원확보

•	상사와의	Alignment를	위하여	팀	성과과제의	한	방향	일치와	자원확보를	위한	

소통전략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관계	Skill을	발휘한다.

3） 부서간 협력과 Synergy 

창출
•	부서간	연결의	고속도로를	만들고	협력과	Synergy를	창출하는	방법을	계획한다.

4） Partnership 

구축과 이해관계 조정

•	외부	파트너십	성공요건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관계	소통	방법을	파악한다.

•	협력사와의	이해관계	갈등을	Win-Win	조정하는	Skill과	방법을	실습으로	익힌다.

5.	소통에서

	 성과로

▶	1시간

1） 팀 소통문화 개선 •	팀	소통문화	진단을	통해	자신의	팀	소통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2） Action Plan 작성과 활용 •	Action	Plan	을	작성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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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10-11 부산 25-26 19-20 10-11 부산 11-12 26-27 21-22

과정목적 본 과정은 관리자들이 지시, 명령을 넘어 명확한 업무방향을 제시하면서도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주인의식

을 얻는 상황 별 소통Skill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습목표 • 높은 성과의 바탕에는 관리자의 소통역량이 필요함을 이해하고 촉진·지원자로서 관리자 역할을 익힐 수 

있습니다.

• 관리자 소통의 핵심 Skill과 단계를 학습하고, 자신의 장점과 보완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문제상황 코칭에서 위임과 육성에 이르기까지 관리 상황 별로 소통 Skill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속한 부서·팀의 경계에 있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소통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소통의 조직문화를 실현함으로써 일할 맛 나는 활기찬 팀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 부서·팀 내부, 부서 간, 그리고 외부와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성과달성

의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관리 상황 별로 방법론과 함께 손에 잡히는 실습을 병행하는 체험중심 과정입니다.  

• 자신의 현업 사례를 활용하고 Action Plan을 통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초급 관리자 이상

• 파트나 팀을 이끌어 가는 보직 관리자

학습구조

관리자의 소통 리더십

신뢰 조성 코칭·피드백 위임·육성

상사와
Alignment

팀간
Synergy

외부와
Partnership

소통
핵심 Skill 

최고의
부서 /팀

팀 경계 소통

팀 내부 소통

N
E

W



215214

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상
호
작
용

소
통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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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2 24 26 20 22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리더와	심리학

▶	2시간

1） 심리적 접근의 중요성 •	리더들이	심리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2） 리더 심리법칙

•	리더들이	알아야	하는	심리법칙들	파악한다.

		 -	접근-회피이론을	통한	동기부여법

		 -	노력효과를	통한	칭찬법

		 -	피리새효과를	통한	합리적	대우

		 -	사소함의	법칙을	통한	효율적	회의관리

		 -	집단	극단화	현상을	통한	의사결정	합의

		 -	로버스	동굴실험을	통한	갈등관리법	등

2.	착각에서

	 벗어나기

▶	3시간

1） 확신의 파급력 인지하기

•	자신의	‘인그룹’과	‘아웃그룹’을	적어보고	그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작성한다.

•	잘못된	확신이	부르는	관계부식을	이해한다.

•	부하를	망치는	착각의	행동사례를	파악한다.

•	아웃그룹으로	분류된	부하직원들의	행동특성을	확인한다.

2） 확신의 덫에서 벗어나기

•	리더의	자기	점검법을	이해한다.

•	편안한	대화법의	주요	포인트를	파악한다.

•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의	중요성과	방법을	이해한다.

•	약속	프레이밍을	작성하고	다짐한다.

3.	직원

	 변화시키기

▶	3시간

1） 변화단계 이해하기
•	변화단계이론을	통한	직원	상담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변화단계별	대화주의점을	파악하고	연습한다.

2） 강점 찾기 프로젝트

•	강점인식의	중요성과	강점의	종류를	파악한다.

•	강점을	찾는	방법과	찾은	강점을	점검하는	연습을	한다.

•	강점을	활용하는	방법과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	강점별칭	짓는	방법과	아웃그룹	직원의	강점별칭을	도출한다.

과정목적 본 과정은 팀·조직 내 부적응 직원을 리드해야 하는 리더가 어떻게 그 부하직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리더십 발휘를 위해 심리학 학습의 중요성과 리더들이 알아야 하는 심리법칙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직원에 대한 섣부른 확신의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위해 리더가 가져야 할 자세와 방법을 표

현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을 변화시키기 위한 변화단계이론적 접근방법과 강점활용의 중요성과 그 활용법을 파악할 수 있습

니다.

기대효과 • 팀·조직 내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직원의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리더십 관련 심리법칙을 통해 사람을 다루는 다각적 접근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심리학적 이론을 조직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해석 함으로써 현장 활용도가 높습니다.

• 심리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효과가 검증된 내용이 제시됩니다.  

교육대상 • 팀·조직 내 부적응 직원을 리드해야 하는 리더

• 리더십의 다양한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는 리더

학습구조

심리이해를 통한 리더역량 향상

Out Group
직원에

대한 착각

현실직시 기법함양 최고의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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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관계를	위한

	 심리이해

▶	2시간

1） 과정 준비
•	뇌그림	그리기를	통해	학습자세를	점검한다.

•	심리법칙을	활용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진행한다.

2） 심리이해

•	심리·심리학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다.

•	심리학	범위를	이해한다.

•	생활	속	적용된	심리법칙들을	확인한다.

2.	발달심리를

	 통해	본

	 과거와		 	

현재의	나

▶	5시간

1） 발달단계에서의 심리
•	발달단계	별	카드구분을	통해	단계별	차이점을	파악한다.

•	‘어린	시절	경매실습’을	통해	어린	시절	경험을	공유한다.

2） 심리사회적 단계

•	에릭슨	심리사회적	단계	이해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	기본적	신뢰	대	불신(기본적	대인관계의	어려움	관련)을	파악한다.

•	자율성	대	수치심(분노조절장애,	우울	관련)을	파악하고	실습한다.

•	선도성	대	죄책감(도덕성	관련)을	파악하고	퀴즈를	통해	자신의	도덕성	수준을	확인한다.

•	근면성	대	열등감(자존감,	뒷담화	관련)을	파악하고	실습한다.

•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을	파악한다.

•	성인	초/중/후기의	차이점을	토의하고	정리한다.

•	성인초기의	‘친밀성	대	고립’,	성인중기의	‘생산	대	침체’,	성인후기의	‘자아통합	대	절망’을	

파악한다.

3.	관계변화

	 주도하기

▶	9시간

1） 방어기제의 개선

•	방어기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한다.

•	영상를	통해	생활	속	방어기제	모습을	분석한다.		

•	방어기제	진단을	통해	자신의	방어기제를	확인한다.	

•	제시된	방어기제	종류를	통해	방어기제를	이해하고	자신의	개선점을	점검한다.

2） 미움 받을 용기 •	열등감	개선을	위한	자세와	정보를	파악하고	실습한다.

3） 회복탄력성

•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한다.

•	자신의	회복탄력성을	진단한다.

•	회복탄력성	요인(자기조절,	대인관계,	긍정)을	파악하고	실습한다.

4） 과정정리 •	액션플랜	작성을	통해	향후	적용점을	정리하고	다짐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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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 부산 6-7 13-14 22-23 21-22 부산 18-19 19-20 18-19

과정목적 본 과정은 조직 및 가정 속 대인관계 개선을 원하는 분들에게 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관계개선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심리·심리학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범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발달심리의 심리사회적 단계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 대인관계 문제의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인관계 문제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개선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자신의 현재 문제의 근본원인 통찰을 통해 본질적 문제의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인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타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심리학적 이론을 조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석 되어 현업적용도가 높습니다.  

• 영상, 진단, 실험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활용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워크숍 방식의 학습과정입니다. 

교육대상 • 자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

• 대인관계 개선에 관심 있는 분

학습구조

심리이해를 통한 관계향상

심리에 대한 이해

나 들여다보기

상대 이해하기

원활한 관계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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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성공의	열쇠	

-	대인관계	

스킬

▶	3시간

1） 사회적 성공과 대인관계
•	지금까지	형성해온	인간관계에	대해	스스로	정리를	해본다.

•	대인관계능력과	사회적	성공지수의	연관성을	확인해	본다.

2） 성공의 열쇠를 찾아라!

•	학습개요를	확인한다.

•	각	모듈단위로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례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성공비결을	토의한다.

•	토의	결과를	공유하고	성공의	열쇠를	찾아서	정리한다.

2.	저마다	다른	

	 유형에	

	 다가가기

▶	5시간

1） 나는 누구인가?
•	나를	알기	위한	진단을	실시한다.

•	진단결과를	통해	행동유형의	특성을	파악한다.

2）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	각기	다른	저마다의	행동특성의	대인관계에서	강점과	약점이	되는	경우를	경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	유형별로	팀을	형성하여	각	행동유형별로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여	공유한다.

3） 다름에 다가가기
•	다양한	행동특성에	따라	어떤	방식의	대응	스킬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효율적	

대응방법을	알아본다.

3.	갈등	다루기

▶	5시간

1） 갈등 이해하기
•	동영상과	사례를	통하여	갈등의	원인,	갈등의	단서들을	파악한다.

•	갈등의	양상과	그	파생결과를	제시한다.

2） 갈등 잘 다루기

•	상황연구를	통해	갈등해소를	위한	프로세스,	해소전략,	대화원칙	등을	제시한다.

•	Win-Win	기반의	효율적	갈등관리의	전략적	방법을	학습하고	실습한다.

•	갈등의	중재와	조언	방법을	연구한다.

4.	관계관리	-

	 위기에서	

	 기회로

▶	3시간

1） 위기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	관계관리	상의	위기	발생	시기와	원인을	파악한다.

2） 관계강화의 기회 만들기
•	위기의	시기와	원인	별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한다.

•	대인관계	역량향상	방법과	현업적용	방법을	모색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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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 20-21 
부산 9-10 27-28 24-25 호남 18-19 26-27 24-25 25-26 

호남 7-8 23-24 부산 16-17 18-19

과정목적 본 과정은 타인에 대한 이해, 자기 관리, 갈등관리 능력, 조직 내 대인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조직과 사회 속에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인관계의 3대 이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이슈]	개인 유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저마다 다른 사람들의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도출 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이슈] 갈등의 양상, 원인, 파악 가능한 단서들에 대해 학습하고 갈등의 해소 전략과 기술을 습득 

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이슈] 관계관리상의 위기 양상을 파악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관계강화 방법을 습득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조직 내 다양한 구성원간의 협조적인 관계를 증진 할 수 있습니다.

•  대인관계를 위한 3대 이슈의 “성공의 열쇠” 를 실제 대인 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검증된 다양한 학습 방법(제시/ 토의/ 진단/ 동영상 시청/ 실습/ 사례연구 등)

을 활용합니다. 

교육대상 • 조직 내에서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싶은 모든 구성원

학습구조

대인관계 스킬향상

대인관계
성공의 열쇠

갈등 다루기

저마다 다른 
유형에 

다가가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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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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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6 15 1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감성역량의

	 이해

▶	2시간

1） 감성역량 이해 •	감성역량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조직	내	감성의	영향력을	이해한다.

2） 대화유형 진단
•	자신의	소통스타일을	진단하고	변화에	필요한	행동을	파악한다.

•	자신의	소통스타일의	개선점을	찾아낸다.

2.	감성

	 커뮤티니케이션	

향상기법

▶	2시간

1） 목적 중심의 대화법 •	목적을	공유하는	화법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합한	화법을	실습한다.

2） 내 감정 인식 능력 •	내	감정	민감도	향상을	위한	방법을	연습한다.

3） 공감과 경청 •	공감형	대화법을	구성하고,	상황에	맞는	화법을	작성한다.

3.	감정노동		

대처방법

▶	2시간

1） 감정노동의 이해
•	감정노동의	의미에	대해	이해한다.

•	감정노동이	조직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2） 감정노동 대처방법 •	감정노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학습	팀	내부에서	실습한다.

4.	커뮤니케이션		

실전

▶	2시간

1） 효과적 소통방법
•	인간관계에	필요한	효과적	표현방법을	연습한다.

•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을	실습한다.

감성력-감성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과정목적 본 과정은 현장의 서비스 실무자와 리더에게 감성역량과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감정노동에 있어 자신에

게 적합한 솔루션을 구축하도록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개인의 감성역량을 점검하여 조직 내에서 갈등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리더로서 자신의 소통스타일을 인식하고, 소통의 변화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에 대한 대처방법을 이해하고 극복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감정노동의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스스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종류와 영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적합한 방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긍정정서’ 강화를 통해 조직 내 긍정적 소통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 회복을 통해 대인관계의 문제해결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개인별 개선방향 도출하도록 하여 교육 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발표와 토론 중심의 참여식 교육방식입니다.

교육대상 •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대인 업무 담당자

• 감성리더십이 필요한 관리자

학습구조

감성
지능

감성
대화법

소통

공감

감정 노동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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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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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1 29-30 28-29 23-24

과정목적 본 과정은 감성 지능을 활용하여 나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성 커뮤

니케이션 스킬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최신의 경영현황 변화를 통해 감성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감성지능지수 EQ 진단을 통해 현재 수준을 파악하고 자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 감성지능지수 EQ의 5가지 핵심 구성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감성을 활용해 감성지능지수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상황들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성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 5가지 감성지능지수 향상을 통해 구성원들과 신뢰·정서적 이해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풍부한 감정 단어집과 다양한 사례들의 학습을 통해서 업무와 실생활에서 감성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실무형 과정입니다. 

• 감성 전략 강화를 위해 서로의 피드백과 코칭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대상 • 조직구성원들, 특히 영업부문, 교육/인사담당, 기획/홍보담당 등 대인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 자신의 감성적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직장인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감성	깨우기

▶	2시간

1） 감성의 개념과 중요성 •	감성의	정의와	감성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2） 감성의 특징

•	감성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	파악한다.

•	조직	구성원과	감성지능지수	EQ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최근	감성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던	상황들을	정리하고	과정	내에	분석한다.

2.	감성	인지하기

▶	2시간

1） 감성지능 지수 진단
•	감성커뮤니케이션	역량	개발과	감성지능지수	EQ와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	감성지능지수	EQ의	수준을	진단한다.

2） 감성지능지수 자기 분석

•	EQ의	영역별	수준을	확인하고	5가지	요소들의	강점,	약점을	분석한다.

•	감성지능의	5가지	요소에	대한	정의와	구성을	이해한다.	[5가지	요소:자기	인식,	자기	조절,		

자기	동기화,	감정이입,	대인관계]

3.	감성으로

	 다가가기

▶	6시간

1） 감성지능 향상 전략

•	자기	인식과	자기	관리	조절에	대한	감성지능지수EQ	향상	방법을	정리한다.

•	자기	동기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진행하고	자신에게	최상의	동기부여법을	찾아낸다.

•	감정이입	강화를	위해	감성과	감정을	구분하고	감정이입의	전개방식을	이해한다.

•	자기	탐색을	통해	객관과	주관적인	관찰법으로	분석하고	전략적인	감정이입강화를	

준비한다.

2） 감성지능 활용

•	감정	판단을	위해	표정과	비언어적	몸짓들을	분석한다.

•	다양한	감정	표현을	위해서	감정	단어집의	선호감정단어를	선별하고	3단계	감정강도에	

따라서	토의한다.

•	좋은	대인관계의	정의와	감성	표출법칙	적용,	감성전염에	대해	이해한다.

4.	감성	표한하기

▶	6시간

1） 감성 커뮤니케이션 

실전훈련

•	감성커뮤니케이션이	필요했던	개인별	사례를	욕구수준으로	판단하고	감정파악을	훈련한다.

•	감성표현을	위해	<생각나라	&	느낌나라>	방법으로	정리하고	사례별	표현법을	연습한다.

•	핵심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숨은	감성을	탐색하고	생각과	느낌으로	정리한다.

•	감정이입	질문법과	3F원칙[Feel/Felt/Found]을	작성한다.

2） 감성 커뮤니케이션 

종합정리

•	위기	상황이나	문제의	상황에서	감성심화전략	<감성	은유	대화법>까지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서	토의하고	발표한다.

•	나의	감정지능	EQ	향상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핵심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감성
깨우기

감성
인지하기

감성
다가가기

감성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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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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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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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9 21 23 11 8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Warm	up

	 SPEECH

▶	1시간

1） 스피치 수준진단  •	1분	스피치를	시연한다.

2） 개인별 장점과 보완점 

인식

•	카메라	녹화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별	장점과	보완점을	파악한다.

•	스피치	수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훈련	방향을	설정한다.

2.	SPEECH

	 언어요소

▶	2시간

1） 호흡과 발성
•	복식호흡과	흉식호흡의	차이에	대해	알고,	안정감있는	호흡을	운용하여	발성하는	방법에	

대해	훈련한다.

2） 발음법
•	모음의	입모양	훈련,	자음의	조음위치	파악	훈련을	통해	명확하게	발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3） 전달력 강화 스킬
•	강조,	어조,	쉼(PAUSE),	속도의	변화를	통해	말의	리듬감을	살리고	전달력을	강화한다.

•	스피치	전문	낭독을	통해	전달력을	강화한다.

3.	SPEECH

	 비언어요소

▶	2시간

1） 시선처리 •	1:1,	1:多	등	청중의	수에	따라	시선처리	하는	방법을	익힌다.

2） 자세와 동선 •	스피커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와	연단스피치의	동선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3） 손동작 •	청중을	존중하는	제스쳐	스킬에	대해	알아본다.

4） 경청과 반응 •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한	경청과	반응	스킬에	대해	알아본다.

4.	SPEECH

	 내용구성		

전략

▶	2시간

1） 설득 3요소
•	스피치-프레젠테이션의	3P(People,	Purpose,	Place)	의	중요성에	대해	학습한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에	대해	알고	적용한다.

2） 도입-전개-결말 내용 

구성
•	도입-전개-결말의	논리적인	내용구성에	대해	알고	각	부분에서	중요한	점을	알아본다.

3） 개인별 스피치 TOOL 작성 •	자유/즉흥	주제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며	스피치	TOOL과	전문을	작성해본다.

5.	Final

	 SPEECH

▶	1시간

1） 개인별 마스터 원고 내용 

보완 및 리허설

•	개인별	마스터	원고의	내용을	최종	보완한다.

•	스피치의	언어요소와	비언어요소를	통해	전달력을	반복적으로	훈련한다.

2） 카메라 녹화 및 최종 

피드백
•	최종	스피치를	시연하며,	개인	별	최종	피드백을	진행한다.

과정목적 본 과정은 스피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스피치 스킬을 

함양하여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고자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자신의 스피치 수준을 확인하고 개인별 장점과 보완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스피치의 언어적인 요소인 호흡과 발성, 발음, 어조, 강조, 속도 등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 스피치의 비언어적인 요소인 시선처리, 자세, 동선, 손동작 등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 정보전달과 설득을 위한 스피치의 내용 구성 전략과 주어진 스피치 주제에 대해 즉흥적으로 내용을 구성

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 스피치 과정에서 언어와 비언어 요소를 활용하는 테크닉을 익힐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평소에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언어습관을 개선하고 연단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여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실습 중심으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Warm up 스피치를 통한 사전 수준 진단 후 개인 별 맞춤형 코칭이 이루어집니다.

• 다양한 사례와 동영상을 통해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기업체 직원(영업, 세일즈, 홍보 직군 등), 공무원 등 업무에서 스피치 역량이 필요한 실무자 및 리더

학습구조

하루 완성! 스피치 & 프레젠테이션 클리닉

Warm up 
언어요소

훈련 
비언어요소

훈련
내용구성

스킬
Final 

SpEECH 

•	개인별	
스피치	
수준진단	

•	호흡과	발성,	
발음	훈련	

•	말의	전달력	
강화	훈련	

•	시선처리,	
자세,	동선	

•	제스쳐	훈련
•	청중과의	

소통		

•	설득의	3요소
•	3단	내용	

구성
•	즉흥스피치		

•	언어/비언어/
내용구성	

•	스킬을	활용한	
스피치	

•	최종	Delivery및	
•	피드백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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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4만원 / 비회원  60만원] / [2인 이상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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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 15-17 15-17 17-19 
부산 26-28 22-24 14-16 19-21 16-18 18-20 

부산 25-27 18-20 15-17 13-15

프레젠테이션 스킬

과정목적 본 과정은 자신의 실무 과제를 활용하여 한정된 시간 내에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프레젠테이션 전달기법을 

숙지하고 자신의 성공, 나아가 조직의 탁월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현재 나의 스피치 수준을 진단하고 피드백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목적과 상황에서 필수적인 프레젠테이션 컨텐츠 구성과 전달기법을 숙지하고 시각화 자료로 표현

할 수 있습니다.

• 프레젠테이션의 기획부터 실행까지의 전 과정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단계별 핵심 스킬을 습득할 수 있습

니다.

• 학습 내용을 프로세스별로 준비하고 자신의 주제에 맞추어 자신감 있게 발표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프레젠테이션 무대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다양한 탈출법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 고객사, 전문가, 조직 내 임원등 다양한 설득의 대상에 따라 자신만의 컨텐츠를 구성하고 시각화자료를 

통해 전달력과 완성도를 높이고 자신감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참가자들이 실제 현업에 적용될 자신의 주제로 실습을 진행하고 사전 준비 기획, 내용의 구성, 시각자료의 

작성과 전달기법까지 영상과 녹취 자료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자간 1:1 피드백을 상세히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일반 지원부문, 영업부문, 교육/인사담당, 기획/홍보 등 대인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

• 후배 직원들의 마케팅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진행 활동에 코칭과 피드백을 수행하는 분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나의	PT	

	 수준	진단

▶	4시간

1） 프레젠테이션 개요

•	현재	나의	프레젠테이션	진행수준	진단을	위해	자기	소개를	준비하고	본인의	핸드폰에	

영상을	담아	점검한다.

•	교육생	영상은	과정	중에	개선포인트를	1:1로	피드백	한다.

2） 프레젠테이션 진단 •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수준과	스타일을	확인하고	희망	유형을	파악한다.

2.	설득력	있는	

	 PT	기획	&	

	 준비	

▶	6시간

1） 프레젠테이션 사전 준비

•	프레젠테이션	3요소와	3P를	설명하고	파악한다.

•	프레젠테이션	진행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이해한다.

•	성공한	최신의	프레젠테이션	우수사례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성공	요인을	토의한다.

2） 스토리 기획과 내용 

구성방법

•	발표	주제를	선정	한다.

•	논리	구성방법	(S-D-S)에	대하여	확인한다.

•	스토리를	이끌어	가는	핵심	메시지/논리적인	구조를	구성한다.

•	인상적인	Opening과	Closing을	작성한다.

3） 시각자료의 준비
•	시각자료	활용의	효과를	위해	Do와	Don’t	로	정리한다.

•	시각화	3대	원칙을	이해하고,	Best	사례를	통해	성공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3.	PT	스킬	

Power-Up

▶	4시간

1） 프레젠터의 기본 자세와 

스킬 습득

•	프레젠터의	성공적인	PT를	위한	기본	모습을	Good과	Bad	동영상	사례로	확인한다.

•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는	발성법,	제스처,	시선처리의	비언어적	방법을	훈련한다.

•	주의	집중,	강조와	명료하게	발음하기,	핵심내용	전달하기,	질문하기	등의	설명과	실습을	

진행한다.

•	각종	기자재	사용방법을	숙지한다.

4.	PT	실습

▶	6시간
1） PT 준비와 실습

•	설명,	체험,	실습한	내용들을	기초로	각자가	자료를	완성하고	실습을	준비한다.

•	반복해서	리허설하고	발표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과	개별	발표	개선에	따라	Post-it으로	

피드백	한다.프레젠테이션
기획

설득적 내용구성

능숙한 전달기법

효과적 시각자료

리허설

실습과
피드백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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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설득의	이해

▶	3시간

1） 설득 개요
•	설득이	필요한	상황을	떠올려보고	설득의	개념을	정의한다.

•	자신의	설득경험을	공유하고	“순위결정	합의”	실습을	한다.

2） 설득 요소
•	설득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을	점검한다.

•	해결하고	싶은	설득과제를	선정한다.

2.	설득	목표	

	 설정과	

	 상황분석

▶	5시간

1） 설득 목적과 목표 •	설득의	목적을	확인하고	설득	목적과	SMART한	설득	목표를	작성해본다.

2） 피설득자 파악

•	피설득자의	성격유형을	C.G.	Jung의	심리유형론에	비추어	파악한다.

•	피설득자의	욕구를	매슬로의	이론에	비추어	파악한다.

•	피설득자의	정보에	중요성을	파악하고,	파악할	정보의	요소를	확인하다.

•	본인이	선정한	과제의	피설득자를	대상으로	성격유형,	욕구,	정보를	파악하는	실습을	실시	

한다.

3.	설득을	위한	

	 준비

▶	5시간

1） 설득 전략
•	설득에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전략을	확인하고	설득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실습을	실시한다.

2） 설득의 심리 원칙

•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용	해야	할	심리	원칙을	파악한다.

					-	상호성의	원칙

					-	일관성의	원칙

					-	사회적	증거의	원칙

					-	호감의	원칙

					-	희귀성의	원칙

					-	권위의	원칙

					-	대조효과의	원칙

•	설득의	심리를	파악하는	종합	테스트를	실시한다.

3） 설득 채널
•	채널의	중요성과	채널	별	특성을	파악한다.

•	설득	전략을	구사하기	위하여	심리원칙	및	설득채널을	선택하는	실습을	실시한다.

4） 설득 스킬(기술) •	질문하기,	경청하기,	침착하기,	스킨십	활용하기	등,	다양한	설득	스킬을	확인하고	실습한다.

4.	설득

	 실전	스킬

▶	3시간

1） 효과적 설득을 위하여
•	김과장의	사례를	활용하여	지금까지	학습한	설득의	주요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실습을	실시한다.

2） 개인과제 종합실습 •	지금까지	분석,	준비한	개인과제를	대상으로	실제	설득대화	실습을	실시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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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3 11-12 1-2 3-4 4-5 2-3 4-5

설득 커뮤니케이션 스킬

과정목적 본 과정은 설득 상대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전략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설득의 원리와 스킬을 습득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설득이 적용되는 범위를 점검하고 자신의 설득관련 역량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설득 상황분석을 위하여 목적과 목표의 설정, 설득상대의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 설득 전략의 중요성과 설득심리를 이해하고, 설득원칙·채널의 선택 방법과 설득 주요 스킬을 습득 할 수 

있습니다.

• 학습한 설득전략을 현업에서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업무수행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설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학습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학습 방법(그룹 토의, 진단, 실습, 사례 연구, 동영상, 역할 연기)을 활용

합니다. 

• 학습자 개인의 Self-Reflection과 학습자들 상호간 Interaction을 통하여 현업 실무 적용도를 제고합니다.

교육대상 •  이해관계자의 설득이 필요한 모든 구성원 

•  조직의 관리자, 리더 

•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적 스킬 향상을 희망하는 개인

학습구조

성공적
설득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설득 목표 
설정과

상황분석

설득을 위한
준비

B
E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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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작
용

소
통

스토리
마스터

스토리텔링 스킬향상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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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27-28 24-25 29-30 21-22 21-22 9-10

과정목적 본 과정은 자신의 생각이나 메시지를 매력적인 스토리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스토리텔링이 각광받는 시대적 상황과 그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토리가 갖는 비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 및 프레젠테이션 등에 활용 가능한 스토리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조직의 브랜드 이미지 창출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구사하는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기본개념 강의·스토리 사례 탐구·본인 사례 작성 후 공유 등 다양한 학습기법을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러닝플러스 적용 과정’으로써, 학습 후에 현업적용 도구를 제공해 드립니다.

교육대상 • 개인이나 집단을 설득하는데 있어 스토리텔링 기술이 필요한 분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스토리텔링의	

이해

▶	2시간

1） 스토리의 시대
•	각	분야별	스토리텔링	활용에	대한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	스토리텔링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본다.

2） 스토리에 기업의 가치 

담기

•	기업브랜드와	상품브랜드의	스토리텔링에	대해	이해한다.

•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써	스토리텔링	기법을	파악한다.

•	기업의	스토리텔링	사례를	공유한다.

2.	스토리		 	

구조	만들기

▶	2시간

1） 스토리의 구조 요소

•	이야기를	탄탄하게	만드는	스토리	구조요소를	파악한다.

•	스토리텔링의	4가지	요소(메시지,	갈등,	등장인물,	플롯)를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3.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하기

▶	8시간

1） 기업(제품)의 스토리 소재 

파악하기

•	스토리텔링의	콘텐츠(기업홍보·마케팅)를	발굴하기	위한	기업의	자료	수집	방법을	

이해한다.

•	스토리의	주요	고객을	결정하고,	주제에	대한	지식	정도와	태도에	대해	분석한다.

2） 스토리 뼈대 만들기
•	이야기	뼈대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	주제에	적합한	스토리	뼈대를	선택한다.

3） 스토리 발굴 하기

•		주제를	담을	수	있는	소재의	영역을	설정한다.

				-	기업	설립에	대한	스토리	만들기

				-	CEO/직원에	대한	스토리	만들기

				-	성공과	위기에	관한	스토리	만들기

				-	고객에	관한	스토리	만들기

•	새로운	소재를	발견하는	기법을	파악한다.

4） 스토리 기술 하기 •	선택된	뼈대에	소재를	넣어	이야기에	살을	붙인다.

4.	스토리텔링	

	 종합실습

▶	4시간

1） 기업(제품)의 핵심 스토리 

만들기

•	팀별(개인별)	기업의	핵심	스토리를	실습한다.

					-	메시지	만들기

					-	갈등	만들기

					-	등장인물	만들기

					-	플롯	만들기

2） 스토리 공유하기 •	작성된	스토리	발표를	통해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한다.

3） 종합 정리 •	학습	후에	지속적으로	스토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종합	정리한다.

스토리텔링 
종합실습

스토리 구조 
만들기

스토리텔링의 
이해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하기

T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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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작
용

소
통

문제해결과 워크숍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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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14 7-9 2-4 27-29 30-11/1

과정목적 본 과정은 조직/부서의 도전과제나 현안에 대하여 명료한 해결안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이끌고 촉진하는 효과적 

퍼실리테이션 스킬을 학습함으로써 그룹활동의 Synergy를 이끌어내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학습목표 • 조직과제나 현안의 해결방법론으로써 퍼실리테이션의 필요성과 활용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Needs파악에서 정보수집, 구조를 설계하는 등 효과적으로 퍼실리테이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목적에 맞는 그룹활동 유형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Skill을 발휘하며 단계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퍼실리테이션 도구와 기법을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수평적 소통과 합의를 통한 결정으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수행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조직차원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입니다.

• 변화의 혁신을 실천하고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개념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손에 잡히도록 체험 실습을 병행합니다.

• 따라만 하면 저절로 익혀지는 퍼실리테이션 스킬과 기법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단계별 진행 Skill과 기법을 

업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퍼실리테이션 유형별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아이디어 개발, 문제해결과 합의, 공유 등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합니다.

교육대상 • 그룹활동을 Leading해야 하는 구성원

• 회의/워크샵을 계획하고 운영해야 하는 구성원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퍼실리테이션의	

세계로

▶	2시간

1） 퍼실리테이션의 세계

•	조직에서	퍼실리테이션의	필요	상황을	다양한	사례로	파악하고	중요성을	공유한다.

•	퍼실리테이션	유형을	파악한다.

•	퍼실리테이션	구성요소와	참가자간	역할구조를	파악한다.

2） 퍼실리테이터 필요 역량 •	퍼실리테이터의	필요역량과	Do’s	&	Don’ts를	토의로	정리한다.

3） 퍼실리테이션 모델과 

프로세스
•	퍼실리테이션	모델과	프로세스를	확인한다.

2.	준비:

	 틀	짜기와

	 계획하기

▶	3시간

1） 퍼실리테이션 틀짜기

•	자신의	사례를	선정하여	워크숍을	준비한다.

•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5P를	활용하여	퍼실리테이션을	정의하며	구조를	결정한다.

•	퍼실리테이션	유형을	선택하고	프로세스를	설계한다.

2） 퍼실리테이션 계획하기

•	역할분담,	안건,	세팅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	실습으로	작성한	내용을	공유하고	베스트	퍼실리테이션	구조와	프레임	사례를	

연구한다.

3.	퍼실리테이션

	 진행하기

▶	6시간

1） 퍼실리테이션 시작하기 •	효과적인	오프닝을	준비한다.

2） 유형별 퍼실리테이션 

진행하기

•	아이디어	개발형	워크숍	진행방법을	익힌다.							 	 	

아이디어	펼치기	–	아이디어	평가와	선정

•	합의형	워크숍	진행방법을	익힌다.

	 시작	–	현황	공유	–	해결안	개발	–	합의	결정	–	마무리,	합의점	이끌어내기

•	문제해결형	워크숍	진행방법을	익힌다.			

		 현황공유	–	목표설정/원인분석	–	해결안개발	-	실행계획	수립

3） 마무리하기
•	효과적인	마무리	순서를	파악한다.

•	자기사례로	실습을	하고	개선점을	찾아	간다.

4.	도구와	기법

	 자유자재

	 활용하기

▶	2시간

1） 도구/기법의 쓰임새와 

한계
•	도구/기법들의	쓰임새와	장점,	한계를	파악한다.

2） 단계별 적합한 도구 

선정하기

•	상황인식,	아이디어	개발과	평가,	활동	촉진	등		그룹	활동	단계	별로	적합한	도구를	

선정한다.

3） 도구와 기법 활용하기 •	단계별	주요	도구와	기법의	활용방법을	실습을	병행하여	익힌다.

5.	퍼실리테이션	

Skill	발휘하기

▶	3시간

1） 몰입과 집중 얻어내기
•	몰입과	집중을	유지하는	퍼실리테이션	스킬들	(경청과	ORID	질문,	참여유도,	방향제시,	

요약	등	)	을	활용	상황과	함께	실습으로	익힌다.

2） 집단 역학 이해와 

활력유지
•	집단	역학을	이해하고	그룹의	신호를	감지하며,	집단사고를	예방한다.

3） 기록하기와 까다로운 상황 

대응하기

•	기록유지	방법을	이해하고	실습으로	익힌다.

•	상사의	관여,	구성원간	갈등	등	까다로운	상황을	감지하고	사전	예방하거나	조치한다.

6.	퍼실리테이션

	 여행을	마치며

▶	4시간

1） 종합실습을 통해 익히기 •	종합실습과	상호	피드백을	통해	학습내용을	익히고,	자신의	개선점을	찾는다.

2） 후속조치와 액션플랜
•	그룹활동	후	문서화,	관련자	보고,	성찰과	레슨	등의	후속조치	항목들을	처리한다.

•	현업적용을	위한	액션	플랜을	수립한다.

•	단계활용

•	핵심	Skill

•	도구기법

Facilitator

역할과 자세

시작하기
Opening

마무리
Closing

진행하기
Facil.

후속조치설계하고
준비하기

Facilitation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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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커뮤니케이션	

이해하기

▶	2.5시간

1） 커뮤니케이션 방해요소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요소를	찾아낸다.

2）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사람 

특징
•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한다.

2.	메시지	명확히		

주고받기

▶	3시간

1） 명확히 메시지 주고 받기 

실력 점검
•	실습을	통해	‘메시지를	명확히	주고받는’	실력을	점검한다.

2） 명확히 메시지주고 받기
•	명확히	메시지를	주는	방법을	이해하고,	연습한다.

•	명확히	메시지를	듣는	방법을	이해하고,	연습한다.

3.	감정	메시지

	 주고받기

▶	3시간

1） 감정 메시지 주고 받기 

실력점검
•	사례를	통해		‘감정을	주고받는’	실력을	점검한다.

2） 감정 메시지 주고 받기
•	감정	메시지를	주는	방법을	이해하고,	연습한다.

•	감정	메시지를	듣는	방법을	이해하고,	연습한다.

4.	비언어	주고받기

▶	1.5시간

1） 비언어 메시지 주고 받기 

실력점검
•	비언어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2） 비언어 메시지 주고 받기
•	비언어	메시지를	읽는	방법을	이해하고,	연습한다.

•	비언어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이해하고,	연습한다.

5.	상대특성		

고려하기

▶	3시간

1） 커뮤니케이션 유형  •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진단한다.

2） 유형별 특징과 강약점
•	유형별	특징	및	강약점을	이해한다.

•	카드	실습을	통해	상황별	적용법을	파악한다.

3） 개선점 발견 •	자신의	개선점을	작성한다.

6.	상황별	표현하기

▶	4시간

1） 칭찬하는 방법 •	칭찬하기	방법을	이해하고,	연습한다.

2） 충고/사과하는 방법 •	충고/꾸중하기	방법을	이해하고,	연습한다.

3） 사과하는 방법 •	사과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연습한다.

7.	커뮤니케이션

	 과정	종합하기

▶	3시간

1） 향후 커뮤니케이션 

실천방안

•	제시된	과제를	통해	종합	실습한다.

•	향후	실천방안을	작성하고,	공유한다.

커뮤니케이션 스킬향상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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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8 13-15 13-15 17-19 15-17 12-14 17-19 부산 21-23 11-13 부산 23-25 13-15 11-13

과정목적 본 과정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말하고 듣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요소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커뮤니케이션

을 잘하기 위한 핵심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 상호 오해가 없도록 메시지를 명확히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불편한 상황·감정에 대한 메시지를 원활히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대가 몸으로 보내는 비언어를 잘 파악하고, 내가 상대에게 보내는 비언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 상대특성을 고려해서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황(칭찬·충고·사과)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유의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업무상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감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스킬향상 과정의 취지를 살려 이론학습을 최소화하고 사례·동영상·실습위주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교육대상 • 메시지를 명확히 잘 전달하고 싶은 분, 안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데 미숙한 분, 상대가 표현하는 메시지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싶은 분

학습구조 커뮤니케이션 역량 완성

메시지
명확히

주고받기

감정 메시지
주고받기

비언어
주고받기

커뮤니케이션 기본

상대 특성 고려하기

상황별 표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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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통	

Introduction

▶	1시간

1） 근접 소통 오류 •	누구와	소통해야	하는가?

2） 소통을 위한 기본 행동 

특성의 이해
•	소통의	귀재들의	행동	특성	도출

2.	의사소통

	 vs.	소통

▶	2시간

1） 소통의 정의

•	소통	vs.	의사소통
2） 소통과 의사소통의   

두 가지 반응 이해

3.	소통의	

	 법칙들

▶	2시간

1） 소통 대상의 세 가지 레벨 •	보통,	강적,	최강적

2） 각 유형별 소통의 접근 

방법
•	소통의	순서도

4.	우리	마음	

	 속		 	

네	가지	욕구

▶	2시간

1） 신뢰 •	신뢰	관계	형성의	욕구

2） 인정 •	인정의	욕구

3） 일 •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

4） 성장/발전 •	성장,	발전하고	싶은	욕구

5.	소통의	

	 리더십

▶	1시간

1） 소통의 리더

•	소통의	리더	=	사람의	욕구를	이해하는	리더

•	구성원	욕구	충족을	위한	리더에게	필요한	네	가지	질문

•	소통의	리더의	세	가지	행동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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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5 5

과정목적 조직에서 발생하는 90% 이상의 갈등은 소통의 부재 또는 왜곡에서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약 50%가 직장

에서 불행감을 느끼고 70%의 직장인이 기회가 되면 회사를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직장

인들이 조직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행복한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 및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

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의사소통과 소통의 차이를 통해 흔히 범할 수 있는 소통의 문제를 파악합니다.

• 자신과 조직 구성원들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욕구를 알고 자신의 현 수준을 이해합니다.

기대효과 •  타인과 함께 소통하고 보다 행복한 조직 생활을 위한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행복한 조직생활의 필수조건인 소통의 기초이론과 개념을 정리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이 실제 조직에서 보이는 소통 모습을 진단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직시하고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각 상황별로 필요한 소통 스킬을 이해하고 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보다 행복한 조직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

•  소통하는 조직을 만드는 데 고민하는 경영자

•  HR(인사), OD(조직개발) 담당자

학습구조

소통, 따뜻한 변화에너지

참가자	중심
(Participant)

방법	중심
(How	To)

현장	중심
(Work	Field)

업무	현장에서의
실행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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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퍼스널컬러의	

개념이해

▶	4시간

1） 퍼스널컬러의 개념과 

활용범위

•	퍼스널컬러와	색채	조화론

•	색상환	및	PCCS톤의	이해

•	Tone	Map	Palette	실습과	제작

2.	색의	분류와	

	 사계절	유형

▶	6시간

1） 사계절 색채스타일에 따른 

컬러분석과 이해

2） 사계절 퍼스널컬러 유형 

이미지분석

3） 사계절 퍼스널컬러 유형 

패션분석

•	사계절	색의	근원	(Four	Season	Color)

	 -	Yellow	Base	&	Blue	Base(Warm	&	Cool)

	 -	Spring	color	&	Winter	color

	 -	Summer	color	&	Autumn	color

•	사계절	컬러배색	Palette	실습과	제작

	 -	Spring	Type(Skin/Hair/Eye)

	 -	Summer	Type(Skin/Hair/Eye)

	 -	Autumn	Type(Skin/Hair/Eye)

	 -	Winter	Type(Skin/Hair/Eye)

•	사계절	패션타입	분석과	Palette	실습

	 -	Fashion/Hair/Make	up/Acc/perfume

3.	퍼스널컬러

진단		 	

프로세스	

▶	6시간

1） 사계절 컬러진단 프로세스

2） 퍼스널컬러 컨설팅 실습과 

어드바이스

3） 피드백

•	타입판정	및	프로세스

	 -	드레이핑	테크닉

	 -	컬러진단	포인트

•	퍼스널	컬러	진단	실습

•	메이크업	컬러	진단	실습

•	패션이미지	진단	실습

•	고객	상담기법

•	실습과	코칭

•	피드백	및	수료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4만원 / 비회원  50만원] / [2인 이상 - 회원  42만원 / 비회원  48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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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9-30 10-11 9-10

과정목적 본 과정은 퍼스널컬러 컨설턴트 전문 양성과정으로 컬러기법을 활용하여 서비스강의 및 이미지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현직 사내강사 및 일반컨설턴트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퍼스널컬러의 개념과 시스템 활용방법을 습득합니다.

• 퍼스널컬러의 사계절유형 색상의 특징을 숙지하고, 신체 색상의 유형을 파악하고 분석합니다.

• 퍼스널컬러 진단 천을 활용한 실습으로 퍼스널컬러 컨설턴트로서의 전문역량을 함양합니다.

기대효과 • 퍼스널컬러 컨설턴트로서 갖추어야 할 색에 대한 기본지식과 색의 분류법을 학습 할 수 있습니다.

• 사내강사 및 일반 컨설턴트의 차별화된 이미지 교육이 가능합니다.

• 이미지메이킹 퍼스널컬러 개인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과정특징 • 개개인의 1:1 분석을 통한 퍼스널 시스템의 이론과 실습위주의 과정입니다.

교육대상 • 기업체 사내 강사 및 프리랜서 강사로서의 스킬 향상을 하고자 하는 분

• 패션과 뷰티 분야의 실무 업무를 하시는 분

• 자격증 및 수료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

학습구조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 양성과정

퍼스널

컬러

개인의 
호감가는

이미지 구축

기업교육강사
이미지 컨설턴트

프리랜서

차별화된
CS전략
영업

뷰티패션관련
전문가,샵마스터, 

헤어, 네일, 
메이크업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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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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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작
용

소
통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변화관리의	

	 이해

▶	4시간

1） 개인의 변화관리가 

조직에게 미치는 영향력

•	직장인에게	기대하는	이미지

•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스킬	및	시각적	이미지의	중요성

•	개인의	SWOT분석	및	이미지	gap	도출

•	관계의	발전,	끌림

2.	직장인

	 이미지	3법칙	

▶	6시간

1） Mind Identity:MI
•	존재의의와	목표의	명확화

•	마인드맵을	통한	기존의	비전과	이념의	재검토,	재확립

2） Visual identity:VI

•	직장인으로서	기대되는	이미지	변화

	 -	앨버트	메러비언의	3가지	요소

	 -	시각적	이미지

	 			(매력적인styling연출법	신개념	퍼스널컬러)

	 -	청각적	이미지

	 			(보이스	트레이닝,	프레젠터	거듭나기)

3） Behavior Identity:BI

•	이념과	가치관을	통한	행동변혁

	 -	언어적	이미지(커뮤니케이션기법)

	 -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

	 -	이성보다	중요한	감성

3.	개인브랜드	

	 개선과	

	 혁신의	실천

▶	6시간

1） 개인브랜드개발의 명확화

•	모델링

•	개인의	SWOT,이미지	gap	목표이미지	도출

•	구체적인	실행계획	작성

2） 개선과 혁신 •	개인브랜드마케팅전략

3） 이미지의 완성
•	1:1	컨설팅	before/after를	통한	PI	style	완성

•	피드백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4만원 / 비회원  50만원] / [2인 이상 - 회원  42만원 / 비회원  48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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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4-25 24-25 26-27

과정목적 본 과정은 직장인으로서 나의 가치와 비전을 찾고 차별화된 자신만의 개인 브랜드를 마케팅하여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장점, 비전, 가치를 근간으로 차별화된 나만의 전략적 이미지를 만들고 개인 브

랜드의 역량이 직장생활에 어떠한 매력과 영향력으로 마케팅 되는가’가 직장인 이미지전략 토탈 솔루션의 핵

심내용입니다.

• 변화해야만 하는 나를 스스로 인식하며 그 필요성을 깨닫고 통합이미지 전략의 세가지 솔루션을 정립하고 

실습합니다.

• Mind Identity : MI 존재의의와 목표의 명확화 

• Visual Identity : VI 직장인으로써 기대되는 이미지 변화

• Behavior Identity : BI 이념과 가치관을 통한 행동변혁

기대효과 • 이미지경영과 셀프리더십으로 자신감이 고취되며 존중받는 직장생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차별화된 CS전략을 설계하고 모든 환경에 접목할 수 있습니다.

• 조직구성원의 긍정적 이미지 변화를 통해 기업이미지 또한 상승됩니다.

과정특징 •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과정으로 1:1 코칭 실습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대상 • 변화가 필요한 모든 직장인, 자신감이 필요한 모든 직장인, 영업직군, 서비스직군, 임원

학습구조

직장인 이미지 전략 토탈 솔루션  

•	변화관리

•	나의	장점,비전,가치

•	1:1실습프로그램

•	시각적이미지

•	청각적이미지

•	언어적이미지

•	자신감,역량고취

•	리더십발휘

•	성공하는직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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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작
용

소
통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프로세일즈

맨의	조건

▶	2시간

1） 전략적 변화관리가 

세일즈에 미치는 영향력

•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스킬	및	시각적	이미지의	중요성

•	프로세일즈맨	모델분석

•	개인의	SWOT분석	및	이미지	gap	도출

2.	변화하기

	 Visual	

Identity:VI	

▶	6시간

1） 개선과 혁신
•	개선해야	할	목표의	명확화

•	MIRROR전략

2） Visual Identity:VI

•	앨버트	메러비언의	3가지	요소

	 -	시각적	이미지/청각적	이미지/언어적	이미지

	 -	T.P.O	styling연출법	퍼스널컬러시스템

	 -	자신	있는	Man,	Women	수트	스타일

	 -	호감	가는	목소리	보이스	트레이닝

	 -	1:1개인컨설팅/트레이닝

3） 이미지의 완성 •	피드백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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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4 14 22

과정목적 본 과정은 기업 매출의 주 역할을 차지하는 영업사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미지

전략법을 통하여 100% 끌리는 첫인상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영업의 처음과 끝은 이미지 입니다. 잘나가는 영업사원의 핵심! 자기관리를 통한 자신감 업그레이드법을 

제시합니다.

• 영업사원으로 절대 뒤쳐지지 말아야 할 나의 장점, 비전, 가치를 재검토합니다.

• 영업을 위한 전략적 이미지를 완성하고 고객에게 어떠한 매력과 영향력으로 마케팅 될 수 있는지 모델분석

과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스스로 변화하게 됩니다.

• 하루에 변화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이미지 시스템을 제시해 드립니다.

기대효과 • 나의 가치와 현재의 모습을 인식하고, 비전과 자기혁신의 실천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감성을 자극하는 세일즈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자신감 넘치는 프로페셔널한 영업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과정으로 1:1 코칭 실습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대상 • 이미지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직군, 서비스직군

학습구조

세일즈 프로의 1 day 이미지 메이킹

충성고객의 
확보

신뢰와 공감
유연성확보

영업사원의 
전략적 이미지

자신감상승
셀프리더십

구축

세일즈
프로세스 

확보

N
E

W



훈련기관인증평가
3년인증 우수기관

상호작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문서작성

Advanced

Intermediate

Basic

한 번에 통하는 One Page 보고서 작성

보고·제안·발표를 위한 데이터 시각화와 인포그래픽 실무

문서작성 ABC

BEST

NEW



247246

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상
호
작
용

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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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작
성

문서작성 ABC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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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8 3-4 29-30 13-14 18-19 2-3

과정목적 본 과정은 실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문서들의 작성 노하우를 익힘으로써 효과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역량을 

함양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문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문서와 기능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 문서를 이해하는 절차와 원리를 통해 정보 획득 및 종합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문서 작성의 기본원칙을 이해하고 다양한 목적의 유형별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목적과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강조점을 드러내는 시각적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자료에서 작성자의 메시지를 파악하고 내용의 핵심을 도출한 문서를 통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Best Practice를 통해 다양한 문서들의 작성 노하우를 습득함으로써 현업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문서의 이해와 작성을 결합한 종합실습, 사례진단 및 분석, 토의 실습의 체험식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교육대상 • 다양한 문서작업 노하우를 습득하고 싶은 분

• 실무에서 문서작업을 많이 하는 분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문서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	2시간

1） 문서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	문서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의의,	문서의	중요성,	문서의	종류	및	양식을	파악한다.

•	자신의	문서	작성	문제점에	대해	점검한다.

2.	자료의	요점

을	파악하라!

▶	3시간

1） 읽기 : 요점 파악력
•	문서이해의	구체적인	절차와	원리를	분석한다.

•	문서를	통해	정보	획득	및	종합방법의	유형을	파악한다.

3.	통하는	문서를	

작성하라!

▶	8시간

1） 쓰기 : 통하는 문서의 

조건

•	체계적인	문서작성의	개념	및	중요성을	이해한다.

•	목적과	상황에	맞는	문서	작성의	유형을	정리한다.

•	논리적인	문장	전개	방법의	유형을	분석한다.

•	효과적인	내용	구성	방법의	유형을	이해한다.

2） 문서작성 스킬

•	문서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문서작성	스킬을	파악한다.

•	문서	작성의	적합한	문체와	어휘를	습득한다.

•	논리적인	체계를	사용하여	문서를	구성한다.

•	문서	작성의	강조점과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

•	시각적	표현과	작성한	문서	수정방법을	학습하여	적용한다.

4.	문서	작성실무

▶	3시간
1） 상황별 문서 작성

•	단문	문서와	장문	문서의	작성계획을	수립한다.

•	목적에	따른	문서를	직접	작성한다.

				-	연구과제	제안서	및	결과	문서	작성

				-	소비자와	고객의	요구	문서	작성

				-	기획서와	기안서	작성

				-	정보와	의견	공유	문서	작성

				-	메일이나	공문	발송	문성	작성

				-	상사의	지시	문서	작성	등

피드백실습

문서
이해 

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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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좋은	

	 보고서의		

조건

▶	2시간

1） 보고서 작성의 본질 •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목적과	본질을	이해한다.

2） 좋은 보고서의 조건
•	보고서	작성의	목적과	본질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법을	파악한다.

•	통하는	보고서와	통하지	않는	보고서를	구별한다.

2.	한	눈에			

들어오는	

	 보고서	틀	

	 세우기

▶	4시간

1） 요약의 기준 •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세	가지	문장	요약의	형태를	안다.

2） 주장의 방식 •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법을	점검한다.

3） 피라미드 구조의 이해 •	보고서	전체의	구조를	피라미드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확인한다.

4） 피라미드 구조 실습 •	보고서의	내용을	피라미드	구조에	입각하여	틀을	세울	수	있도록	실습한다.

3.	보고서	전달력	

높이기

▶	4시간

1） 보고서 작성 핵심 요령 •	독자의	관점에서	알기	쉬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점검	포인트를	찾아낸다.

2） 제목 붙이기 •	보고서의	제목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점검한다.

3） 목차별 작성 요령 •	보고서의	목차	별로	담아야	할	내용을	파악한다.

4） 도표 활용법 •	도표를	이용하여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포인트를	이해한다.

4.	보고서	

	 글쓰기의	

	 문장	기술

▶	3시간

1） 간단명료한 문장 쓰기 •	불필요한	단어나	수식어를	없애고	명쾌하게	내용이	전달되는	문장	작성	기법을	실습한다.

2） 앞뒤가 통하는 문장 쓰기
•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앞뒤의	관계가	명료한	문장	작성	기법을	

실습한다.

3） 좋은 위치 찾기 •	효과적으로	주장을	전개하기	위한	적절한	단어의	배치	기법을	실습한다.

4） 적절한 단어 고르기 •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적합한	단어와	틀리기	쉬운	단어의	올바른	사용법을	실습한다.

5.	종합	실습	및	

클리닉

▶	3시간

1） 종합 실습 •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2） 클리닉 •	실습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낸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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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23-24 20-21 27-28 18-19 19-20 20-21 17-18 14-15 16-17 13-14 18-19

과정목적 본 과정은 직장인들이 작성해야 하는 다양한 보고서를 쉽고 빠르게 또한 빈틈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좋은 보고서의 조건을 이해함으로써 한 번에 통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요건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독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한 눈에 들어오는 보고서의 구조를 세울 수 있습니다.

• 제목 붙이기, 적당한 문장의 길이 등 좋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핵심요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알기 쉬운 보고서 문장의 기술을 적용하여 한 번에 뜻이 통하는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업무 효율이 향상됩니다.

•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조직 내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 프레젠테이션, 사업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구조적 문제해결 역량이 향상됩니다.

과정특징 • 다양한 실습을 바탕으로 일반적 보고서 작성 과정의 지루함을 없앴으며 현장에서의 실천적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 기존 사례의 첨삭, 현장 실습 클리닉 등을 통해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보고서 작성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교육대상 • 직장 내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원 ~ 부장 직급의 기업체 종사자

• 효율적인 제안서, 기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체 경영자

• 보고서 및 문제해결, 상황대응 역량을 향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습구조

한 번에 통하는 One Page 보고서 작성

2
보고서의
틀 세우기

1
좋은 보고서의

조건이해

3
보고서의
전달력을

높이는 기술

4
보고서의
문장 기술

5
종합 실습과

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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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상
호
작
용

소
통

상
호

작
용

문
서

작
성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전달	수단으

로서의	정보

▶	2시간

1） 정보 전달방식의 문제점 •	현재	공급자	중심	정보	전달방식의	문제점을	점검한다.

2） 정보 설계의 주요 요소
•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습득	과정과	소통의	요소를	이해한다.

•	정보	설계를	위한	구조화	방법을	알고	적용한다.

2.	정보	핵심	

	 도출과	구조화

▶	4시간

1） 말하려는 핵심 도출하기 •	의도와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슈에	대응하는	해결방법을	도출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2） 핵심을 쓰고 그리기
•	핵심을	문장으로,	그림으로	그대로	옮기는	연습을	통해	비주얼씽킹을	문장으로	그려내는	

방법을	스스로	알아낸다.

3） 숫자와 메타포로 표현하기 •	메타포,	대비,	단계	등	비주얼씽킹을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연습해	본다.

4） 구조화 패턴으로 전체그림 

작성
•	구조화의	대표	패턴을	적용하여	1페이지	요약	또는	전체그림을	작성한다.

3.	데이터시각화	

패턴과	실습

▶	4시간

1） 차트의 기본 원칙과 

유형별 특징

•	차트와	표의	차이,	차트	유형별	원칙과	특징을	알아보고	좋은	차트란	어떤	차트인지	사례를	

통해	확인한다.

2） 차트 작성과 변형
•	대표적인	4개	차트	유형별로	작성	실습하고	말하려는	메시지와	부합하는	유형을	새롭게	

적용해	본다.

3） 강약과 표기 •	강약,	데이터레이블,	콤보차트	등	다양한	변형과	표기	방법	등을	실습한다.

4.	인포그래픽	

	 패턴과	실습

▶	4시간

1） 원인-결과형

•	사례	및	예제를	가지고	정보화/구조화/시각화	프로세스를	밟아	1페이지	인포그래픽을	

완성한다.

•	도움이	되는	사이트와	툴	등을	통해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습한다.

•	대표적인	인포그래픽	패턴을	알고	정보를	대입하여	작성해	본다.

2） 대결구도형

3） 관계형

4） 시간흐름형

5.	인포그래픽	

	 프레젠테이션	

제작

▶	2시간

1） 현재의 제안/보고서 진단 •	자주	쓰는	제안/보고서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코칭받는다.

2） 작성 프로세스 실습 •	표지작성-전체	그림-챕터화	과정을	거쳐	프레젠테이션을	개선한다.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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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4-25 15-16 7-8 20-21 21-22

과정목적 기업에서 보고서, 제안서, 발표 자료를 작성하는 직장인들이 보다 효과적인 핵심메시지를 전달하고, 직관적인 

시각화 방법과 효과를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보고자-피보고자, 발표자-청중, 제안자-심사자의 관계에서 어떤 시각으로 자료와 메시지를 결정해야 하는

지 새로운 안목과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기업에서 흔히 작성하는 자료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본 흐름과 구조를 만들어 보는 구조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전달하려는 핵심메시지를 쓰고 그리고 말해보면서 보다 더 정확하고 정확한 메시지 전달방법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 표, 차트의 본질적 목적을 다시금 짚어보고 목적에 따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기업에서 자주 만들어야 하는 기본 항목들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패턴을 

직접 실습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작성 실무자에게는 메시지 결정에서 전개, 시각화에 이르는 작성과정 전반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새로운 

안목으로 보고·제안·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는 팀원에게 핵심 메시지를 제시하고 이후 전개하는 방법에 대한 길라잡이가 가능하며 시각화

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 프로젝트 리더십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과정특징 •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정보의 구조화, 시각화 실무 패턴을 제시하므로 현업에 돌아가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디자인 프로그램이 아닌 파워포인트만 있으면 누구나 기본 수준에 다다를 수 있고 수준에 따라 

다양한 전개도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 • 기업에서 작성을 담당하는 실무급 전체

• 작성을 실제로 하지 않지만 방향과 퍼실리테이션을 주도하는 팀장급 

학습구조

보고·제안·발표를 위한 
데이터 시각화와 인포그래픽 실무

데이터시각화

정보화 시각화

구조화

비주얼씽킹

인포그래픽

데이터시각화	또는

인포그래픽	패턴에

대입하기

적합한	구조화	

패턴	적용하기

정보의	오류	잡기

핵심	도축하기

연상하고	정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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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H
R
D

H
R
D

교육담당자 기본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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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부산 23-25 6-8 6-8 

호남 22-24
10-12 
부산 3-5 8-10 19-21 12-14 

부산 3-5
28-30 

호남 21-23 20-22 11-13 
부산 30-11/1 6-8 4-6 

호남 27-29

과정목적 본 과정은 교육업무 실무경험이 많지 않은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HRD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기를 다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HRD 업무의 특성과 더불어 교육담당자의 역할과 업무영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조직의 HRD 체계와 연간 HRD계획의 수립방법을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의 기획과 개발의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실제 교육과정 개발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의 운영과 평가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찾아내고, 역량개발을 위한 액션플랜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자신의 역할과 업무영역을 분명히 이해하여 효과적으로 교육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현업에서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익혀 교육담당자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현업지향적 HRD 실무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실전적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 HRD관련 기초이론을 다양한 학문분야와 연계하여 학습하며, 현장에서의 사례를 통하여 학습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하여 쌍방향 학습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 • HRD 실무담당 1년 미만 교육담당자

• HRD 기본기가 필요한 교육담당자 또는 희망자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HRD와

	 교육담당자

▶	6시간

1） 과정개요와 C.C Test •	사전	이해	테스트를	통해	HRD의	기본	개념을	파악한다.

2） HRD의 특성
•	HRD	개념과	특성을	확인한다.

•	성인학습자의	특성과	학습원리를	파악한다.

3） HRD의 발전 과정
•	최근	국내외	HRD	Trends를	정리한다.

•	최근	ATD	Trends를	확인한다.

4） 교육담당자의 업무영역
•	교육담당자의	Mission과	R&R을	정리한다.

•	교육담당자	업무영역	변화를	확인한다.

5） 교육용어 해설 •	교육담당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육용어를	파악한다.

2.	HRD의	

	 체계적	전개와	

HRD	계획	수립

▶	5시간

1） HRD체계 수립 이해
•	HRD체계의	구조와	가치를	파악한다.

•	HRD체계	수립	프로세스를	확인한다.

2） HRD체계 수립
•	교육전략(방침)과	과제를	설명하고	사례를	통해	실습한다.

•	실습	결과를	상호	공유한다.

3） 년간 HRD계획 수립
•	년간	HRD계획의	구성을	확인한다.

•	년간	HRD계획	수립	관련	제반	양식을	확인하고	작성을	실습한다.

3.	교육과정의	

	 전개

▶	7시간

1） 교육과정의 기획
•	교육과정	기획의	구성요소를	정리한다.

•	ISD	Model의	특징과	프로세스를	파악한다.

2） 교육과정의 개발

•	교육과정	개발의	개념을	이해한다.

•	교육	Needs분석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	실습한다.

•	교육설계의	방법을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	실습한다.

3） 교육과정의 운영
•	교육운영	프로세스와	교육준비	체크리스트를	설명한다.

•	교육기법	종류와	사용용도를	파악한다.

4） 교육 성과평가
•	교육평가의	용어,	개념을	정리한다.

•	교육평가	모델을	확인한다.

4.	HRDer의	

	 역량개발

▶	2시간

1） HRD 문제점 및 발전방향 •	현재	HRD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2） 교육담당자의 역량개발
•	교육담당자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성찰한다.

•	교육담당자의	역량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한다.

ISD	Model

Diagnostic 
Evaluation

HRD 업무이해 및 
교육담당자 R&R 

HRD Frame과
계획수립

HRD 발전방향
및 역량개발

Workbook
Application

분석

기획
평가 설계

실행 개발
T&D

HRD

WLP

Start

B
E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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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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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3 7 10 5 2 1 1

교육운영 실무

과정목적 본 과정은 교육운영 담당자가 교육운영을 함에 있어 갖춰야 할 지식·기술·태도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교육운영 담당자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역할인식과 자세에 대해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파악해야 할 요소와 계획수립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교육운영을 위해 요일 별·상황 별 필요 준비 항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수립한 운영계획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 종료 후, 결과물을 분석·정리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교육운영 담당자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 계획-준비-진행-보고 프로세스에 맞춘 보다 향상된 교육운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생생한 현장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운영의 핵심노하우를 제공받음으로써 바로 적용할 정보를 획득

합니다.

• 같은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이 모여 각자 현장에게 겪은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대상 •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담당자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교육운영

	 실무	이해

▶	1시간

1） 과정 도입 •	과정의	개요를	안내하고,	학습자간	Ice-breaking을	진행한다.

2） 교육운영자의 역할과 자세 •	교육과정	운영	중	운영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파악한다.

2.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	2시간

1） 교육과정 이해 중요성 •	운영할	교육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2） 과정이해 파악요소 •	교육과정	이해를	위해	파악해야	할	요소들을	분석한다.

3） 교육과정운영계획 •	교육운영	진행에	대한	운영계획	방법을	파악한다.

3.	교육과정

	 준비

▶	2시간

1） 교육과정 운영 준비 •	운영계획과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준비방법을	확인한다.

2） 교수의 선정·섭외·출강 

준비 지원
•	교수의	선정·섭외·출강	준비	지원	시	주의점에	대해	이해한다.

3） 고용보험 인·지정 신청  •	고용보험	인·지정	신청	업무의	수행절차와	방법을	파악한다.

4.	교육과정

	 진행

▶	2시간

1） 입과 전 학습자 관리 •	입과	전	학습자의	준비와	선행학습	활동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2） 과정 안내 •	일차별·과목별로	과정	안내와	학습자	질문에	대응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3） 과정 모니터링
•	학습의	흐름·콘텐츠·교수활동·교수매체·학습환경의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4） 학습 촉진 활동 •	교육과정	운영	중	학습분위기	조성과	학습효과	촉진에	필요한	스팟	기법을	실습한다.

5.	교육과정

	 결과보고

▶	1시간

1） 교육과정 운영결과 분석 •	교육과정	결과분석을	위한	방법을	이해한다.

2） 교육과정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	교육과정	운영결과보고서의	구성요소에	대해	파악한다.

•HRD에 대한 지식

•과정에 대한 지식

•학습자에 대한 이해

•오리엔테이션 스킬

•고용보험환급

•서류작성 스킬

•운영자의 역할과 

   태도에 대한 바른 인식

교육운영자 
Knowledge

교육운영자 
Skill

교육운영자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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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HRD전략	

수립

▶	5시간

1） 외부환경 분석
•	최근	HRD	Trends를	파악한다.

•	ATD에서의	HRD	Trends를	통해	향후	HRD의	방향성을	분석한다.

2） 내부환경 분석
•	비전,	미션,	경영이슈를	분석한다.

•	전략과제를	도출한다.

3） HRD전략

•	인재개발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	중장기	HRD	전략목표를	수립한다.

•	개인별로	HRD전략을	도출한다.

2.	중장기

	 HRD체계		

수립

▶	7시간

1） 중장기 HRD체계의 의의

•	중장기	HRD	체계의	의의를	파악한다.

•	중장기	HRD	체계의	Input과	Output을	분석한다.

•	HRD	환경분석	Tools을	실습한다.

2） 중장기 HRD needs 파악

•	Needs의	원천과	필요성을	토의한다.

•	중장기	HRD	Needs의	효과적인	수집	및	분석방법을	확인한다.

•	팀	별로	니즈를	파악하는	실습한다.

3） 중장기 HRD전략(방침) 

과제

•	HRD	전략(방침)과	과제의	개념을	파악한다.

•	HRD	전략(방침)과	과제의	작성요령을	실습한다.

3.	년도	HRD	

계획	수립

▶	8시간

1） 년도 HRD 계획
•	년도	HRD	계획	의의와	프로세스를	파악한다.

•	년도	HRD	Needs의	원천과	분석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한다.

2） 년도 HRD 전략(방침) 과제
•	년도	HRD	전략(방침)과	과제를	분석한다.

•	개인별로	자사의	년도	HRD전략과	과제를	도출한다.

3） 과정운영 계획
•	과정	운영계획	수립절차를	분석한다.	

•	각	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의한다.

4） HRD업무 발전계획
•	HRD	업무의	발전계획을	모색한다.	

•	각	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의한다.

5） 향후 HRD 방향
•	미래의	새로운	HRD	동향을	분석한다.	

•	교육담당자의	자격요건과	경력	개발에	대해	토의한다.

HRD 전략과 교육체계 수립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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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5 20-22 20-22 22-24 12-14 17-19 7-9 11-13 16-18

과정목적 본 과정은 HRD 전략과 교육체계 수립에 필요한 실무지식, 스킬, 태도를 단기간 내 습득함으로써 HRD가  

사업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경영전략과 HRD 간 Alignment의 중요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한 HRD전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HRD전략에 근거하여 교육체계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 HRD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HRD부서를 조직 내 전략적 파트너로 만들기 위한 기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조직 상황에 맞는 교육체계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갈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HRD의 이론과 실무를 학습할 수 있도록 Template이 제공되며, 개별 실습과 발표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받는 

행태로 과정이 운영됩니다.

• 국내 HRD분야 선진기업의 사례와 해외 일류기업 및 ATD 자료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실전능력을 제고 

하고 현업적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교육대상 • HRD 실무담당 1년 이상 교육담당자

• HRD 전략 및 교육체계 수립 담당자 관리자

학습구조

HRD 전략

내부환경
분석

외부환경
분석

중장기 교육체계/계획수립

년도 HRD 교육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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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과정개발

	 시작하기

▶	3시간

1） 출발!
•	‘난처한	과제’	자료를	분석하여	검토의견을	내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간	소개와	과정개발의	

의미를	이해한다.

2） 과정개발의 기본
•	과정개발의	원칙,	과정개발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조건을	제시한다.

•	교육과정의	종류와	과정개발의	결과물에	대해	제시한다.

3） 과정개발 계획의 수립

•	과정개발의	프로세스와	KMA	과정개발	Model을	제시한다.

•	Quick	Analysis의	개념과	Point를	제시한다.

•	과정개발	검토의견서와	과정개발	추진계획서	요소를	제시한다.

•	그룹단위로	실습주제를	선정하여	과정개발실습의	착수에	필요한	작업을	한다.

2.	분석	활동

	 따라잡기

▶	6시간

1） 분석 활동에 대하여

•	분석단계의	핵심활동과	산출물을	제시한다.

•	분석활동	관련	Tips을	사례를	활용하여	제시한다.

•	분석계획	수립단계에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2） 각종 분석 활동 •	각종	수집/분석활동	방법의	개요를	제시한다.

3.	설계	활동

	 따라잡기

▶9시간

1） 설계 활동에 대하여
•	설계단계의	핵심활동과	산출물을	제시한다.

•	설계활동	관련	Tips을	사례를	활용하여	제시한다.

2） 목표 기술 •	목표의	개념과	기술방법을	설명하고,	목표의	Hierarchy	작성	필요성을	사례로	제시한다.

3） 모듈과 학습내용의 

세부설계 

•	거시설계(모듈설계와	학습테마	설계)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실습	주제에	대해	거시설계	

실습을	한다.

•	미시설계(학습테마별	세부설계)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실습	주제에	대해	미시설계	실습을	한다.

•	평가전략에서	교육과정	평가와	모듈평가	세부계획에	이르기까지의	평가활동에	대해	

제시한다.

4） 설계의 마무리
•	설계구조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방법과	‘학습구조도’의	의의를	제시한다.

•	‘개발해야	할	교육자료	명세서’와	‘설계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한다.

4.	개발활동

	 따라잡기

▶	5시간

1） 개발활동에 대하여
•	개발단계의	핵심활동과	산출물을	제시한다.

•	개발활동	관련	Tips을	사례를	활용하여	제시한다.

2） 학습테마의 세부활동 개발 •	세부활동의	개발방법을	설명하고	‘학습테마	세부활동개발’	실습을	한다.

3） 교수매뉴얼, 교수매체의 

개발

•	교수매뉴얼의	의의와	작성	point를	설명하고,	‘교수매뉴얼	개발’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	교수매체의	의의와	교재의	개발	Point를	설명하고,	‘교재작성’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	슬라이드쇼	자료의	개발	Point를	설명하고,	‘슬라이드쇼	자료개발’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4） 개발의 마무리
•	(필요시)	평가도구	개발방법을	제시한다.

•	개발	평가	시	고려사항과	평가내용을	제시한다.

5.	과정개발

	 마무리

▶	1시간

1） 교수매뉴얼, 교수매체의 

제작

•	제작단계의	핵심활동과	산출물을	제시한다.

•	제작	단계의	문제	때문에	운영	단계에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제작활동	관련	Tips을	제시한다.

2） 실행과 평가
•	실행의	핵심활동과	활동	Point를	설명한다.

•	과정의	종합평가	및	개선의	핵심활동과	활동	Point를	제시한다.

3） 현업적용을 위하여 •	과정개발	학습내용의	현업적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시간 3일 24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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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 27-29 24-26 10-12 4-6 22-24

과정목적 교육이 사업의 전략적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조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도 반드시 사업상의 니즈와 

기업(기관)이 추구하는 가치 및 인재상을 반영하여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본 과정은 조직 내부에서 

자사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발능력과 자사 교육과정의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관리 활동을 효과

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기존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인재육성 목적과 실제 학습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과정의 

품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의 기획과 개발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과정개발자로서 직접 과정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의 기획과 개발 프로세스를 조직 내부에서 적용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사업상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교육과정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도록 하여 사내 HRD의 위상을 향상시킵니다. 

• HRD 팀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인, ‘교수 설계 (Instructional Design)’ 역량을 향상하고 보유하여 전문가 집단

으로 자리 매김 하도록 합니다. 

• 학습자들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타사의 과정 개발 사례들을 공유하도록 지원하여 보다 확대된 학습으로 

향후 HRD의 생산성을 높입니다.

과정특징 • 과정개발의 실무 노하우와 개발 프로세스의 관리 Point를 모두 습득할 수 있습니다.

• Off-line 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학습을 전개합니다. (필요 시 On-line 과정개발 상황도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음)

교육대상 • 현업에서 교육과정을 기획, 개발하거나 개발 프로세스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분

학습구조

과정개발 실무

분석 설계 개발 제작 실행 평가

Tips + 실습 Tips +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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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조직	내	

	 교육과		 	

성인학습

▶	2시간

1） 경험에서 배우자 •	교수활동	경험	또는	수강경험을	통해	성공과	실패	사례를	알아본다.

2） 조직 내 교육의 의의
•	사내교수가	활동해야	할	무대와	사내교수의	R&R을	이해한다.

•	최근	학습개념의	변화와	우리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3） 성인학습의 이해
•	성인학습의	기본원칙	3가지를	통해	성인학습의	특징을	이해한다.

•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사례를	들어	알아본다.

2.	교수계획과

	 교수기법

▶	4시간

1） 교수계획의 수립

•	교수계획의	의의를	이해하고	실습주제를	선정한다.

•	교수계획	수립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첫	단계인	교육	니즈	분석	방법을	이해한다.

•	학습	목적과	목표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습주제에	대해	학습	목적과	목표를	작성한다.	

•	학습목표	달성을	위한	학습내용을	정하고,	내용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2） 최적의 교수기법 선택과  

적용

•	학습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교수기법을	알아보고	실습해	본다.

•	교수계획	시안을	강의	실습과	연계해	작성한다.

3） 콘텐츠에 매력의 옷 

입히자

•	학습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가공하는	3가지	방법을	사례를	들어	

이해한다.

3.	실용적인	교안,	

교재,	슬라이드	

쇼	자료	만들기

▶	3시간

1） 교안과 교재의 작성
•	교안과	교재의	의의를	이해한다.

•	교안과	교재	작성	방법을	알아보고	강의	실습	주제와	연계하여	교안을	작성한다.

2） 슬라이드 쇼 자료 만들기

•	교수매체의	의의를	이해한다.

•	교수매체의	제작	방법을	알아보고	강의	실습	주제와	연계하여	슬라이드	쇼	자료를	

작성한다.

4.	교수실습과	

	 교수	스킬

▶	10시간

1） 교수실습

•	교수실습	방법에	따라	개인	or	팀	단위로	실제강의를	실습한다.

•	필요	시	강의장면을	녹화하여	모니터링	한다.

•		강의	강점과	약점을	피드백	하여	부족한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2） 학습상황 리드 스킬

•	강의	실습상황과	연계하여	학습상황	리드	스킬을	학습한다.

					-	교수활동의	기본	프레임

					-	교수활동의	세부	스킬

					-	학습상황	리드	스킬

5.	교육	Quality	

	 향상과	사내교수

▶	1시간

1） 효과적인 학습 지도
•	강의실습	후	자신을	성찰해	보며	자신의	강의	시	약점을	성찰해	본다.

•	교육의	Quality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아본다.

2） 사내교수의 자기계발

•	교수의	역할과	자세,	교수	전문가로서의	비전을	알아본다.

•	사내교수에게	요구되는	기본	역량과	자질,	품성에	대해	스스로	자기계발	Plan을	

작성해	본다.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4만원 / 비회원  60만원] / [2인 이상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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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8-10 5-7 15-17 
부산 29-31

7-9 
호남 19-21 12-14 9-11 

부산 28-30
20-22 
호남 4-6 25-27 6-8

과정목적 본 과정은 조직 내에서 사내교수로서 지식, 스킬, 태도를 조직구성원을 상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 스킬과 교수기법을 습득함으로써 사내교수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성인학습의 원리와 기법 등 교수활동에 필요한 이론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니즈를 파악하여 과목(과정)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 교수 기법과 교수 스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구사할 수 있습니다.

• 학습상황을 효과적으로 리드할 수 있습니다.

• 교수로서의 자신의 강점과 보완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사내교수의 의미와 R&R을 이해하고 필요한 역량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사내교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교수스킬과 교수기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사내교수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교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과정특징 • 학습이론과 교수 스킬 향상을 위한 접근방법을 산업교육 전문가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과정의 

독창적 설계와 학습효과 극대화를 모두 추구하였습니다.

•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집중교육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학습자 모두에게 실습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풍부한 자료와 사례를 제공합니다.

교육대상 • 현재 사내교수로 활동 중인 분으로 교수스킬과 교수기법을 강화하고 싶은 분

• 신임 사내교수로서 사내교수가 갖춰야 할 기본역량을 습득하고 싶은 분

• 아직 사내교수가 아니나 향후 사내교수로 활동하기 위해 미리 학습하고 싶은 분

학습구조

사내교수 양성

사내교수
교수
스킬

교수 
기법

교수계획, 교수실습(개인 or 팀) 및 피드백

성인학습 교수계획
교수기법
교수스킬

교수매체
개발

강의 및
피드백

사내교수
R & R

사내교수
자기계발

ISD	
Model

분석

ISD
평가 설계

실행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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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중심 성과지향 HRD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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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2 5 24 24 30 11 22

과정목적 최근 HRD는 “WLP(Workplace Learning & Performance)”를 기치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단순히 교육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 투자한 교육비용 이상의 효과를 창출해야 하는 

바, 본 과정은 현업중심의 성과지향 HRD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기 위해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HRD 변천과정과 현업중심 성과지향 HRD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현업중심 HRD Case Study를 통해 현업중심 HRD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성과지향 HRD의 대표적인 Intervention으로 Action Learning과 O.J.T의 상세내용을 배움으로써 성과지향 

HRD의 효과적인 방법들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 현업중심 성과지향 HRD의 허와 실을 알아보고 HRD의 진정한 Value가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교육담당자로서 기본 이론을 익히고 실제로 현업에서 교육업무를 진행하는데 현업중심 성과지향의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전사례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담당자로서 조직에 교육을 통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HRD의 전반적인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국내외 HRD Trends에서 “성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최근 ATD에서 발표한 현업중심 성과지향 HRD 자료를 통해 Case Study를 합니다.

• 현업중심 성과지향 HRD의 Value에 대해 허와 실의 균형감각을 갖도록 성찰합니다. 

교육대상 • 교육담당자자로서 교육을 통한 조직의 성과 기여에 관심이 있는 분

• 최근 HRD Hot Trends인 현업중심 성과지향 HRD에 관심이 있는 분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HRD	변천과

	 현업중심	

HRD

▶	2시간

1） ISD Model과 HRD 전략적 

구조

•	ADDIE	Model을	통해	HRD	전체를	조명한다.

•	전략적인	HRD	Framework을	이해한다.

2） Learning 2.0
•	HRD	Old	Paradigm과	New	Paradigm	비교를	통해	학습의	변천을	이해한다.

•	Informal	Learning	중요성을	인식한다.

3） HRD Paradigm Shift
•	Traditional	HRD와	New	HRD의	특성을	살펴보고,	현	주소를	인식한다.

•	T&D→HRD→WLP의	구조와	내용를	파악한다.

2.	현업중심	

HRD	Case	

Study

▶	2시간

1） 현업중심 HRD

•	HRD	Empowerment를	살펴본다.

•	Performance	Based	HRD를	살펴본다.

•	Customer	Sponsorship을	살펴본다.

2） 상시 교육체계
•	현업중심	상시	교육체계의	개념을	이해한다.

•	실제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3） Coaching 핵심가치C.D.P

•	Coaching	ATD	발표자료를	살펴본다.

•	핵심가치	공유	자료를	살펴본다.

•	C.D.P	자료를	살펴본다.

3.	성과지향	

HRD	

Intervention

▶	2시간

1） Action Learning

•	Action	Learning	History,	정의,	특징을	알아본다.

•	Action	Learning	준비와	구성요소를	알아본다.

•	Action	Learning	양식과	실제사례를	알아본다.

2） O.J.T

•	O.J.T의	개념,	장점	등을	알아본다.

•	O.J.T	지도사원	역할을	알아본다.

•	O.J.T	실제사례를	알아본다.

4.	현업중심		

성과지향	

HRD	Value

▶	2시간

1） 교육효과측정과 평가
•	교육을	통해	개선(향상)된	성과의	개념에	대해	이해한다.

•	Learning	Transfer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 성과지향 HRD 허와 실
•	성과평가	모델을	이해한다.

•	성과지향	HRD의	허와	실을	성찰한다.

협상진행
전술발휘

협상진행
전술발휘

협상진행
전술발휘

협상진행
전술발휘

	•ISD	Model

	•HRD	Paradigm	

	• 상시교육, WAY   

Coaching, CDP	

	• Action Learning

 •O.J.T 

	• Learning Transfer

 •  성과지향 HRD의   

허와 실 

Workplace Learning & Performance

T&D

HRD

WLP
ATD 사례 Workbook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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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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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5 26-28 28-30 16-18 27-29 27-29

교육효과 측정과 평가

과정목적 본 과정은 교육담당자로서 조직에서 교육에 대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교육효과 측정과 성과평가에 대한 

경영층의 주문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 효과측정 개념과 목적, 방법 및 도구와 특히 학습전이

를 통한 현업적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스킬을 습득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와 HRD Trends의 핵심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HRD 분야에서 “교육평가”의 개념과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평가모델을 알아보고 그 중 Kirkpatrick과 Jack Phillips의 평가모델을 중심으로 각 단계별 평가요소와 방법

에 대해 습득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교육 효과측정과 평가에 대한 올바른 개념정립과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숙달할 수 있습니다. 

• 교육효과가 가시적으로 측정되어 교육비용을 교육투자로 인식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을 비용이 아닌 진정한 인적자원 투자개념으로 인식하고, 교육효과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습

니다.

과정특징 • 최근 ATD, 국내외 전문교육기관, HRD Conference, 기업체 등의 교육평가와 관련된 최신 정보와 자료를 접

할 수 있습니다.

• 과정 전반부에서는 교육평가 이론, 후반부에서는 각 단계별 개별 실습을 통해서 현업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실전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교육대상 • 교육담당자로서 교육 효과측정을 통한 교육성과 부문에 관심이 있는 분

• 교육,인사담당자로서 성과관리 측면에서 교육평가 스킬을 학습하고 싶은 분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경영환경과	

	 HRD

▶	4시간

1） 경영환경과HRD의 역할

•	최근	Global	경영환경을	이해한다.

•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가	HRD	조직,	교육담당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역할을	

토의한다.

2） 최근 HRD Trends 고찰
•	최근	HRD	Trends를	파악한다.

•	ATD에서의	Measurement에	대한	주요	내용과	관심도를	이해한다.

3） 교육평가의 개념 이해
•	사전	이해	테스트를	통해	이해도를	촉진시킨다.

•	HRD의	기본	역량	수준을	알아본다.

2.	교육평가와

	 평가모델

▶	3시간

1） 교육평가
•	교육평가의	목적을	조직,	교육담당자,	학습자	차원에서	각각	알아본다.

•	교육평가의	개념과	유형,	기본용어를	알아본다.		

2） 교육평가 모델
•	교육평가	모델과	구성요소를	알아본다.

•	대표적인	두	유형의	평가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	교육평가

	 프로세스

▶	3시간

1） 단계1 : 교육 요구조사 •	교육의	출발인	교육요구조사를	명확히	하고	유효성을	파악한다.

2） 단계2 : 평가 목적/목표진술 •	평가목적/목표	진술을	위한	Point를	파악한다.

3） 단계3 : 평가 설계 선정 •	평가설계	선정을	위해	설계유형,	변인통제,	설계선정을	파악한다.

4） 단계 4 : 평가도구선정,제작
•	평가방법과	도구제작을	위해	평가도구	제작	Points와	도구(관찰법,	면접법,	설문지법	

등)를	파악한다.

5） 단계 5 : 평가자료수집
•	평가자료	수집을	위해	업무담당	확정,	평가시기	선정,	소요시간	추정,	평가장소	

확정,	필요자원	점검,	평가실시	전반에	대해	파악한다.

6） 단계 6 : 평가결과분석 •	평가결과	분석을	위해	채점작업,	득점	분석기법	등을	파악한다.

7） 단계 7 : 평가결과보고 및   

결과활용

•	평가결과	보고	및	활용을	위한	보고서	작성,	보고형식	결정,	평가결과	활용에	대해	

파악한다.

4.	교육평가

	 단계별	특성

▶	10시간

1） 1단계 : 반응/만족도 평가
•	1단계	평가의	개념과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사례를	제시한다.

•	평가영역과	방법을	이해하고	설문지	작성을	실습한다.

2） 2단계 : 학습/ 이해도 평가
•	2단계	평가의	개념과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사례를	제시한다.

•	평가영역과	방법을	이해하고,	난이도와	변별도를	실습한다.

3） 3단계 : 행동/적용도 평가
•	3단계	평가의	개념과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사례를	제시한다.

•	평가영역과	방법을	이해하고	설문지(다면평가)	작성을	실습한다.

4） 4단계 : 결과/기여도 평가
•	4단계	평가의	개념과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사례를	제시한다.

•	평가영역과	방법을	이해하고	교육	투자와	연계	하여	이해한다.

5） 교육비용과 투자관점

•	교육을	비용이	아닌	투자개념으로	이해한다.

•	평가영역,	방법을	이해하고	교육효과	계량화,	정량화	개념과	방법을	이해한다.

	※	Workbook	Screen	&	활용지침	공유

[실 습]

[성 찰]

[이 론]

Kirkpatrick, Jack Phillips

행동

교육
평가

학습

반응

결과

투자

교육평가 개념
교육평가 모델

효과적인 학습
경영성과 창출

Workbook
Application

Diagnostic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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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HRD	

Overview

▶	8시간

1） 특강 및 HRD Overview
•		HRD	트렌드와	이슈

	 -	HRD	3.0시대,	조직진화를	위한	HR전략과	HRDer의	역량

2.	HRD	

Practice

▶	40시간

			(각	8시간)

1） 역량모델링

•	역량모델링의	개발과	활용

•	역량모델링	단계별	실습

•	역량중심의	교육과정개발	및	역량평가	

2） 교육 요구분석  

(needs Analysis)

•	HRD	프로세스에서	요구분석의	이해

•	요구분석의	주요	단계,	모형	간	장단점	비교

•	요구분석	상황에	맞는	적합	모델	선택	노하우

•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구분석	현업적용	실습

•	한눈에	들어오는	핫(Hot)한	요구분석	툴

3） 교육과정설계

•	기업교육	프로그램개발	-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원리와	절차

•	프로그램	설계	단계와	단계별	실습

	 -	ADDIE,	Dick	&	Carey,	SAM(Successive	Approximation	Model)	

	 -	분석-설계-개발-제작-실행-평가

	 -	교수방법연구/교수학습환경설계/교육과정개발

	 -	실습,	발표	및	피드백

4） Facilitating & 교수 기법

•	남다른	퍼실리테이션	핵심	스킬	

•	까다로운	상황관리	및	실전실습

•	학습몰입을	끌어올리는	학습촉진과	동기부여	스킬

5） 교육효과 측정과 평가

•	(목적/전략/평가가	alignment된)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평가

•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효과적인	평가'	설계하기

•	혁신적	기업교육의	6가지	원칙에서	바라본	평가	설계

•	데이터	종류에	따른	데이터	수집기법	선정	노하우

•	평가문항	유형	및	유형별	분석방법	정리

•	'수준별	평가문항'	개발	실습

•	ROI	사례소개	및	분석/	SCM	목적	및	진행절차

3.	HRD	

Advanced

▶	12시간

1） 현업중심의 HRD제도기획 

및 활용 (8H)

•	현업	성과창출을	위한	HRD	제도

	 -	HRD변천과	현업중심	HRD

	 -	현업중심	HRD제도	사례공유

•	학습조직(CoP)	구축

•	현업성과창출	기법

	 -	Action	Learning	활용	사례와	적용방안

	 -	O.J.T활용	사례와	적용방안

	 -	현장	밀착형	Mentoring

•	현업중심	성과지향	HRD의	허와	실

2） 초일류를 추구하는  

HRD전략 (4H)

•	초일류를	추구하는	HRD전략(사례중심)

	 -	HRD전략	추진	및	실행	노하우

	 -	LMS시스템

교육시간 8주 6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50만원 / 비회원  270만원] / [2인 이상 - 회원  225만원 / 비회원  24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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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목적 지속되는 저성장과 극심한 경쟁, 일촉즉발의 위기가 도사리는 냉엄한 현실 속에 많은 기업들이 미래의 먹거리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육성’이야 말로 조직 생존과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조직생존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진짜 변화’는 전문성을 갖추고, 일류에게서 얻은 영감을 현장에서 

실현해 가는 속에 이루어집니다. 

KMA HRD전문가 과정을 통해 앞서가는 경영의 파트너로서 선제적, 능동적, 미래지향적 HRDer로 거듭나시길 바

랍니다.

학습목표 • 성과 중심의 HRD를 구축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국내외 HRD 선진사례를 접함으로써 현업 적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국내 및 글로벌 HRD 최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과정설계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전문가다운 역량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대학 교수진을 포함한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워킹 기회가 부여됩니다.

과정특징 • 각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 ATD 최신 Track에 기반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 전문가 집단 간의 토론 및 컨설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 HRD전문교육기관의 인프라와 네트워킹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 및 최고의 성공 사례를 활용하여 현업 적용 방안을 연구합니다.

교육대상 •  HRD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의 HRD부서장 또는 실무자(경력 4년 이상)

학습구조

[자격] HRD 전문가 과정

•현업중심 HRD제도기획 및 활용    •초일류를 추구하는 HRD전략

•역량모델링 •교육요구분석 •교육효과 •퍼실리테이션

•역량기반 교육체계 •교육과정설계 •측정과 평가

•교육요구분석 •교육효과 •퍼실리테이션

•'글로벌기업 벤치마팅 일본연수'(별도등록)  HRDiscovery 세미나(무료참가)

정규세션

특별세션

STEP 1

STEP 2

STEP 3

HRD Overview

HRD Practice (개념구조화우수사례 벤치마킹 현업적용 W/S 전문가코칭&피드백)

HRD Advanced (현업적용 심화)



훈련기관인증평가
3년인증 우수기관

직무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OA

Advanced

Intermediate

Basic

엑셀 비즈니스 
활용 고급

엑셀 VBA를 
활용한 자동화
문서 만들기

엑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심화

된다! 파워포인트 
능력자 Ⅰ

된다! 파워포인트 
능력자 Ⅱ

파워포인트 
비즈니스 
활용 실무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능력 향상

하루 만에 
끝내는 PPT 

핵심 기능 활용엑셀 & 
파워포인트
비즈니스 

실무

엑셀 비즈니스 
활용 실무

하루 만에 
끝내는 한글 
실무 활용

MS Office
(엑셀, 파워

포인트, 
워드) 

비즈니스 
활용 실무

하루만에 
끝내는

엑셀함수 마스터

엑셀 비즈니스 
활용 기초

웹오피스, 엑셀을 
활용한 고객

수요조사 분석과정

BEST

NEW

NEW

NEW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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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직
 무
O
A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기본기

	 다지기

▶	2시간

1） 데이터입력 •	빠르고	쉽게	보기	좋은	문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입력&서식	Tip

2） 셀서식 •	셀서식,	셀스타일,	표서식

3） 조건부서식 •	조건부서식으로	매출현황	한	눈에	파악하기

2.	다양한	종류의

	 함수,		 	

실무문서에	

	 적용하기

▶	4시간

1） 수식 작성요령 •	수식의	기본	-	상대참조,	절대참조,	기본	함수	익히기

2） 논리범주의 함수
•	논리	함수	–	IF,	다중IF,	AND,	OR	등

•	실무문서	–	논리함수로	승급대상자	판단

3） 텍스트 범주의 함수 •	텍스트	함수	-	LEFT,	MID,	RIGHT,	VALUE	등

4） 날짜 및 시간 범주의 함수
•	날짜	및	시간	함수	-	TODAY,	DATE,	DATEDIF

•	실무문서	–	주민번호로	신상정보	파악

5） 조건부연산 함수
•	조건부연산	함수	–	SUMIF,	COUNTIF,	AVERAGEIF,	SUMIFS	등

•	실무문서	–	부서별실적합계	산출

3.	비주얼차트

▶	1시간

1） 기본차트 •	상황에	따른	여러	종류별	차트	작성,	데이터	값	비교하기

2） 혼합형(콤보형) 차트 •	경쟁사분석을	위한	혼합형차트	–	막대와	꺾은선의	혼합

3） 이중축차트 •	최대값의	차이가	큰	데이터를	위한	이중축차트	작성

4） 방사형차트 •	설문결과를	방사형차트로	작성

5） 원차트 •	매장별	점유율	원차트로	작성

4.	데이터베이스

	 관련기능

▶	1시간

1） 정렬 •	정렬	–	원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데이터	정렬

2） 필터 •	필터	-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	검색하기

3） 부분합 •	부분합	-	그룹별	요약	결과	만들기

4） 피벗테이블 •	피벗테이블	-	년도별,	분기별,	월별	요약	결과	만들기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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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2 26 24 5 9 13 8 12

과정목적 비즈니스 활용의 핵심도구인 엑셀(Excel)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차별화된 서식 제작을 

가능케 함으로써, 탁월한 비즈니스 스킬을 제공합니다. 

엑셀을 기본적인 기능들을 학습하여 실무 문서에 적용하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효과적인 서식과 수식을 적용한 자동화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수치데이터를 비주얼 차트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 많은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익힐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엑셀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전반적으로 사용해 봄으로써 하루 만에 중급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실무문서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엑셀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실무에서 사용되는 서식위주로 강의가 진행 됩니다. 

• 강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무에서 바로 응용이 가능하도록 가이드 해드립니다. 

교육대상 •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길 원하시는 분

• 비즈니스 문서 제작 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엑셀을 잘 활용하기 원하는 분

학습구조

엑셀 비즈니스 활용 기초

엑셀 기초를 탄탄하게

유용한 사례 및 TIP

실무문서를 통한 실습

엑셀문서작성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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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직
 무
O
A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수식작성		

요령

▶	1시간

1） 수식과 함수의 기본기

•	수식작성	방법,	기본함수	사용

•	상대,	절대,	혼합	참조	이해	및	적용

•	함수	중첩하여	작성

2） 수식을 이용한 고급 

조건부서식 사용하기
•	수식을	이용한	고급	조건부	서식	지정

2.	고급함수	

	 작성	&	

	 실무문서

	 적용

▶	5시간

1） 찾기 참조 범주의 함수 •	찾기	참조	범주의	함수	–	VLOOKUP,	HLOOKUP,	INDEX,	MATCH

2） 조건부연산 함수 •	조건부연산	함수		-	SUMIF,	COUNTIF,	AVERAGEIF,	SUMIFS	등

3） 실무문서 자동화 활용

•	실무문서	–	“월별	브랜드별	매출현황표”	집계	작성

•	실무문서	–	“거래명세표”	문서	완성

•	실무문서	–	“재직	및	경력	증명서”	자동화

3.	배열수식	

	 이해

▶	4시간

1） 배열수식의 이해 & 

수식입력하기

•	배열	수식	개념	이해

•	배열	수식	입력하기

2） AnD, OR 논리연산 작성 •	AND,	OR	논리연산	이해	및	작성

3） 배열수식으로 얻어내는 

조건부 요약결과

•	배열수식을	이용한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을	지정해	얻어내는	요약	연산	결과

•	함수로	처리할	수	없는	다양한	조건	배열수식으로	작성하기

4.	비즈니스

	 차트

▶	2시간

1） 이중축차트

•	상황에	따른	여러	종류별	차트	작성

•	값을	나란히	비교하는	차트

•	목표	대비	실적	값을	표현하는	차트

2） 콤보형차트
•	평균	이상	또는	미만일	때	표식의	색상	변경

•	막대와	꺾은선이	혼합된	콤보형	차트

3） 간트차트 •	날짜	데이터를	항목축으로	사용하여	간트차트(프로젝트	일정표)	작성

5.	데이터베이스

	 기능

	 매크로연결

▶	3시간

1） 데이터베이스 기능 

활용하기 - 정렬,필터,

부분합

•	정렬,	필터	기능	사용하기		-	SUBTOTAL	함수	이용	문서완성

•	고급필터를	이용한	복잡한	조건의	검색	결과

•	부분합과	중첩하여	작성하기	-	화면에	보이는대로	복사

2） 매크로의 개요
•	매크로의	개념	이해

•	매크로	기록	&	실행,	실행도구	또는	단추삽입

3） 고급필터와 매크로를 

연결한 자동화 문서완성
•	고급필터와	매크로를	연결하여	자동화된	검색	프로그램	작성하기

6.	피벗테이블

	 활용

▶	1시간

1） 피벗테이블 이해 •	피벗테이블에	대한	이해

2） 피벗테이블 레이아웃 구성 •	피벗테이블	레이아웃	행,	열,	값	구성

3） 필드정렬 & 추출
•	원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

•	조건에	만족하는	결과만	추출

4） 계산필드 추가
•	계산필드,	계산항목,	그룹필드	작성		

•	값	표시	형식을	이용한	데이터	집계	방법

5） 다중범위 피벗테이블 •	다중범위를	이용한	피벗테이블	구현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4만원 / 비회원  50만원] / [2인 이상 - 회원  42만원 / 비회원  48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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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 23-24 23-24 
호남 9-10 27-28 25-26 12-13 

부산15-16 6-7 10-11 14-15 11-12 
호남 26-27

9-10 
부산14-15 13-14

과정목적 비즈니스 활용의 핵심도구인 엑셀(Excel)을 활용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자동화된 서식 제작을 

가능케 함으로써 탁월한 비즈니스 스킬을 제공합니다.

학습목표 • 고급함수들을 이해하여 실무문서에 적용하고 결과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차별화된 배열수식 작성으로 다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차트의 아이디어를 얻고, 다양한 형식의 차트를 직접 구현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기능을 매크로와 연결하여 사용하며 자동화합니다.

기대효과 • 단순한 수식의 작성만이 아닌 분석적 사고 하에 엑셀을 활용하여 보다 세련되고, 인상적이고, 효율적인 

차트와 데이터 분석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엑셀의 주요 기능과 함수, 매크로 등을 이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과정특징 • 1인 1대 노트북을 제공하고 100% 실습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업무활용도를 높였습니다.

• 강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무에서 바로 응용이 가능하도록 가이드 해드립니다.

교육대상 • 엑셀 비즈니스 활용 기초과정을 수료하신 분

• 엑셀의 기초적인 기능들은 물론 고급함수와 세련된 서식을 이용한 비즈니스 문서 작성을 원하시는 분

• 엑셀 활용 스킬을 높이고자 하는 분

학습구조

엑셀 비즈니스 활용 실무

엑셀 
파워 유저
비즈니스
 스킬 업 

엑셀 기본기능 엑셀 고급기능

•다양한 서식지정

•함수를 이용한 수식작성

•비주얼 차트

•데이터베이스 기본 기능

•효과적인 배열수식 작성

• 양식컨트롤을 활용한 

유동범위 차트

• 매크로와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자동화

B
E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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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O
A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서식	기능

	 활용	문서		

작성

▶	2시간

1） 이동 옵션 활용 및 문서 

보호

•	이동	옵션을	이해하고	이동옵션을	활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

•	특정	셀	보호	기능을	이해하고	수식이	있는	셀을	보호하여	문서를	작성한다.

2） 주식 시세표
•	표시형식	및	조건부	서식	기능을	이해한다.

•	서식	기능들이	활용된	주식	시세표	문서를	작성한다.

2.	함수	활용		

문서	작성

▶	4시간

1） 기본 함수 활용 문서

•	3차원	수식	작성	기능을	이해한다.

•	여러	범위를	참조한	문서	작성을	실습한다.

•	SUM	,	COUNT,	RANK	함수	활용

2） 텍스트 함수 활용 문서 •	텍스트	함수를	활용한	구매	발주서	문서를	작성한다.

3） 찾기/참조 함수 활용 문서

•	찾기/참조	함수	활용한	여비,교통비	지불증	문서를	작성한다.

•	INDEX,MATCHT	함수를	활용하여	제품사진과	정보를	가져오는	제품	소개서	문서를	

작성한다.

3.	양식	도구	

활용	문서

▶	2시간

1） 배열수식
•	배열수식을	이해한다.

•	배열수식과	양식도구를	활용한	부서별	교육	성적	조회	문서를	작성한다.

2） 차트
•	양식도구를	활용한	차트를	작성한다.

•	부서별	판매실적	차트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한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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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7 10 16 13 15

과정목적 본 과정은 단편적으로 사용되었던 엑셀 기능의 고급활용법을 익혀 엑셀의 기능들을 활용하여 간단한 작업으로 

결과값이 자동 도출되는 다양한 자동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습위주의 내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기본 서식들이 활용된 문서를 작성합니다.

• 다양한 함수를 활용한 각종 양식문서들을 작성합니다.

• 양식 도구를 활용한 자동화 문서를 작성합니다.

기대효과 • 다양한 서식 문서, 자동화 문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 실무에 바로 적용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실무 문서 작성 실습을 통해 엑셀의 고급 기능들을 익힐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엑셀 기본, 중급 과정 수료한 분

• 엑셀의 기능들을 알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분

• 자동화된 문서를 만들어 활용하고 싶은 분

학습구조

엑셀 비즈니스 활용 고급

엑셀
기능 이해

고급 기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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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9 14 20 27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함수	기본

▶	2시간

1） 엑셀 개념

•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활용한	연산을	이해한다.

•	간단한	수식을	활용해	실무	문서	작성을	실습한다.

•	수식	작성에	필요한	이름	정의	기능을	이해한다.

2） 함수 기본
•	실무	문서를	작성하면서	기본	함수	개념	및	활용	방법을	이해한다.

(SUM,AVGERAGE,MAX,MIN,COUNT)

2.	유형별	함수

▶	4시간

1） 판단 함수
•	IF,	AND,	OR	함수를	이해한다.

•	판단함수를	활용한	실무	문서를	작성한다.

2） 문자열 함수
•	문자열	함수(LEFT,RIGHT,MIN,REPT)를	이해한다.

•	문자열	함수를	활용한	데이터	편집을	실습한다.

3） 통계 함수
•	통계함수(COUNT,COUNTIF,SUM,SUMIF,AVERAGEIF)를	이해한다.

•	통계함수를	활용하여	데이터	집계표를	작성한다.

4） 날짜 함수 찾기/참조 함수
•	날짜	함수(YEAR,MONTH,DAY,DATEDIF)를	이해한다.

•	찾기/참조	함수(VLOOKUP,HLOOKUP)를	활용하여	견적서를	작성한다.

3.	자동화	문서

▶	2시간

1） 양식 도구
•	양식	도구를	이해한다.

•	양식	도구를	활용한	문서를	작성한다.

2） 함수와 양식 도구 연결 •	양식	도구로	작성된	문서와	함수를	연결하여	자동화	문서를	작성한다.

과정목적 업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본 함수와 작업시간을 몰라보게 줄일 수 있는 중·고급 함수 사용법을 익

히고, 다양한 함수를 활용해 자동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기본 함수를 익히고 활용할 수 있는 Tip을 정리합니다.

• 유형별 함수를 익히고 실무 문서를 작성합니다.

• 함수를 활용한 자동화 문서를 작성합니다.

기대효과 • 함수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함수를 활용한 다양한 자동화 문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함수만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기본개념부터 활용법까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함수 활용 방법을 알기를 원하는 분

• 함수를 실무 문서에 적용시켜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분

학습구조

하루 만에 끝내는 엑셀 함수 마스터

기본함수

중·고급
함수

실무 적용
실습

자동화

서식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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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매크로란

	 -이해하고

	 활용하기

▶	2시간

1） 매크로 제대로 활용하기

•	매크로	기록하기

•	매크로	실행하기	-	도구모음	등록,	단추	삽입

•	매크로	수정하기

•	매크로	삭제하기

•	상대참조,	절대참조	매크로	작성하기	-	차이점	이해하기

2） 데이터검색 프로그램 작성 •	고급필터	기능을	활용	데이터	검색	프로그램

2.	매크로와

	 VBA	이해

▶	2시간

1） VBA편집기 •	VBA편집기의	구조	이해

2） VBA기본
•	편집기를	이용한	직접	코딩의	연습,	시트와	연결하여	실행단추	삽입

•	종류별	VBA	프로시저	작성과	실행방법

3） 데이터 요약 자동 

프로그램
•	부분합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기준으로	데이터	그룹화	및	요약	연산	결과	만들기

3.	VBA

	 문법작성	1

	 –변수&상수

▶	2시간

1） 변수와 상수의 개념

•	변수의	종류	-	정수형,	논리형,	문자열형,	가변형,	개체형

•	변수의	유효범위	-	지역,	전역

•	상수의	종류	-	내장상수,	사용자정의	상수

2） 배열 사용하기 •	배열	-	다차원배열,	동적배열

3） 연산자 사용하기 •	연산자	사용하기	-	산술,	관계,	논리,	연결	연산자	활용하기

4.	VBA개체

		 다루기

▶	4시간

1） 셀 다루기 •	셀을	다루는	속성과	메소드들

2） 워크시트 다루기 •	워크시트를	다루는	속성,	메소드,	이벤트들

3） 워크북과 창 다루기
•	워크북을	다루는	속성과	메소드들

•	창을	다루는	속성과	메소드들

4） 엑셀과 차트 다루기
•	엑셀을	다루는	속성과	메소드들

•	차트를	다루는	속성과	메소드,	이벤트들

5.	VBA

	 문법작성	2

	 –제어문활용

▶	4시간

1） 조건문 •	조건문의	구조	이해	및	코딩

2） 반복문 •	반복문의	구조	이해	및	코딩

3） 프로시저와 함수 •	프로시저와	함수

4） 제어문활용 예 •	제어문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예	–	사원정보	입력	및	검색

6.	사용자정의

	 폼	디자인

▶	2시간

1） 사용자정의 폼 디자인 •	사용자정의	폼	디자인하기

2） 각 개체에 대하여 코딩
•	컨트롤의	종류	및	사용방법	파악하고	용도에	맞게	골라	폼	디자인하기

•	코드를	입력하여	폼과	시트간의	연결하기

7.	실무

	 프로그램의	예

▶	4시간

1） 판매내역 입력, 조회, 수정 

프로그램

•	시트에	입력,	수정,	삭제	버튼을	만들고	그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으로	모든	작업이	처리	

되어지는	프로그램	작성하기

2） 사원명부 입력, 조회, 수정 

프로그램

•	사용자	정의	폼을	디자인하여	자동으로	입력,	수정,	삭제	등의	레코드	관리	작업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작성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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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17-19 10-12 6-8 13-15 4-6

과정목적 VBA를 이용하여 필요한 코드의 내용을 작성하고 엑셀 시트와 연계하여 실행함으로써 기존에 사용하던 엑셀

보다 더욱 자동화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VBA의 기본 개념을 알아 엑셀 매크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 VBA로 프로그래밍하여 엑셀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함은 물론 필요한 기능을 추가로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문서의 자동화를 이룰 수 있게 합니다.

• 사용자정의 폼을 통하여 데이터 입력, 조회, 수정, 삭제 등의 작업을 대화상자를 이용하여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작성할 수 있게 합니다. 

기대효과 • 업무에 꼭 필요한 툴인 엑셀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므로 교육 후 현업에서 반드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 VBA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고급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100% 실습으로 운영되는 과정으로 본인이 직접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하면서 수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 여러 가지 사례를 직접 실습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부분을 잘 선택하여 본인의 업무

에 적용함으로써 교육 후에는 엑셀의 고급 사용자가 되어 있음을 스스로 만족하게 됩니다.

교육대상 • 엑셀 고급 사용자로 다양한 엑셀의 기능들을 직접 프로그래밍 하여 만들고 등록하여 사용하려는 분

학습구조

엑셀 VBA를 활용한 자동화문서 만들기

자동화 된
문서의
완성

매크로

VBA

엑셀 워크시트에

양식 도구로 적용

사용자 정의 폼 

대화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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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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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통계	이론

▶	1시간

1） 데이터 분석 개념 •	데이터분석의	중요성,	활용범위를	이해한다.

2） 기초 통계 개념 •	기술통계,	추론통계에	대한	이론을	이해한다.

2.	웹	오피스,

	 설문지	작성

▶	3시간

1） 웹 오피스 개념 •	웹	오피스의	장점,	한계점,	작성	시	유의점을	이해한다.

2） 설문지 작성 이론 •	설문지의	중요성,	작성	순서를	이해한다.

3） 설문지 작성 실습 •	설문지	작성을	실습한다.

4） 웹 오피스 실습 •	웹	오피스를	활용한	설문지	구성을	실습한다.

3.	엑셀	기본

▶	2시간
1） 엑셀 활용 •	웹	오피스	응답	결과의	엑셀	분석을	실습한다.

4.	데이터	분석

▶	2시간

1） 자료 표준화 •	웹	오피스	응답	자료의	특징	및	정리를	실습한다.

2） 기초 통계 •	평균,	분산,	중앙값	분석을	실습한다.

3） 도수 분석 •	응답	도수,	분포	분석을	실습한다.

4） 응답 신뢰도 분석 •	응답자의	내적일관성	평가	분석을	실습한다.

5） 분할표 분석 •	엑셀을	이용한	교차빈도,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실습하고,	해석한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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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3 31 23 18

웹오피스, 
엑셀을 활용한 고객 수요조사 분석과정 

과정목적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고객 대상의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본 과정은 웹 오피스의 설문조사 기능을 습득하고, 수집된 자료의 기초 데이터 분석을 습득하는데 그 목적

이 있습니다.

학습목표 • 웹 설문조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기업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웹 

오피스(구글독스, 네이버 폼)의 설문조사 기능을 습득합니다.

• 웹오피스를 활용한 고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초급 수준의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데이터 관리, 빈도

분석, 교차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빅데이터,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능력 단계 이전에 초급 수준의 기초적인 데이터 수집, 관리, 정리, 활

용적 측면을 증대시킵니다.

• 고객 수요조사 결과의 효율적인 빈도, 교차 외 각종 통계 분석을 실시 후 각종 마케팅 전략, 기획에 필요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고객 수요조사를 위한, 설문지(조사표) 작성, 웹 오피스 적용 시 유의 사항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 엑셀 매크로, 함수 제작 및 교육이 아니라 기존의 함수, 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데이터의 관리, 실무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제공합니다.

•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엑셀 서식을 제공합니다. 

교육대상 • 소비자 수요조사를 통한 전략을 도출하는 전략기획담당자 

• 교육 후의 교육 만족도를 수집 및 평가하는 교육담당자 

• 고객의 반응 정도를 모니터링하여 분석하는 홍보, 마케팅 담당자

학습구조

교육 수요/
만족도 조사

고객 설문 
조사수집 
및 정리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한 
기업 목표 

설정

데이터 분석
능력 향상

고객 설문 
조사, 

교육 수요 
조사

의사 결정
정보 생산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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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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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 6-7 24-25 11-12 29-30 17-18 21-22 26-27 16-17 21-22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데이터	분석

	 이론

▶	4시간

1） 데이터의 개념 •	데이터의	중요성,	활용성을	이해한다.

2） 데이터 입력 및 정선화 •	데이터	입력과	정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3） 기술통계, 추리통계 개념 •	대표값,	산포도,	비대칭도를	이해한다.

4） 추정과 가설검정 •	신뢰수준,	유의수준,	유의확률을	이해한다.

2.	엑셀	기본

▶	2시간

1） 엑셀 개요 •	엑셀	데이터	분석의	유의점,	주요	사항을	이해한다.

2） KESS 설치 •	엑셀	데이터	분석의	모듈을	설치하고,	장단점을	실습한다.

3） 엑셀 기초 •	엑셀	데이터	분석에	주로	사용하는	함수,	활용	키를	실습한다.

3.	데이터	분석	1

▶	3시간

1） 데이터 검증과 변환 •	수집된	데이터의	규격화,	통계적	변환을	실습한다.

2） 기술통계 •	엑셀을	활용한	기초	통계량을	분석,	실습한다.

3） 빈도분석 •	빈도분석	결과를	실습하고,	해석한다.

4） 신뢰도분석
•	신뢰도	분석의	개념을	이해한다.

•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한	신뢰도	분석을	실습하고,	해석한다.

5） 교차분석
•	교차분석의	개념을	이해한다.

•	피벗테이블과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한	실습과	결과를	해석한다.

4.	데이터	분석	2

▶	5시간

1） t-test
•	평균차이	검정에	대해	이해한다.

•	독립표본	t-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을	실습하고,	결과를	해석한다.

2） 분산분석
•	일원배치분산분석의	이론을	이해한다.

•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습하고,	결과를	해석한다.

3） 상관분석
•	상관분석의	이론을	이해한다.

•	상관분석을	실습하고,	결과를	해석한다.

4） 회귀분석
•	회귀분석의	이론을	이해한다.

•	회귀분석을	실습하고,	결과를	해석한다.

5.	데이터	분석

	 실습

▶	2시간

1） 기업 재무 데이터 실습 •	기업	재무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해석한다.

2） 인적 데이터 실습 •	기업	인적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해석한다.

과정목적 많은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통계 프로그램과 전담 인력 배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과정은 기업 내부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생산을 위해, 고가의 통계프로그램이 아닌 엑셀을 활용

하여 기업 내부 인력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빅 데이터 분석 이전의 기초적인 데이터 수집, 관리, 정리, 활용적 측면을 증대시킵니다. 

• 엑셀 중급 수준 이상의 데이터 분석 과정으로 실무에서의 데이터 관리,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함수 및 매크로가 아닌 엑셀의 통계 메뉴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실무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 방법을 중점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고가 프로그램이 아닌 엑셀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관리, 분석하는 방법 뿐 아니라 분석한 결과를 업무에 

활용하는 절차를 자동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Excel을 통한 자료의 정리, 관리, 분석 과정을 과학적으로 수행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NCS 마케팅 통계분야를 기반으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엑셀 서식을 제공합니다. 

• 다양한 기업의 내부 자료, 실제 조사 데이터를 반복 실습하여, 실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교육대상 • 회사에 확보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1일 데이터를 월/분기/연 단위를 도출)하고자 하는 

실무자 

•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매출의 영향 요인 발굴, 예측이 필요한 영업/관리/기획 담당자 

• 리스크 감소, 개선이 필요한 요인 발굴, 교육 이후의 효과 분석 등 교육 담당 실무자

학습구조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능력 향상

기업 내부 
정보의 규격화

고객 자료/
외부 자료 

수집 및 정리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한 
기업 목표 

설정

데이터 분석
능력 향상

기업 내부 
자료, 

고객 자료 
수집/관리자

의사 결정
정보 생산

데이터 수집

데이터 규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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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과학적	조사/분석	

이론

▶	4시간

1） 과학적 조사/분석 개념 •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중요성,	활용성을	이해한다.

2） 자료 입력 및 규격화 •	자료의	형태와	입력,	정리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3） 데이터 분석 기초 •	대표값,	산포도,	비대칭도에	대해	이해한다.

4） 추정과 가설검정 •	신뢰수준,	유의수준,	유의확률을	이해한다.

2.	엑셀	기본

▶	2시간

1） 엑셀 기본 활용 •	엑셀	데이터	분석의	장점,	주의	사항,	주요	활용	키를	실습한다.

2） KESS 설치 •	엑셀	데이터	분석의	모듈을	설치하고	장단점을	실습한다.

3.	데이터	분석	1

▶	3시간

1） 데이터 검증과 변환 •	수집된	데이터의	검증,	변환을	실습한다.

2） 기술통계 •	엑셀을	활용한	기술	통계량을	분석,	실습,	해석한다.

3） 빈도분석 •	빈도분석	결과를	실습하고,	해석한다.

4） 신뢰도분석
•	신뢰도	분석의	개념을	이해한다.

•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한	신뢰도	분석을	실습하고	분석자로서	해석한다.

5） 교차분석
•	교차분석의	개념을	이해한다.

•	피벗테이블과	데이터	분석	기능을	통한	실습과	결과를	해석한다.

4.	데이터	분석	2

▶	5시간

1） t-test
•	평균차이	검정에	대해	이해한다.

•	독립표본	t-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을	실습하고	결과를	해석한다.

2） 분산분석
•	일원배치분산분석의	이론을	이해한다.

•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습하고,	결과를	해석한다.

3） 상관분석
•	상관분석의	이론을	이해한다.

•	상관분석을	실습하고	결과를	해석한다.

4） 회귀분석
•	회귀분석의	이론을	이해한다.

•	회귀분석을	실습하고	결과를	해석한다.

5.	데이터	분석	실습

▶	2시간

1） nPS, TEXT 네트워크 분석 •	순	고객	추천	지수(NPS)와	TEXT	연계	분석을	실습하고,	해석한다.

2） 기업 매출, 소비자 데이터 

실습
•	기업	매출	및	소비자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해석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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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2-23 3-4 7-8

과정목적 최근의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해 기업의 내부/외부 자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는 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엑셀을 활용하여 기업 내부에서 확보 가능한 데이터의 중요성과 

표준화 과정, 분석 과정을 통해 기업 내부 문제점 개선 정책과 의사 결정 정보를 생산을 그 목적으로 설정

하고 있습니다.

학습목표 • 어려운 엑셀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엑셀의 통계 메뉴를 활용하여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실무자가 원하

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 방법을 중점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 과학적 자료 수집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전략을 도출하는 임직원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합니다. 

기대효과 • 기업 내부 자료의 표준화, 정교화가 가능하고 기업 외부 자료 수집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 기초적인 데이터 수집, 관리, 정리 외에도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고급적인 데이터 관리, 평균 비교 분석, 

회귀 분석 등의 측면을 증대 시킬 수 있습니다.

• 각종 마케팅 전략, 기획에 필요한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엑셀 서식을 제공합니다.(함수 및 매크로 교육 아님)

• NCS 마케팅 통계 기초의 능력 단위를 반영하고, 다양한 자료의 반복 학습으로 실무에 즉각적 적용이 가능

한 교과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자료 수집 및 데이터 통계 분석 기법 반복 학습으로 기업 내부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확장 및 정교화 시킬 수 있습니다. 

• 교육 수료 이후에도 강사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분석, 기획 업무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기업 데이터 관리, 수집, 분석 실무 담당자 

• 홍보 분석, 설문조사, 반응 정도를 통한 분석, 기획 담당자, Text 연계 분석 담당자

•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매출의 영향 요인 발굴, 예측이 필요한 영업/관리/기획 담당자 

• 리스크 감소, 개선이 필요한 요인 발굴, 교육 효과 분석 등 담당 실무자

학습구조

엑셀 데이터 분석 전문가 심화

기업 내부 
정보분석

고객 자료/외부 
자료 

수집 및 분석

기업 전략, 
목표 설정

데이터 분석
능력 향상

기업 전략, 
내부 자료, 

고객 자료 수집/
관리자

의사 결정
정보 생산

데이터 분석

nCS 반영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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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엑셀	기본기	다지기

▶	2시간

1） 데이터입력Tip •	데이터	입력	Tip,	자동	채우기	옵션

2） 서식지정

•	작성된	데이터에	서식	지정하여	보기	좋은	문서	작성

•	셀	서식	(셀	스타일,	표	서식)

•	인쇄	옵션	설정하여	보기	좋게	인쇄하기

2.	다양한	함수,

	 실무문서에	

	 적용하기

▶	4시간

1） 수식 작성의 기본
•	기본	함수	사용하기	-	SUM,	AVERAGE,	COUNT,	MAX,	MIN

•	상대참조와	절대참조	개념	이해하기

2） 조건부 수식을 이용 데이터 요약 & 

집계 결과 표시

•	논리함수	사용하여	조건	지정하기(	IF)

•	조건부	합계	SUMIF,	조건부	건수	COUNTIF,	조건부평균	AVERAGEIF	등

3） 텍스트 함수 •	텍스트	함수	-	LEFT,	MID,	RIGHT,	VALUE	등

4） 날짜 및 시간 함수 •	날짜	및	시간	함수	-	TODAY,	DATE,	DATEDIF

5） 찾기/참조 함수 •	찾기/참조	함수	–	VLOOKUP,	HLOOKUP	등

3.	비주얼차트

▶	1시간

1） 기본차트 •	상황에	따른	여러	종류별	차트	작성,	데이터	값	비교

2） 혼합형차트 •	경쟁사분석을	위한	혼합형차트

3） 이중축차트 •	최대값의	차이가	큰	데이터를	위한	이중축차트

4） 방사형차트 •	설문결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사형차트

5） 원차트 •	매장별	점유율을	비교할	수	있는	원차트

4.	정보분석	&

	 그룹별	요약

▶	1시간

1） 데이터베이스관리 기능 - 정렬

•	데이터	값에	따른	정렬	–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지정	정렬

•	셀	색에	의한	정렬

•	셀	아이콘에	의한	정렬

2） 정보분석 -필터 •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	검색	–	필터

3） 그룹별요약 •	데이터	분석	&	요약	–	부분합,	피벗테이블

5.	파워포인트

	 -	프레젠테이션	개요

▶	1시간

1） 프레젠테이션의 개요
•	프레젠테이션이란?

•	청중을	사로잡는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노하우

6.	종류별	개체들의

	 효과적인	사용법

▶	6시간

1） 텍스트디자인
•	가독성을	높이는	텍스트디자인	요령	&	작성

•	강조하는	텍스트	–	워드아트를	활용한	타이포그래피

2） 다이어그램 디자인
•	도형	드로잉	스킬	–	복사와	복제의	차이

•	한눈에	들어오는	레이아웃	구현		–	다이어그램	디자인	요령

3） 표 디자인
•	청중의	이해를	돕는	표

•	도형을	이용한	높은	시각적	효과의	표	디자인

4） 차트 디자인
•	유형별	차트	-	수치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차트	삽입

•	도형을	이용한	비주얼	차트	디자인

5） 이미지활용
•	이미지활용하기	-	그림파일,	온라인그림,	도형을	이용한	이미지	삽입	및	

활용

6） 멀티미디어로 강조하기

•	동영상,	소리	편집하여	삽입	및	활용

•	프레젠테이션	설명	녹음하기	

•	배경음악과	나래이션	함께	설정하기

7.	다이나믹하게

	 보여주는	쇼	설정

▶	1시간

1） 쇼에서 사용하는 효과
•	다양한	슬라이드	쇼	연출	

•	화면전환,	애니메이션,	하이퍼링크	

•	효과적인	애니메이션	테크닉

2） 효과적인 마스터 활용
•	슬라이드	마스터	사용

•	효과적인	마스터	활용	-	마스터를	이용한	배경	템플릿	제작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4만원 / 비회원  50만원] / [2인 이상 - 회원  42만원 / 비회원  48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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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27-28 17-18 29-30 27-28 30-31

과정목적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함께 익힐 수 있는 과정으로

용도에 따라 올바른 툴의 선택과 목적에 맞는 효과적인 문서를 잘 작성할 수 있게 합니다.  

학습목표 • 엑셀의 다양한 함수들을 경험하며 올바른 결과를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게 합니다.

• 비즈니스 차트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비주얼 차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 많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도구들을 익힐 수 있습니다.

•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청중을 사로잡는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 종류별 개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잘 만든 문서를 잘 보여주기 위한 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엑셀과 파워포인트의 전반적인 기능들을 골고루 익힐 수 있습니다.

• 업무용 문서를 이용해 실습을 통한 학습으로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과정특징 • 1인 1대 노트북을 제공하고, 100% 실습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업무활용도를 높였습니다.

• 강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무에서 바로 응용이 가능하도록 가이드 해드립니다

• 교수자와의 직접적인 Q&A를 통해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궁금하고 답답했던 부분들을 시원하게 해소해드

립니다.

교육대상 •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업무에 잘 활용하고 싶은 분

• 엑셀의 기초적인 기능들은 물론 함수와 세련된 서식을 이용한 비즈니스 문서 작성을 원하는 분

• 세련된 디자인의 파워포인트 문서를 통해 프레젠테이션을 성공하고 싶은 분

학습구조

엑셀 & 파워포인트 비즈니스 실무

엑셀
파워

포인트

비즈니스
문서작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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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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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엑셀	기본기	다지기

▶	2시간

1） 데이터입력Tip •	데이터	입력	Tip,	자동채우기	옵션

2） 서식지정
•	작성된	데이터에	서식	지정하여	보기	

좋은	문서	작성
•	셀	서식	(셀	스타일,	표	서식)

•	인쇄	옵션	설정하여	보기	좋게	인쇄하기

2.	다양한	함수,

	 실무문서에		

적용하기

▶	4시간

1） 수식 작성의 기본
•	기본	함수	사용하기	-	SUM,	

AVERAGE,	COUNT,	MAX,	MIN
•	상대참조와	절대참조	개념	이해하기

2） 조건부 수식을 이용 데이터 요약 & 
집계 결과 표시

•	논리함수	사용하여	조건	지정하기(IF)	
					-	조건부	합계	SUMIF,	조건부	건수	COUNTIF,	조건부평균	AVERAGEIF	등

3） 텍스트 함수 •	텍스트	함수	-	LEFT,	MID,	RIGHT,	VALUE	등

4） 날짜 및 시간 함수 •	날짜	및	시간	함수	-	TODAY,	DATE,	DATEDIF

5） 찾기 / 참조 함수 •	찾기참조	함수	–	VLOOKUP,	HLOOKUP	등

3.	비주얼차트

▶	1시간

1） 기본차트 •	상황에	따른	여러	종류별	차트	작성,	데이터	값	비교

2） 혼합형차트 •	경쟁사분석을	위한	혼합형차트

3） 이중축차트 •	최대값의	차이가	큰	데이터를	위한	이중축차트

4） 방사형차트 •	설문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방사형차트

5） 원차트 •	매장별	점유율을	비교할	수	있는	원차트

4.	정보분석	&

	 그룹별	요약	

▶	1시간

1） 데이터베이스관리 기능 - 정렬
•	데이터	값에	따른	정렬	–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지정	정렬
•	셀	색에	의한	정렬
•	셀	아이콘에	의한	정렬

2） 정보분석 - 필터 •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	검색	–	필터

3） 그룹별요약 •	데이터	분석	&	요약	–	부분합,	피벗테이블

5.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개요

▶	1시간

1） 프레젠테이션의 개요
•	프레젠테이션이란?
•	청중을	사로잡는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노하우

6.	종류별	개체들의

	 효과적인	사용법

▶	6시간

1） 텍스트디자인
•	가독성을	높이는	텍스트디자인	요령	&	작성
•	강조하는	텍스트	–	워드아트를	활용한	타이포그래피

2） 다이어그램 디자인
•	도형	드로잉	스킬	–	복사와	복제의	차이
•	한눈에	들어오는	레이아웃	구현		–	다이어그램	디자인	요령

3） 표 디자인
•	청중의	이해를	돕는	표
•	도형을	이용한	높은	시각적	효과의	표	디자인

4） 차트 디자인
•	유형별	차트		-	수치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차트	삽입
•	도형을	이용한	비주얼	차트	디자인

5） 이미지활용 •	이미지활용하기	-	그림파일,	온라인그림,	도형을	이용한	이미지	삽입	및	활용

6） 멀티미디어로 강조하기
•	동영상,	소리,	편집하여	삽입	및	활용
•	프레젠테이션	설명	녹음하기	
•	배경음악과	나래이션	함께	설정하기

7.	다이나믹하게

	 보여주는	쇼	설정

▶	1시간

1） 쇼에서 사용하는 효과
•	다양한	슬라이드	쇼	연출	화면전환,	애니메이션,	하이퍼링크	효과적인	애니메이션	

테크닉

2） 효과적인 마스 터활용
•	슬라이드	마스터	사용
•	효과적인	마스터	활용	-	마스터를	이용한	배경	템플릿	제작

8.	워드	데이터	입력	&	편집

▶	1시간

1） 텍스트입력 •	한자변환,	빠른	문서요소,	기호	및	번호	매기기

2） 문서편집 •	단어와	문장	선택,	이동/복사,	찾기,	바꾸기

9.	효과적인	서식지정	

	 페이지	설정

▶	1시간

1） 텍스트 서식 지정 •	글꼴	서식 •	단락	서식

2） 스타일 설정
•	스타일의	개념	이해
•	스타일	수정,	스타일	삭제,	스타일	관리

•	빠른	스타일로	서식설정하기

3） 페이지 설정
•	여백,	용지	크기,	용지	방향	설정	-	페이지	및	구역	나누기	설정	,	단	삽입	페이지	

배경(워터마크,	페이지	색,	페이지	테두리)
•	머리글/바닥글	설정

10.	개체	활용

▶	2시간

1） 표 작성
•	표	삽입,	표	내용	입력,	표	편집,	표	

데이터	관리
•	엑셀	표	삽입

2） 기타 개체 삽입 •	그림,	클립아트,	도형,	SmartArt,	차트,	스크린샷,	WordArt	등을	활용한	문서	작성	Tip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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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3 13-15 15-17 26-28

과정목적 MS OFFICE의 대표 프로그램인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 현업에서 사용하는 

어떤 형식의 비즈니스 문서들도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는 오피스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엑셀의 다양한 함수들을 경험하며 올바른 결과를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게 합니다.

• 비즈니스 차트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비주얼 차트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 많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도구들을 익힐 수 있습니다.

•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청중을 사로잡는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 종류별 개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잘 만든 문서를 잘 보여주기 위한 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워드를 이용한 일반적인 문서의 서식들을 스타일을 이용하여 지정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 표 또는 개체들이 삽입된 워드 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업무용 문서를 이용해 실습을 통한 학습으로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오피스 프로그램을 모두 사용해 봄으로써 비즈니스 문서 작성에 탁월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1인 1대 노트북을 제공하고, 100% 실습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업무활용도를 높였습니다.

• 강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무에서 바로 응용이 가능하도록 가이드 해드립니다.

• 교수자와의 직접적인 Q&A를 통해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궁금하고 답답했던 부분들을 시원하게 해소해드

립니다.

교육대상 • 업무 중 엑셀과 파워포인트, 워드를 골고루 사용하는 분

• 엑셀의 기초적인 기능들은 물론 함수를 이용한 자동화 문서를 작성하고 싶은 분

• 세련된 디자인의 파워포인트 문서를 통해 프레젠테이션을 성공하고 싶은 분

• 일반적인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한 문서를 빠르고 쉽게 작성하길 원하는 분

학습구조

MS Office(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비즈니스 활용 실무

워드

파워

포인트

엑셀

내가 바로 오피스 전문가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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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프레젠테이션

	 개요

▶	1시간

1） 프레젠테이션 개요 •	프레젠테이션	개요

2） 청중을 사로잡는 

프레젠테이션
•	청중을	사로잡는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노하우

2.	가독성을	높이는	

텍스트	디자인

▶	1시간

1） 가독성을 높이는 텍스트 •	가독성을	높이는	텍스트	디자인	요령	&	작성

2） 명시성을 높이는 텍스트 •	강조하는	텍스트	–	워드아트를	활용한	타이포그래피

3.	한눈에	보이는

	 다이어그램

	 디자인

▶	2시간

1） 도형드로잉 스킬 •	도형	드로잉	스킬	–	복사와	복제의	차이

2） 한눈에 보이는 다이어그램 

디자인
•	한눈에	들어오는	레이아웃	구현	–	다이어그램	디자인	요령

4.	효과적인	표&

	 유형별	차트		

디자인

▶	4시간

1） 효과적인 표 디자인
•	표	디자인	-	청중의	이해를	돕는	표	디자인

•	도형을	이용한	비주얼	표

2） 유형별 그래프 디자인
•	유형별	차트	-	수치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차트	디자인

•	도형을	이용한	비주얼	차트	디자인

5.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

▶	4시간

1） 이미지 활용 •	이미지활용하기	-	그림파일,	온라인그림,	도형을	이용한	이미지삽입	및	활용

2） 동영상 편집 및 삽입
•	동영상,	소리	삽입	및	활용

•	동영상	스트리밍	편집

3） 설명녹음 및 내래이션 

설정

•	프레젠테이션	설명	녹음하기	

•	배경음악과	내래이션	함께	설정하기

6.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쇼,	마스터

▶	4시간

1） 슬라이드 쇼에서 사용하는 

효과

•	다양한	슬라이드	쇼	연출

•	화면전환,	애니메이션,	하이퍼링크

•	효과적인	애니메이션	테크닉

2） 마스터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	슬라이드	마스터	사용

•	효과적인	마스터	활용

•	마스터를	이용한	배경	템플릿	제작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4만원 / 비회원  50만원] / [2인 이상 - 회원  42만원 / 비회원  48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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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 6-7
부산 27-28 
호남 10-11 8-9 1-2 13-14 31-9/1 호남 7-8 19-20 16-17 부산 4-5

과정목적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만들기 위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슬라이드를 디자인합니다.

이를 통해 프레젠테이션의 개념과 문서의 조건을 터득하고 상황에 맞는 개체를 선정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학습목표 • 주제에 맞는 한 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한 기획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텍스트, 다이어그램, 표와 차트를 바르게 디자인 할 수 있습니다. 

• 멀티미디어와 쇼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합니다. 

•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청중을 사로 잡을 수 있는 전략적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1인 1대 노트북을 이용하여 실습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업무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 동영상을 직접 편집하고 제작하는 기술을 익혀 멀티미디어 개체들을 파워포인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과정 내에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문서의 우수한 사례가 제공됩니다.

•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형 Gallery 및 Templete이 제공됩니다.

교육대상 • 성공하는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작성하기 원하는 분

• 홍보용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전문가 수준으로 제작하고자 하시는 분 

• 파워포인트 기본 사용자로서 디자인 스킬을 높여 수준 높은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원하는 분 

학습구조

파워포인트 비즈니스 활용 실무

다이나믹한 화면전환 & 애니메이션

분위기를 살리는 그림 & 동영상 편집

비주얼 차트 & 표 구현

효과적인 도형디자인 갤러리

프
레
젠
테
이
션 

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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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도형	&	도해	기본

▶	2시간

1） 도형 기본 이해

•	조합	키,	복제	기능을	이해한다.

•	자주	사용하는	도형	사용법을	파악한다.

•	도형	점	편집	기능을	이용하는	원하는	개체	제작	방법을	실습한다.

2） 도형 서식
•	도형	기본	서식	기능을	이해한다.

•	3차원	서식,	3차원	회전	기능을	활용하여	입체도형	제작	방법을	실습한다.

2.	도형	&	도해	

			슬라이드	제작

▶	3시간

1） 도형 활용 슬라이드
•	유선형	목차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	결론	도출	슬라이드,	프로세스형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2） 차트 슬라이드
•	도형으로	작성한	다양한	차트를	슬라이드를	분석한다.

•	도형을	활용한	다양한	차트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3） 이미지 슬라이드
•	이미지	편집	기능을	이해한다.

•	도형을	활용한	이미지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3.	애니메이션

▶	3시간

1） 화면 전환 효과
•	기본	화면	전환	효과	기능을	이해한다.

•	화면	전환	효과를	활용한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2） 애니메이션 기능

•	애니메이션	종류별	효과의	특성을	이해한다.

•	애니메이션	후	효과의	다양한	옵션들을	이해한다.

•	음악	삽입과	애니메이션	효과를	활용하여	동영상과	같은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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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6 18 29

과정목적 본 과정은 도형을 활용해 보다 시각적이고 다양한 구성의 슬라이드를 디자인할 수 있으며 화면전환, 애니메이션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설득력 있는 PPT자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도형의 숨은기능을 마스터 합니다.

• 도형을 활용한 다양한 개체제작과 도형 활용 슬라이드를 제작합니다.

• 화면전환, 애니메이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슬라이드를 제작합니다.

기대효과 • 도형을 통한 슬라이드 디자인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 애니메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동영상과 같은 효과를 연출할 수 있고,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하루 동안 도형, 애니메이션 기능만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도형·애니메니션이 활용된 슬라이드를 제작하

는 과정입니다.

교육대상 • 도형을 활용하여 슬라이드 디자인 구성을 익히고자 하는 분

• 애니메이션 기능 및 활용 법을 익히고자 하는 분

학습구조

하루 만에 끝내는 PPT 핵심 기능 활용

도형&도해
애니메이션

활용

슬라이드
디자인

역량 강화



297296

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직
 무
O
A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PT디자인	

	 사례	분석

▶	2시간

1） PT디자인 Before & After
•	PT디자인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흥미를	유발시키고,	

간단한	질의	응답을	통해	학습의지를	고취시킨다.

2.	능력자의	

	 환경설정

▶	2시간

1） 인터페이스 이해하기
•	파워포인트	버전에	상관없이	책을	안	보고도	필요한	기능을	찾아내는	3가지	요령에	대해	

실습한다.

2） 능력자의 작업환경 

구축하기
•	빠른	작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환경을	능력자처럼	구성한다.

3.	1초라도	빨리	

	 끝내는	

	 파워포인트

▶	4시간

1） 시간을 줄여주는 기능들
•	작업시간을	파격적으로	줄여주는	파워포인트의	유용한	기능들을	상황별로	정리하여	

실습한다.

2） 파워포인트 핵심스킬
•	빠른	퇴근을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할	필수적인	핵심스킬을	엄선하여,	

				90%	이상의	사용자들이	잘못하는	작업	패턴을	적나라하게	공유하며	익혀나간다.

3） 핵심스킬 트레이닝 •	앞서	학습한	핵심스킬을	몸으로	체득하기	위한	최고의	트레이닝	방법을	정리한다.

4.	이미지	&			

표	&	그래프		

디자인

▶	5시간

1） 세련된 디자인 사례 분석 •	디자인	안목을	높이기	위해	능력자가	제작한	우수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사례를	분석한다.

2） 이미지 제대로 검색하기 •	이미지	소스를	일반적인	검색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3） 세련된 이미지 활용 스킬
•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미지의	색	보정,	원하지	않는	배경을	제거하기,	자르기의	

파워풀한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물론,	책에	나오지	않는	활용법까지	실습을	진행한다.

4） 표 슬라이드 디자인 •	깔끔하게	승부하는	표	슬라이드	디자인	방법에	대해	실습한다.

5） 그래프 슬라이드 디자인
•	그래프의	기능적	부분이	아닌,	데이터의	사용	목적에	따른	그래프의	선택,	그래픽적으로		

좀	더	우수한	그래프	슬라이드	디자인을	실습한다.

5.	빠른	퇴근을	

	 위한	슬라이드	

마스터

▶	3시간

1） 마스터의 이해 •	슬라이드	마스터의	핵심	개념과	마스터를	모르면	어떤	점이	불편한지	이해한다.

2） 마스터의 구성과 실무 

활용법

•	슬라이드	마스터를	내	업무에	맞게	구성하는	방법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실습한다.

3） 초안을 

    가장 빠르게 잡는 법
•	슬라이드	마스터를	활용하여	문서	초안을	가장	빠르게	만드는	비결에	대해	실습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4만원 / 비회원  60만원] / [2인 이상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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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 6-7 22-23 24-25 28-29 2-3 18-19

과정목적 본 과정은 파워포인트로 업무를 하는 실무자가 많이 놓치고 있어 업무시간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예리하게 캐

치하여 잘못된 업무를 바로 잡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빠른 퇴근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PT디자인 사례를 통해, ‘왜 우리가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파워포인트를 통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능력자들의 노하우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업무환경을 세

팅할 수 있습니다.

• 파워포인트의 핵심 스킬을 제대로 익혀 단 1초의 시간이라도 빠르게 업무를 끝낼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방법을 익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잘 활용하지 못하는 이미지·표·그래프들을 능력자들처럼 

디자인하는 요령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 마스터 기술을 제대로 익혀, 업무시간을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는 

능력자의 노하우를 자신의 업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PPT로 제작하는 기획서, 제안서, 보고서 자료를 교육 전보다 훨씬 빠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 능력자의 프레젠테이션 실제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 기획력을 향상시킵니다.

• 모든 버전의 파워포인트 인터페이스에 완벽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현업에서 사용 가능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익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고 퀄리티 자료 제작을 위한 엄선된 제작 소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업/기관에서 실제 사용되어 성공했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기획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차례대로 익히는 기능학습이 아닌, 실무에 꼭 필요하고 유용한 기법들만 골라 학습합니다.

• 강사가 직접 개발한 교재를 활용하여, 학습효과 및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강사의 재미있는 상황 연출로, 교육이 재미있으며, 집중도가 높습니다. 

교육대상 • 제안서, 보고서, 기획서 작성 업무가 많은 분

• 대학교수, 사내강사, 기업강사, CS강사 등 여러 사람 앞에서 교육을 해야 하는 교·강사

• 빠른 시간 안에 양질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고자 하시는 모든 분

학습구조

된다! 파워포인트 능력자Ⅰ(빠른 스킬 익히기)

실전자료 
Before& After 
분석을 통한 
기획력 향상

파워포인트
자료 작성

실무형 능력자

파워포인트 인터페이스 이해하기

기본기 다지기

이미지 & 그래프 & 
표 슬라이드 디자인

PPT 궁극의 기술 
‘슬라이드 마스터’

빠른 작업을 위한 작업 환경 구축

파워포인트 핵심스킬 트레이닝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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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직
 무
O
A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프레젠테이션	

기획

▶	3시간

1） 베스트 프레젠테이션   

사례 분석

•	실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PT사례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분석을	통해	고정관념을	깨고	PT

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안목을	높인다.

2） 능력자는 어떻게 

기획하는가?

•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기획해야	하는지	방법론에	대해	

정리한다.

3） 시각화의 핵심, 도해법 •	일반적인	도해법과	실전형	도해법을	비교분석하여	자신에게	맞는	도해법을	찾아낸다.

2.	파워포인트

	 실력	점검하기

▶	2시간

1） 환경 세팅과 기본기 점검 •	능력자처럼	파워포인트	작업환경을	세팅하고	놓쳐서는	안되는	기본기를	점검한다.

2）  모르면 후회하는 기능들
•	빠른	작업을	위해	간단하면서도	매우	유용한	파워포인트의	기능들을	엄선하여	상황에	따른	

적용방법을	연습한다.

3.	세련된	

	 슬라이드	

	 디자인

▶	5시간

1） 서식의 벽 뛰어넘기
•	능력자의	자료와	일반적인	자료의	결정적	차이의	원인이	되는	각종	서식	창의	고급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습한다.

2） 고급개체 디자인
•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고급스러운	도형과	텍스트,	예쁜	화살표,	정말	많이	쓰는	

박스,	고급스러운	표를	디자인한다.

3） 세련된 디자인 사례 분석 •	디자인	안목을	높이기	위해	능력자가	제작한	우수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사례를	분석한다.

4） 파워포인트 색채학 •	디자인	배색	이론을	몰라도,	능력자들처럼	세련되게	색을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습한다.

4.	세련된	

	 애니메이션과	

전환

▶	3시간

1） 능력자의 세련된 

애니메이션

•	멋진	프레젠테이션	진행을	위한	애니메이션	불변의	법칙을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	능력자의	세련된	애니메이션에	숨겨진	4가지	노하우를	분석하고,	재미있는	예제로	실습한다.

2） 완성도를 높여주는 

전환효과
•	짧은	시간에	완성도를	높여주는	전환효과의	사용방법을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5.	멀티미디어	

	 슬라이드	

	 구성하기

▶	3시간

1）  멀티미디어의 이해
•	미디어	파일의	제작원리	및	변환	방법,	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능력자의	노하우를	분석한다.

•	멀티미디어	파일을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3대	원칙에	대해	정리한다.

2）  BGM 세팅 및 활용 •	프레젠테이션	진행시	분위기	연출에	도움이	되는	BGM을	세팅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3）  동영상 편집 및 활용
•	동영상	파일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삽입된	동영상을	편집하고	

활용하는	능력자의	노하우를	실습한다.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4만원 / 비회원  60만원] / [2인 이상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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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26-27

과정목적 파워포인트는 기획적, 디자인적, 멀티미디어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툴입니다. 

본 과정은 그런 부분에 특화하여 고급스러운 개체와 역동적인 슬라이드를 디자인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능력자의 자료를 분석하고,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에 맞는 진행 기획, 내용 

기획, 디자인 기획을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의 시각화 즉, ‘도해법’을 제대

로 익혀,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자의 작업환경 세팅과, 모르면 후회하는 기능들을 정리하여 기본기를 탄탄하

게 정리합니다. 

• 세련된 디자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각종 서식창의 활용법을 익혀, 고급스러운 개체를 디자인

하며, 세련된 색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 요란하고 의미없는 애니메이션이 아닌, 청중들과 호흡하는 멋지고 세련된 애니메이션 기술과 완성도를 

높여주는 전환기술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파워포인트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미디어(동영상, 소리)파일을 삽입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 더욱 임팩트 

있는 슬라이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기획능력을 높여 파워포인트로 제작하는 기획서, 제안서, 보고서의 승률을 높일수 있습니다.

• 능력자의 프레젠테이션 실제 우수 사례 분석을 통해 기획력을 향상시킵니다.

• 남들보다 고급스러운 파워포인트 개체를 직접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역동적이면서도 세련된 보고서, 제안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의 직접적인 활용으로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고 퀄리티 자료 제작을 위한 엄선된 제작 소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업/기관에서 실제 사용되어 성공했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기획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차례대로 익히는 기능학습이 아닌, 실무에 꼭 필요하고 유용한 기법들만 골라 학습합니다.

• 강사가 직접 개발한 교재를 활용하여, 학습효과 및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강사의 재미있는 상황 연출로, 교육이 재미있으며, 집중도가 높습니다. 

교육대상 • 대학교수, 사내강사, 기업강사, CS강사 등 여러 사람 앞에서 교육을 해야 하는 교·강사

• 제안서, 보고서, 기획서 작성 업무가 많은 분

• 빠른 시간 안에 양질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고자 하시는 모든 분

학습구조

된다! 파워포인트 능력자Ⅱ(디자인과 고급 활용)

실전 
프레젠테이션 
자료 분석을 
통한 동기

유발

파워포인트
기획, 디자인, 
미디어 활용 

능력자

기획이론

시각화(도해법)
실습

세련된 애니메이션 
& 전환

멀티미디어 활용 
기법

빠른 작업을 위한 
작업 환경 구축

모르면 후회하는 
PPT 기능 정리

기본기 다지기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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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직
 무
O
A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문서	작성을

위한	기본		

기능

▶	2시간

1） 새로운 문서 •	페이지	여백	설정	및	편집	용지	등록	방법을	실습한다.

2） 입력 Tip 및 주요 편집 

기능

•	입력	Tip	을	익히고	정리한다.

•	주요	서식	설정	기능을	실습한다.

2.		정돈된	문서	

작성을	위한	

	 기능

▶	2시간

1） 문단 모양

•	문단	모양	변경을	통해	정돈된	문서를	작성한다.

•	글머리기호와	개요번호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	탭	기능을	활용한	문서를	작성한다.

2） 스타일
•	스타일	기능을	이해한다.

•	스타일	기능을	활용한	문서를	작성을	실습한다.

3.	일목	요연한

문서작성을	

	 위한	표·	

개체	활용

▶	2시간

1） 표
•	다양한	표	작성	방법을	실습한다.

•	표	편집	기능을	활용한	문서를	작성한다.

2） 개체 활용
•	그림	삽입	및	편집	방법을	실습한다.

•	엑셀·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한	문서를	작성한다.

4.	전문	문서	

	 편집을	

	 위한필수		

기능

▶	2시간

1） 머리말 꼬리말
•	머리말	꼬리말	기능을	이해한다.

•	머리말	꼬리말이	활용된	문서를	작성한다.

2） 차례작성 •	다양한	차례작성	방법을	실습한다.

3） 메일머지
•	메일머지	기능을	이해한다.

•	메일머지	기능이	활용된	문서를	작성한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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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1 9 20 11

과정목적 본 과정은 체계적인 문서를 만들기 위한 한글 2010의 기본 기능부터 활용 방법을 익히고 필요한 개체 삽입

(그림, 엑셀자료, 파워포인트 자료) 기능들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한글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

습니다.

학습목표 • 문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 지식 및 주요 편집 기능을 정리합니다.

• 탭·스타일 기능들을 활용하여 정돈 된 문서를 작성합니다.

• 다양한 개체 삽입 방법을 파악하여 일목요연하게 문서를 작성합니다.

기대효과 • 한글2010의 기능을 실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 문서 작성 실습을 통해 문서 작성 시간과 노력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능률은 두 배로 올릴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한글 문서작성시 꼭 필요한 기능만 간추려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한글의 기본 기능부터 활용 방법까지 학습하고자 하는 분 

• 체계적인 문서 작성 스킬을 익히고자 하는 분

학습구조

하루 만에 끝내는 한글 실무 활용

한글2010 기본기 다지기

문서 작성에 유용한 Tip

실습을 통한 문서 작성법과 개체 활용

한글 문서 작성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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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직
 무
O
A

직
 무

재
무

/회
계

/세
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기업과	경영

▶	2시간
1） 기업과 경영의 이해

•	기업과	경영에	대한	가벼운	퀴즈를	통하여	이해한다.

•	기업이	직면한	이슈를	사례를	통하여	학습한다.

•	경영과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학습한다.

2.	시뮬레이션

	 1	ROUND

▶	2.5시간

1） 회사설립과 경영진 구성
•	회사의	가치체계를	이해하고	실습한다.

•	경영진을	구성하고	역할을	확인한다.

2） 시뮬레이션 데모 •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경자료,	시뮬레이션	데모를	통하여	연습한다.

3） 1-2년차 경영시뮬레이션
•	자료분석을	통하여	구매,	마케팅,	재무적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성과를	분석한다.

•	경영관점의	피드백을	확인한다.

3.	시뮬레이션

	 2	ROUND

▶	2시간

1） 3-4년차 경영시뮬레이션
•	자료분석을	통하여	구매,	마케팅,	생산,	설비,	재무적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성과를	분석한다.

•	경영관점의	피드백을	확인한다.

2） 경영의 이해 •	기업과	경영에	관련된	용어,	지식	등을	점검한다.

4.	시뮬레이션

	 3	ROUND

▶	1.5시간

1） 5년차 경영시뮬레이션
•	자료분석을	통하여	사업포트폴리오	구성,	구매,	마케팅,	R&D,	생산,	설비,	재무적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성과를	분석한다.

2） 과정 정리 •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리뷰하고	Q&A시간을	갖는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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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8 27 26

과정목적 본 과정은 학습자들이 기업경영, 비즈니스용어, 회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의사결정과 

피드백을 통한 경영성과를 체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경쟁사, 고객, 자사(3C)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비즈니스 모델 이해(현금흐름, 현금을 창출하는 구조)를 통한 손익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능력과 자사의 역량 및 시장환경을 분석/통찰할 수 있습니다.

•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기업이 가진 이슈, 경영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자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경영정보,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경영관점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경쟁전략, 마케팅, 재무 등 비즈니스 활동을 간접 체험합니다. 

• 미국 Wolfram 사가 개발하여 국내 100여 개 이상 기업에 서비스한 검증된 프로그램입니다.

• 몰입하기 쉬워 학습효과가 높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대상 • 사원~과장급의 모든 실무자

학습구조

기업 경영의 모든 패턴, 경영시뮬레이션 게임

전략적 
의사결정

경영환경
분석

회계,
재무

Business
Insight

기업과 경영

Big Picture

• 커뮤니케이션

• 의사결정

• 시장,경쟁사,상품 분석

• 경영성과 분석

• 기업성공,실패 교훈• 이해와 체험

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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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직
 무
O
A

직
 무

재
무

/회
계

/세
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회계란		 	

무엇인가?

▶	1시간

1） 회계의 기초개념 •	회계의	목적을	토의하고,	회계의	기본원리를	이해한다.

2） 계정 •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을	이해한다.

2.	거래의	기록

▶	2시간

1） 거래의 개념 •	회계상	거래의	조건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거래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을	찾아낸다.

2） 거래의 8요소 •	거래의	이중성을	파악하여	회계상	거래를	8가지	요소로	정리한다.

3） 분개
•	거래를	파악하여	기록하는	분개의	기본원리를	이해한다.

•	거래를	분석하여	실제	회계처리를	하는	분개를	연습한다.

3.	재무제표		

작성

▶	2시간

1） 총계정원장 •	분개한	내역을	총계정	원장에	전기하여	정리한다.

2） 합계잔액시산표 •	총계정원장에	전기한	내역을	바탕으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한다.

3）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	합계잔액시산표를	바탕으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	재무제표	작성	실습을	통해,	기업의	회계업무프로세스	전반을	파악한다.

4.	재무제표		

이해

▶	3시간

1） 회계기준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의	종류와	각각의	적용대상	기업을	파악한다.

2）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를	이해하고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을	파악한다.

3） 재무제표의 종류 •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의	구성요소를	파악한다.

4） 재무제표 이해 •	기업의	실제재무제표를	보고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한다.

5.	발생주의		

회계의	이해

▶	8시간

1） 상기업의 매출원가
•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	원가흐름의	가정에	따라	기말재고자산과	매출원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파악한다.

2） 제조기업의 매출원가

•	제조원가의	기본개념을	이해한다.

•	제조원가의	흐름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을	이해하고	제조원가명세서의	작성과정을	

진행한다.

3） 감가상각비
•	발생주의	회계와	감가상각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감가상각의	원리를	이해하고,	각기	다른	상각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계산을	실습한다.

4） 재무상태표의 계정 •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과목	용어를	이해한다.

5） 손익계산서의 계정 •	수익,	비용의	계정과목	용어를	이해한다.

6.	재무제표		

분석

▶	4시간

1） 재무비율 •	유동성비율,	활동성비율,	수익성비율,	안정성비율의	개념을	이해한다.

2） 재무제표 분석

•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기간별	분석과	기업간	분석을	수행한다.

•	재무제표분석	실습을	통해	재무제표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찾아내고,	기업의	상태를	

진단한다.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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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8 20-22 
호남6-8

20-22 
부산8-10 17-19 8-10 12-14 10-12 

호남19-21
7-9 

부산 21-23 18-20 16-18 13-15 4-6

과정목적 본 과정은 회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회사의 재무상태를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도 재무제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과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기초적인 계정과목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분개의 원리를 이해하고, 간단한 분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거래의 분개와 총계정원장에 전기를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회사의 재무제표를 읽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 회계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기업의 건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 회계용어를 이해하여 회계관련문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기초적인 회계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회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초부터 차근차근 학습하는 기초입문 과정입니다.

• 재무제표 작성을 실습함으로써 회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합니다.

• 사례분석을 통해 기업의 실제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력과 분석력을 훈련합니다.

교육대상 • 회계업무를 처음 접하는 신입사원

• 회계실무담당자는 아니나 회계업무와 유관업무 부서 담당자

• 회계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관리자

• 기타 회계 관련 업무담당자는 아니나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상식을 알고자 하는 분

학습구조

재무회계 기초

재무제표
분석

회계의
기본원리

재무제표
이론

거래의 기록 재무제표 작성

B
E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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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O
A

직
 무

재
무

/회
계

/세
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회계의

	 기본원리

▶	2시간

1） 거래와 계정 •	거래의	8요소를	파악하여	계정을	분류하고	분개의	기본원리를	연습한다.	

2） 회계의 순환과정
•	사례를	통해	회계처리부터	재무제표	작성까지의	과정을	진행한다.

•	회계의	순환과정을	진행함으로써	회계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파악한다.

2.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	8시간

1） 자산계정 •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각	계정과목별	특징을	파악하고	회계처리를	연습한다.

2） 부채계정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각	계정과목별	특징을	파악하고	회계처리를	연습한다.

3） 자본계정 •	자본계정의	구성항목을	정리하고,	회계처리를	연습한다.

4） 수익비용계정 •	수익과	비용의	각	계정과목별	특징을	파악하고	회계처리를	연습한다.

3.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	2시간

1） 결산 •	결산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각	사례별	결산항목의	회계처리를	연습한다.

2） 마감 •	손익계산서	계정과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절차를	진행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한다.	

3） 재무제표 작성 •	결산절차	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작성을	실습한다.

4.	원천징수		

실무

▶	3시간

1） 원천징수의 기본개념
•	원천징수의	기본구조와	실무절차를	파악한다.

•	각	소득의	종류별로	적용해야	할	원천징수	세율을	정리한다.

2）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	급여	항목	중	비과세대상을	검토하여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의	범위를	도출한다.

•	연말정산의	수행과정을	이해한다.

3） 그외 소득의 원천징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수행과정을	이해한다.

5.	부가세실무

▶	3시간

1） 개요 •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	영세율과	면세	제도를	이해한다.

2）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	발급방법,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을	정리한다.

3） 부가세 계산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도출한다.

6.	증명서류		

관리

▶	1시간

1） 정규증명서류 •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규증명서류의	종류를	파악한다.

2） 정규증명서류의 수취 의무 •	반드시	정규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	거래와	받지	않아도	되는	거래를	정리한다.

7.	세무조사의	

기본원리

▶	1시간

1） 세무조사 개요 •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원리를	파악하고,	세무조사의	진행과정을	이해한다.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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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5 3-5 7-9 25-27 1-3

과정목적 회계담당부서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회계와 세무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과정은 회계담당자들이 실무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회계실무와 세무실무의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각 항목별로 회계처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증빙서류가 적정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각 상황 별로 적절하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검토할 수 있습

니다. 

• 회사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회계실무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회계의 원리와 세법 용어를 학습하므로, 회사의 각 상황에 맞게 

관련지식을 접목시킬수 있어 업무적응도를 높여줍니다. 

• 실무자들은 본인의 업무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지식을 습득할 뿐 아니라 회계·세무실무의 원리를 파악함

으로써 응용력을 배양하고, 본인의 업무 외 유관업무의 프로세스를 파악하여 회계·세무실무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회계부서의 신규발령직원이나 신규발령 관리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짧은 시간 내에 회계실무와 세무실무의 많은 부분을 접할 수 있는 개론 과정입니다.  

• 상황 별 회계처리를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세법관련 용어를 실무사례를 통해 이해합니다. 

교육대상 • 회계실무자로서 회계업무를 처음 접하는 신입직원 또는 신규발령직원

• 회계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관리자

학습구조

기초회계실무•세무실무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부가세 및
원천세 신고
프로세스

세무조사의
기본원리

증명서류 관리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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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원가회계의

	 개념

▶	4시간

1） 원가계산의 의의

2） 원가의 분류

3） 원가계산시스템의 분류

•	제조기업의	원가계산	목적을	학습한다.

•	원가를	발생행태와	추적가능성에	따라	분류한다.

•	원가계산	시스템을	제조기업의	형태별로	분류한다.

•	시기에	따른	원가계산방법을	분류한다.

2.	요소별

	 원가계산

▶	4시간

1） 재료비의 계산

2） 노무비의 계산

3） 제조경비의 계산

•	요소별	원가의	흐름을	파악한다.

•	재료비	계산을	위한	절차/제조기업의	특수분개장을	통한	회계처리	방법을	학습한다.

•	재료비	소비액의	산출방법을	알아본다.

•	노무비의	계산을	위한	작업시간표를	작성해보고	임금의	계산을	위한	실제임율과	

평균임율의	차이를	학습한다.

•	제조경비에	대한	분류방법을	학습하고	경비분개장을	작성해본다.

3.	원가의	배분

▶	2시간

1） 원가의 배분목적

2） 원가의 배분방법

3） 행태별 원가계산

•	원가의	배분목적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	원가를	제품과의	관련성에	따라	분류한다.

•	추적불능원가를	분석하여	제품과	인과관계를	분석한다.

•	원가의	배분형태를	여러가지	환경으로	구분하여	배분하는	이유를	학습한다.

4.	제조간접비의	

배부

▶	2시간

1） 제조간접비의 배부방법

2） 실제배부법과 예정배부법

•	전통적	원가계산에서의	제조간접비	배부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	정상	원가계산에서의	제조간접비	배부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	전통적	원가계산의	한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정상	원가계산이	도입된	계기를	학습하여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5.	부문별

	 원가계산

▶	2시간

1） 부문비의 정의와 계산

2） 보조부문비의 배부

•	부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학습한다.

•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조간접비를	부문별로	집계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을	3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학습한다.

•	제조간접비를	2중으로	분류하여	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6.	제품별

	 원가계산(1)

▶	2시간

1） 개별원가계산

2） 종합원가계산

•	개별원가계산	형태를	학습한다.

•	개별원가계산	하에서	제조간접비의	배부방법을	학습한다.

•	개별원가계산에	대한	종합원가를	비교하여	종합원가계산의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파악한다.

7.	제품별

	 원가계산(2)

▶	2시간

1） 기말재공품의 평가

2） 선입선출법에 의한 평가

3） 평균법에 의한 평가

•	종합원가계산을	위한	기말재공품의	평가방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	물량의	흐름을	파악하여	기말재공품의	평가방법을	선택하는	법을	학습한다.

•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해	학습하고	종합원가계산의	종류별로	직접	실습한다.

8.	제조기업의

	 결산

▶	2시간

1） 결산의 예비절차

2）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처리

3） 재무제표의 작성

•	제조기업의	결산순서를	학습한다.

•	제조원가명세서의	작성방법을	학습한다.

•	발생주의에	의한	결산처리	방법을	학습한다.

•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해본다.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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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3 8-10 15-17 3-5 13-15 6-8 6-8

제조기업의 원가담당자를 위한 원가계산 실무

과정목적 본 과정은 사례를 통한 원가계산의 실습을 통하여 현장에서 직접 원가계산을 수행해보고, 기본원리부터 실무

까지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능동적으로 원가절감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학습목표 • 원가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확실하게 익힐 수 있습니다.

• 원가의 종류를 이해하고 분류할 수 있으며 원가의 흐름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업종에 따라 원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원가계산에 따른 제품의 생산 및 주문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원가를 측정할 수 있으며, 거래기업으로부터 원가계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원가 마인드를 통해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원가의 개념원리 및 요소별 원가계산, 부문별 원가계산, 제품별 원가계산, CVP 분석과 사례를 제시하여 

원가계산을 직접 해보고 원가계산의 흐름을 직접 체험하여 실무활용을 하기 위한 핵심코스입니다.

• 많은 사례를 제시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이며 직접 원가를 측정하고 성과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원가계산, 원가분석, 관리적 의사결정 등의 실무적응력을 배양하는 과정입니다.

교육대상 • 원가관리, 회계, 기획, 심사, 경영관리 부문 관리자와 실무자

• 영업(관리), 생산, 공장혁신, 합리화 추진 부문의 관리자와 실무자

• 원가계산 및 분석(관리), 원가절감 추진업무에 관심이 있는 분

학습구조

원가의
분류

원가의
배분

제품별
원가계산

원가계산 흐름

요소별 원가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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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직
 무
O
A

직
 무

재
무

/회
계

/세
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회계의	기본개념

▶	1시간
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기업경영활동의	이해

•	회계란	무엇인가

2.	회계처리의	과정

▶	2시간

1） 거래와 계정
•	회계상	거래란	무엇인가

•	거래의	8요소

2） 회계의 순환과정

•	결산의	의미와	절차

•	분개와	전기

•	시산표	및	재무제표

3.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	6시간

1） 자산의 회계처리
•	유동자산의	회계처리

•	비유동자산의	회계처리

2） 부채의 회계처리
•	유동부채의	회계처리

•	비유동부채의	회계처리

3） 자본의 회계처리

•	자본의	의의

•	주주와의	거래	회계처리

•	주주	이외의	거래	회계처리

4） 수익과 비용의 회계처리

•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	매출과	매출원가의	회계처리

•	판매관리비의	회계처리

•	영업외손익의	회계처리

4.	증명서류관리

▶	3시간

1） 정규증명서류수취의무
•	정규증명서류의	종류

•	정규증명서류의	보관의무

2） 정규증명서류 수취예외
•	정규증명서류수취	예외거래

•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거래

5.	기본세법의	이해

▶	8시간

1） 부가가치세 개념

•	부가가치세	총설

•	과세거래

•	영세율과	면세

2）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전자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

3）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매입세액공제	및	불공제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

4） 종합소득세 일반
•	종합과세대상소득의	이해

•	과세표준의	기본구조	등

5）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소득과	세율

•	원천징수	절차

•	각	소득별	원천징수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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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 31-6/2 11-13 11-13

과정목적 본 과정은 회계를 처음 접하는 실무자들의 재무회계에 대한 지식수준을 기초단계에서 중급단계까지 단시간

에 끌어올리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입사원 및 경리실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원활하

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습목표 • 기업에서 필요한 재무회계의 기본적인 개념과 회계처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경리실무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게 재무회계 실무지식을 차근히 쌓아갈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경리업무 입문자를 대상으로 실무적용능력의 향상 및 회계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 출납관리, 장부작성에서부터 각종 세금신고와 납부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회계담당부서의 직원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업무지식을 집약하여 강의합니다.

•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서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기를 훈련합니다.

교육대상 • 경리(회계), 재무, 예산, 자금, 세무 부문 3년차 이하의 실무 담당자

• 경영기획, 마케팅, 영업, 총무, 경영지원 부문의 실무 담당자 및 초급 관리자

학습구조

 

기업경리실무 기본

경리
업무
이해

경리
업무
완성

회계개념이해

•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 증명서류관리

• 부가가치세 개념

• 세금계산서 처리

• 종합소득세 일반

• 원천징수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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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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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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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10-12 16-18 8-10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회계기초		

원리와		 	

순환과정

▶	2시간

1） 회계기초원리
•	회계의	기본개념

•	재무회계의	개념체계

2） 회계순환과정

•	결산의	의미와	절차

•	분개와	전기

•	시산표	및	재무제표

2.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실무

▶	8시간

1） 자산 •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회계처리

2） 부채와 자본 •	재무상태표상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의	회계처리

3） 수익과 비용 •	손익계산서상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	및	회계처리

3.	부가가치세	

실무

▶	4시간

1） 부가가치세 총설
•	부가가치세	개념

•	과세거래

2） 납부세액의 계산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	매입세액

3） 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절차

•	간이과세자

4.	소득세와		

원천징수

▶	4시간

1）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의	의의

•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	및	세액계산

2） 원천징수
•	근로소득	원천징수

•	근로소득	이외의	원천징수

5.	법인세	실무

▶	2시간
1） 법인세

•	법인세의	개요

•	법인세	계산

•	익금과	손금

•	각	과목별	세무조정	및	세부사항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과정목적 본 과정은 경리업무를 처음 접하는 실무자나 업무담당자를 재무회계 및 세무회계에 대하여 기초단계에서 

중급단계까지 단시간 안에 끌어올려 경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습목표 • 회계, 세무업무 담당자가 관련 기초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기업경영과 경리업무의 전반적 흐름을 이해한다.

• 경리업무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회계상 거래의 인식과 회계처리, 재무제표 작성과 세무조정 실무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기대효과 • 경리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업무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전반적인 이론 및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경리(회계), 자금, 세무부문의 실무담당자와 관리자

• 기획, 심사, 경영관리, 영업, 총무부문의 초급관리자와 실무자

• 경리(회계)업무 기초 및 응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

학습구조

기업경리실무 종합

회계원리와
순환과정

경리
전문가

N
E

W

계정과목

부가가치세

소득세

원천징수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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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지출증명서류		

일반

▶	2시간

1） 지출 증빙에 대한 개념
•	지출	증빙이	도입된	배경을	학습하고	적용요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및	거래의	내용	

등으로	구분해서	이해한다.

2） 법정증빙의 종류와 범위 •	지출	증빙의	종류를	세법에	준하여	구분	학습한다.

3） 법정 지출증명서류 

미수취시 불이익

•	법정	지출증명서류의	종류를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학습하고,	미수취시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해한다.

4）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발급 및 보관

•	지출	증빙의	실제	거래처와	가공의	거래처에	대한	차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학습한다.

•	지출	증빙에	대한	보관방법과	보관기간에	대하여	세법상의	기준을	학습한다.

5） 일반영수증과  

현금영수증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합계표	등의	

집계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2.	법정	

	 지출증명서류

▶	2시간

1） 사업자의 정의 및 범위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의	정의	및	범위를	파악한다.

2） 재화와 용역의 정의 및 

범위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정의	및	범위를	파악한다.

3） 매입세액 공제 및 불공제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및	불공제	거래	및	요건에	대해서	이해한다.

4） 거래형태별 지출증빙의 

종류

•	거래형태별로	수취해야할	법정증명서류의	종류를	파악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거래와	면세거래시에	발급되는	지출	증빙의	종류를	

파악한다.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수증발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급되는	지출	증빙의	종류를	

파악한다.

3.	적격지출증빙의	

수취의무

▶	2시간

1） 사업자의 유형에 따른 

법정지출증빙 서류의 구비

•	비사업자·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	등과의	거래에서	수취해야	할	법정증명서류를	

파악한다.

2） 법정지출증명서류 

수취제외대상 거래

•	비사업자와의	거래	등	법정지출증명서류	수취의무	제외대상	거래를	파악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	없이	비용처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3） 원천징수
•	원천징수로	지출증명이	되는	거래를	이해하고	원천징수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한다.

4）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등 

각종서식

•	기업이	처리한	재무상태표의	자산에	대한	구입과	관련된	지출	증빙에	대하여	

알아보고,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	손익계산서상	비용에	대하여	지출증명서류합계표를	작성해야	하는	계정과목을	

알아보고,	작성방법을	이해한다.

•	영수증	수취명세서,	경비	등	송금명세서	작성	대상	거래에	대해	이해하고,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4.	소비성	경비의		

사례별	처리실무

▶	2시간

1） 접대비 실무 •	법인세법에	대한	접대비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접대비의	범위에	대하여	학습한다.

2）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분 •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그리고	기부금의	구분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3）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실무

•	사업과	관련된	접대비의	처리	방법과	세법에	의한	한도액의	계산	방법을	학습하고	각	

사례별	한도액을	계산해본다.

4） 신용카드 및 일반경비 

실무

•	일반경비와	접대비의	신용카드	기준금액을	학습하며	초과	사용액에	대한	세법의	

재제사항을	학습한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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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12 19 26 8 1

과정목적 2016년 세법 개정으로 2017. 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법인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적정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조사와도 직결

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 법정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처리에 관련

한 세법의 규정 및 실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세법에서 요구하는 법정 지출증명서류의 종류를 알고 수취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의무 대상인 거래와 수취 의무 제외대상인 거래를 구분하여 각각 처리하는 

방법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 지출증명서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전반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영수증 수취명세서·경비 등 송금명세서 등 각종 법정 서식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서식 작성을 학습하여 기중 발생되는 거래에 대해서도 본 서식 작성을 염두에 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 등을 학습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및 비용불인정, 더 나아가 세무조사 등

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기업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지출 증빙에 대한 처리방법을 명쾌한 해설에 의하여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의 지출 관련 각종 판례를 제공하여 지출 증빙에 대한 이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출 증빙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경리(회계), 재무, 기획, 심사부문의 관리자와 실무담당자

• 경영관리, 영업, 인사, 총무 전산부문의 관리자와 실무담당자

• 자재관리, 구매원가(기획), 생산관리 부서장과 실무담당자

학습구조

알기 쉬운 지출증빙의 처리 및 회계실무

지출액 산출
지출증빙의 

회계
지출증빙의 

세무

법정증빙의 이해

법정증빙의 수취

법정증빙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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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5일 4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74만원 / 비회원  80만원] / [2인 이상 - 회원  70만원 / 비회원  7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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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7 26-30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회계원리

▶	12시간

1） 회계의 의의 •	회계의	의의를	이해한다.

2） 회계상의 거래 •	회계상의	거래와	분개를	이해한다.

3） 계정전기 •	거래를	분개하여	계정에	전기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4） 기업의 결산기초 •	회계의	순환과정을	이해하고,	결산을	수행한다.

5） 당좌자산에 관한 기장 •	유동자산에	관한	내용을	이해한다.

6） 재고자산에 관한 기장 •	재고자산에	관한	거래를	기업의	특성에	맞춰	정리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7）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관한 기장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	감가상각에	대해	이해한다.

8） 부채에 관한 기장 •	부채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9） 자본에 관한 기장
•	주식회사의	자본에	관한	거래를	정리한다.

•	주식회사의	결산방법을	이해한다.

2.	부가가치세

▶	12시간

1） 부가가치세 총설 •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이해한다.

2） 과세기간 및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기간과	납세지를	확인한다.

3）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이해한	후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이해한다.

4） 과세거래 •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를	종류별로	이해한다.

5） 영세율과 면세 •	영세율을	이해하여	국경세	즉,	국제조세를	이해한다.

6） 과세표준의 계산 •	과세표준을	거래의	종류별로	연습하고	이해한다.

7）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에	대하여	정리한다.

8）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공제	대상	및	불공제	거래를	이해한다.

9） 납부세액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상의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실습한다.

10）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택스를	이용하여	실습한다.

3.	회계정보처리

▶	16시간

1） 기초정보관리
•	회계프로그램의	설치를	수행한다.

•	프로그램의	기초정보를	입력한다.

2） 일반전표의 입력
•	기업의	전표제도에	대하여	이해한다.

•	일반거래에	대한	일반전표를	입력하고	실무처리를	수행한다.

3） 매입매출전표의 입력 •	부가가치세가	관련된	거래를	분개하여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한다.

4）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매출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5） 사례의 입력연습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산을	수행한다.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실습한다.

•	사례를	찾아	거래를	분석하고	직접	입력실습을	하여	프로그램의	정보를	관리한다.

과정목적 본 과정은 전산을 통한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위한 과정으로, 실무자들이 기업 및 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더존디지털의 스마트A(더존 i-plus)를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기업 및 기관의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의 회계정보

처리(FAT)1급 자격증 취득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기업의 회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결산방법 및 재무제표의 작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및 국세청의 전송원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계정보를 입력하고, 정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회계실무 처리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실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회계정보처리 및 정보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 및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과정을 전개합니다.

•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의 적격증빙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전개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처리 

및 수취의무를 이해합니다.

•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관련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 자료를 제공합니다.

교육대상 • 전산을 이용하여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기업의 회계담당자

• 영업을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영업직사원

• 회계처리 업무를 관리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관리자

학습구조

전산회계정보처리(FAT) 자격 대비

회계원리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

능력

과세거래

면세거래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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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소득세의

	 원천징수

▶	2시간

1） 원천징수 개요
•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실무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소득세의	과세원리를	

이해한다.

2） 사례별 원천징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실무를	이해한다.

•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실무와	연말정산	실무프로세스를	파악한다.

2.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	3시간

1） 근로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정리한다.

2） 비과세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와	요건을	정리한다.

3） 근로소득 금액 •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재

▶	3시간

1） 소득공제
•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의	요건을	이해하여	공제대상	가족의	범위를	정리한다.	

•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주요	공제항목의	요건과	내용을	파악한다.

2） 세액공제
•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의	요건과	내용을	파악한다.

•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그	밖의	세액공제항목의	요건과	내용을	파악한다.

3） 세액계산 •	연말정산의	전	과정을	진행하여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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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13

과정목적 본 과정은 인사·급여담당자가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정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원천징수 실무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학습목표 • 소득세의 과세원리와 원천징수 방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과세대상 근로소득과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을 구별하고,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실무의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규정과 예규를 해석합니다.  

• 연말정산의 공제요건을 파악하고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연말정산 공제요건과 공제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회사 직원들의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부서 직원들의 연말정산 관련 문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연말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공제항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 실제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하며, 각 상황 별로 세법의 적용방법을 제시합니다.

교육대상 • 인사·급여 실무자

• 회계·인사·총무 부문의 관리자

학습구조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연말정산과
원천세 신고

소득의
구분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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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부가가치세의

	 의의	

▶	4시간

1） 부가가치세의 개요

2） 과세기간 및 납세지

3）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의	개요를	학습한다.

•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이해한다.

•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학습을	한다.

•	납세의무자에	대해	학습한다.

2.	과세거래

▶	4시간

1） 재화의 공급

2） 용역의 공급

3）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를	학습한다.

•	재화의	공급	중	실질공급과	간주공급에	대해	학습한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를	학습한다.

•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거래를	학습한다.

•	주된	거래와	부수거래에	대한	이해를	한다.

3.	과세표준의

	 계산

▶	4시간

1） 일반적인 과세표준

2）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3） 매입세액 공제액의 계산

4） 겸영사업자의 과세표준

•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계산한다.

•	겸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이해하고	계산한다.

•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을	학습한다.

•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의	발급대상	거래를	학습한다.

•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및	국세청의	전송에	대해	학습한다.

•	기업의	적격증빙에	대해	이해한다.	

4.		납부세액의		

계산	및	부가	

가치세의	신고

▶	4시간

1） 납세세액의 산출

2）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3） 적격증빙의 이해

4） 매입세액공제

5）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 

및 신고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에	대하여	학습한다.

•	부가가치세	가산세	계산방법을	학습한다.

•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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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6-7 28-29

과정목적 부가가치세는 모든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세무처리과정입니다. 모든 기업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가 발생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습목표 •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과세거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및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부가가치세에 대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와 면세거래를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영업·구매·회계 등 관련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과정을 전개합니다.

•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업의 적격증빙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전개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처리 

및 수취의무를 이해합니다.

• 기업에 사용하고 있는 세무관련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 자료를 제공합니다.

교육대상 • 기업에서 세금계산서를 관리하는 세무담당자

• 영업을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영업담당자

•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관리자

학습구조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부가가치세
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거래

면세거래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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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법인세	개요

▶	1시간

1） 법인세 과세방법

•	법인의	분류와	납세의무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	법인세의	납세절차

2） 법인세 세액계산구조

3） 법인세 신고방법

•	결산과세무조정

•	세액계산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서류

2.	법인세무		

조정의	원리

▶	3시간

1） 세무조정의 필요성
•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비교

•	법인세의	계산구조

2） 세무조정의 방법과 유형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3）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	세무조정유형별	소득처분

•	유보,	사외유출,	기타사외유출,	기타

3.	주요	 	

세무조정	I

▶	6시간

1） 손익의 귀속시기 세무조정
•	매출액	귀속시기	세무조정

•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세무조정

•	진행기준	세무조정

•	할부매출	세무조정

2） 인건비 세무조정
•	임원상여금	한도초과

•	임원퇴직금	한도초과

3）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	퇴직보험과	퇴직연금

4） 대손상각 세무조정
•	대손금	세무조정

•	대손충당금	한도액

5） 이자비용 세무조정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건설자금이자

•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이자

4.	주요

	 세무조정	II

▶	6시간

1） 접대비 세무조정
•	접대비의	개념

•	접대비	신용카드	사용액

•	접대비한도액

•	문화접대비

2）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	정액법	적용시	감가상각비	한도액

•	정률법	적용시	감가상각비	한도액

•	즉시상각의제

•	감가상각의제

3） 부당행위계산 부인
•	특수관계자	요건

•	부당행위의	사례

•	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조정

4） 가지급금 세무조정
•	가지급금인정이자

•	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5） 기부금 세무조정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	기부금	한도액

•	한도초과액의	이월계산

5.	법인세신고

▶	4시간

1） 세액공제 감면
•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세액공제	감면

2） 최저한세
•	최저한세율

•	조세감면의	부인순서

3） 세액계산
•	산출세액계산

•	기납부세액의	공제

•	분납세액의	계산

4） 법인세 중간예납 •	중간예납	대상법인,	기간,	신고방법

5） 법인세 확정신고
•	확정신고기한	및	필수첨부서류

•	가산세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4만원 / 비회원  60만원] / [2인 이상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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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7 13-15

과정목적 세무조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법인의 회계결산 시 관련있는 세무조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과정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에 대하여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개론적 강좌로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법인세 신고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와 개념을 이해합니다.

• 법인의 회계 결산과 세무조정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세무조정 방법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와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결산과 법인세 세무조정과의 연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각 과목별로 세무조정 방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회계부서에서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회사에서 직접 세무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회계담당자 수준에서 필요한 법인세 내용을 학습합니다.

교육대상 • 회계부서에서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분

• 경영지원, 총무팀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분

• 세무조정 담당 실무자 및 관리자

학습구조

법인결산과 세무조정

법인결산 세무조정 법인세 신고서

법인세법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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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국제조세		

일반	

▶	7시간

1） 국제조세란

•	국제조세의	의의

•	과세소득과	이중과세

•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개념 및 절차)

•	납세의무	및	과세소득

•	국내사업장	및	원천징수방법

•	원천징수	특례

•	비과세·면제	신청,	제한세율	적용	신청

3）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종류별)

•	이자,	배당

•	사용료,	임대소득

•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	양도소득,	기타소득

4） 해외투자

•	해외부동산	투자와	조세

•	해외주식	투자와	조세

•	해외진출(법인,	지점	등)과	조세

2.	국제조세		

기타

▶	3시간

1）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의의	및	종류

2） 특수한 국제조세
•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

•	조세피난처(Tax	Heaven)

3.	이전가격		

세제

▶	6시간

1）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	정상가격의	의의,	산출방법,	과세방법

•	이전가격	전략

2） 이전가격세제의 대응

•	이전가격	문서화(TP	documentation)

•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대응	및	관세

•	상호합의(MAP)와	사전승인제도(APA)

3） 이전가격세제의 주요 Issue

•	Tested	party의	실체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	구분손익과	이전가격과세

•	무형자산,	지급보증수수료	등	특수사례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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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9 23-24

과정목적 본 과정은 해외진출기업이나 국내의 외투기업의 세무·회계 실무담당자나 관리자가 국제조세에 대해 정확한

세무처리를 수행하고, 이전가격에 대해 적시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습목표 •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정확한 세무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외투기업 또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자회사가 직면하는 세무 Risk를 통제합니다.

• 새로운 국제거래 발생시 세무상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합니다.

과정특징 • 국제조세 및 조세조약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정리합니다.

• 소득별 과세권 및 과세방법 등을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 이중과세 방지,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세피난처세제 등에 대해 이해합니다.

•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및 대응방법을 이해합니다.

• 이전가격의 주요 Issue를 이해하고 이전가격 전략을 수립합니다.

교육대상 • 국제거래가 많은 외투기업이나 해외진출기업의 세무·회계 실무자

• 이전가격 Risk를 관리하고자 하는 외투기업이나 해외진출기업의 관리자

• 새로운 국제거래를 기획함에 있어서 세무사항을 확인하고자 하는 관련자

학습구조

국제조세와 이전가격

법인세 조세조약 소득세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Thin
Capital

TP

Tax
Heaven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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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회계정보의	

	 의의

▶2시간

1） 회계의 정의

2） 재무제표의 개념체계

•	회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학습한다.

•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대해	이해한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가정을	학습한다.

2.	거래에	대한	

	 기장

▶	2시간

1） 회계상의 거래

2） 분개 및 계정

3） 기업의 장부조직

•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읽기	위한	재무제표의	기본요소를	학습한다.

•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기본작성방법을	학습한다.

•	기업에서	일어나는	회계상의	거래를	파악한다.

•	거래를	분개하고	계정에	전기한다.

3.	재무정보의	

	 완성

▶	4시간

1） 시산표의 작성

2） 발생주의 회계

3） 결산의 절차

•	거래를	계정에	전기하는	과정이	정확한지	시산표를	작성한다.

•	기업의	발생주의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이해한다.

•	기업의	결산절차를	학습하여	재무제표의	생성과정을	확인한다.

4.	재무정보의	

	 취득

▶	4시간

1） 재무제표의 이해

2） 재무제표의 종류

3） 재무정보의 산출

•	재무제표의	종류를	학습한다.

•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	재무제표의	정보를	얻는	방법을	설명한다.

•	재무제표를	읽는	방법을	학습한다.

5.	재무정보의	

	 분석

▶	4시간

1） 계량적분석

2） 재무상태표 분석

3） 손익계산서 분석

4） 종합분석

•	안전성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유동성을	확인한다.

•	수익성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수익창출능력을	학습한다.

•	생산성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적정	생산성을	확인한다.

•	각종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전체적인	종합분석을	해본다.

6.	재무정보를	

	 이용한	기업의		

가치평가

▶	4시간

1） 재무제표분석의 종류

2） 비율분석의 체계

3） 질적 분석방법

4） 각종지표의 종합

•	한국선물거래소의	주식정보를	구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주식가치를	이용한	기업의	가치를	측정해본다.

•	장부가치를	이용한	기업의	가치를	측정해본다.

•	각종	지표를	종합하여	기업의	전반적	위치를	측정해보고	우리	회사의	기업가치를	

계산해	본다.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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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부산 15-17 12-14 22-24 
호남 10-12 21-23 24-26 호남 23-25 4-6 23-25 부산 15-17 13-15

과정목적 경영분석이란 기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그 밖에 다른 재무정보 데이터와 기업정보 

과정세부내용 등을 분석하여 기업의 자본 및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임직원들은 자신의 기업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기업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본 과정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보고서를 찾아보고, 찾은 재무제표를 쉽게 읽을 수 

있는 능력과 가장 기본적인 재무분석을 하여 기업의 현재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기업의 회계정보를 계량화하여 계량화된 정보를 보고 기업의 경영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결산을 통해 작성된 사업보고서(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직접 구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 사업보고서(재무제표)를 쉽게 읽을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기업자료를 분석하고 자신의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하여 경영의사결정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기업에서 처리한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기업의 경영방침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현금흐름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정보화 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재무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 재무정보의 습득과정을 체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된 정보를 통하여 거래처 및 자기회사의 경영

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재무분석을 통하여 동종업종의 다른 기업과 현재 자기기업을 비교분석하여 산업의 추세별 흐름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기획, 전략, 투자분석, 경영관리 부문의 관리자 및 실무자 

• 영업, 생산 부문의 관리자 또는 중간관리자

학습구조

(재무제표를 쉽게 읽고 분석하는)기업의 경영분석

재무정보의
취득

재무정보
분석

전자공시
시스템

종합적
기업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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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회계시스템과		

재무제표

▶	2시간

1） 회계시스템
•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	회계기준의	종류와	적용대상	기업을	파악한다.

2） 재무제표의 종류

•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성요소를	파악한다.

•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의	기본	구성요소를	파악한다.

•	현금흐름표의	기본	구성요소를	파악한다.

2.	재무제표

	 분석

▶	5시간

1） 안정성 지표
•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등	안정성	지표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	사례를	분석한다.

2） 수익성 지표
•	각종	이익율,	배당성향,	이자보상비율	등	수익성	지표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	사례를	분석한다.

3） 성장성 지표
•	자산증가율,	이익증가율	등	등	성장성	지표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	

사례를	분석한다.

4） 활동성 지표
•	각종	자산회전율,	매입채무	회전율	등	활동성	지표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	사례를	분석한다.

5） 생산성 지표
•	자본집약도,	설비투자효율,	부가가치율	등	생산성	지표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	기업의	

재무제표	사례를	분석한다.

3.	분식회계

▶	1시간
1） 분식회계의 개념

•	분식회계의	유형과	원인을	파악하고,	분식회계의	방법을	확인한다.

•	분식회계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하여	확인한다.

4.	원가회계

▶	2시간

1） 원가의 흐름
•	원가관리회계의	기본용어를	파악하고	원가의	흐름을	이해한다.

•	원가요소별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한다.

2） 원가계산방법 •	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	등	원가계산제도의	기본개념을	이해한다.

5.	관리회계

▶	6시간

1） CVP분석 •	CVP모형을	이용하여	손익분기점과	목표영업이익을	분석한다.

2） 의사결정회계 •	특별주문의	수락여부,	제품라인의	유지	여부	등	각종	의사결정	안건들을	검토한다.

3） 투자예산 •	투자시점,	투자기간	중,	투자종료	시점의	현금흐름을	분석한다.

4） 종합예산 •	종합예산의	수립절차를	이해하고	현금예산의	편성방법을	이해한다.

5） 성과평가회계 •	수익중심점,	이익중심점,	투자중심점	성과평가의	모형을	검토한다.

6） 원가추정 •	고저점법,	학습곡선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추정원가를	계산한다.

7） 최신원가이론 •	수명주기원가,	카이젠	원가	등	최신	원가이론에	대하여	이해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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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26-27 21-22 30-31

과정목적 조직의 관리자는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능력 못지 않게 재무능력도 중요합니다.  

본 과정은 관리자가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을 진단하고 원가관리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적 기초가 없는 관리자라도 단기간에 재무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재무제표를 통해 안정성을 측정하고 성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재무제표를 통해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 회계적 수치를 바탕으로 대안들을 평가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 원가관리의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스스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 원가계산 및 원가관리의 기본적인 방법론을 이해 하여 기업의 원가계산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손익분기점분석, 의사결정, 성과평가, 원가추정 등 관리자로서 꼭 필요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재무제표 분석에 활용되는 다양한 비율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실제 분석을 수행합니다. 

• 손익분기점분석, 의사결정, 성과평가, 원가추정 등 관리자의 중요한 직무에 대하여 회계의 관점에서 접근

하므로, 정확하게 분석된 수치에 의해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합니다.  

교육대상 • 기획, 전략, 투자분석, 경영관리 부문의 관리자 및 실무자 

• 영업, 생산 부문의 관리자 또는 중간관리자

학습구조

관리자 재무능력 향상

재무제표
이해

재무비율
분석

원가계산 
흐름 이해

관리회계

회계의
 기본개념

경영관리 
역량 발휘

원가관리회계

재무제표 분석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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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직
 무
O
A

직
 무

재
무

/회
계

/세
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재무제표의		

이해

▶	2시간

1） 발생주의 회계 •	재무제표의	작성원리를	이해한다.

2）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재무제표	상호간의	연결관계를	파악한다.

•	발생주의	회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자산	및	부채의	평가방법을	알아본다.

3） 재무제표 작성원리 •	사례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2.	현금흐름표의		

기본개념

▶	2시간

1） 현금흐름표의 유용성 •	현금흐름표의	작성목적을	이해한다.

2） 현금흐름표로 보는 

기업활동의 이해
•	현금흐름표의	작성원리를	파악한다.

3） 현금흐름표의 양식

•	1차연도	현금흐름표를	작성한다.

•	당기순이익과	현금흐름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현금흐름표상	3가지	활동에	대해	이해한다.

3.	활동별	

	 현금흐름	1
▶	2시간

1）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2가지	표시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	비현금거래에	대해	이해한다.

•	퇴직급여제도	및	사채발행과	관련된	회계처리	및	현금흐름표	표시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	현금	유출입이	없는	비용,	수익항목에	대해	이해한다.

•	법인세	회계가	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한다.
2） 직접법과 간접법의 이해

4.	활동별	

	 현금흐름	2

▶	2시간

1） 투자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	투자활동을	이해하고	현금흐름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투자활동과	연관된	자산의	현금흐름을	이해한다.

•	투자활동	구분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하는	항목을	알아본다.

•	재무활동을	이해하고	현금흐름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재무활동과	연관된	부채	및	자본의	현금흐름을	이해한다.

•	재무활동	구분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하는	항목을	알아본다.

2）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흐름

3） 순현금흐름의 파악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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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1 25 8

과정목적 회사에 당기순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이 곧 현금흐름이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손익계산서

에 나타나는 당기순이익이 현금흐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과정은 현금흐름표를 통해 기업의 현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입니다.

학습목표 • 현금흐름정보는 동일한 거래와 시간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제거

하기 때문에 영업성과에 대한 기업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합니다.

•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합니다.

기대효과 • 기업의 미래현금흐름 창출능력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다른 재무제표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순자산의 변화, 재무구조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과 기회에 적응하기 위

하여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현금흐름표의 작성목적 및 원리를 기초부터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합니다.

• 실무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를 교육생이 직접 회사의 회계시스템과 유사한 가상의 회계시스템에 입력함으

로써 재무제표의 작성원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 현금흐름표와 기타재무제표의 유기적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K-IFRS를 채택한 기업의 경리·회계·재경부문의 관리자와 실무담당자

• 현금흐름 작성원리에 관심이 있는 기획·전략·심사분석·투자분석 부문의 관리자 및 실무자

• 회계(세무)·총무·인사·경영관리·전산부문 관리자 및 담당자

학습구조

현금흐름표 작성실무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파악
기업의
현금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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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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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O
A

직
 무

재
무

/회
계

/세
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현금흐름의	

개념	및	분석

방법

▶	4시간

1） 현금흐름의 개념

2） 현금흐름표의 분석방법

•	현금흐름의	이해

•	현금흐름표의	유용성	및	한계

•	현금흐름	패턴에	의한	분석

•	현금흐름표의	부실징후

•	현금흐름	분석	실습사례

2.	현금흐름표의	

활동	및	 	

작성방법

▶	4시간

1） 현금흐름표의 활동구분

2） 현금흐름표의 2가지 

작성방법

•	현금흐름표의	3가지	활동

•	현금흐름표의	작성방법

•	직접법에	따른	현금흐름

•	간접법에	따른	현금흐름

•	일반기업회계기준	vs	K-IFRS

3.	현금흐름의	

계산

▶	4시간

1） 영업활동 현금흐름

2） 투자활동 현금흐름

3） 재무활동 현금흐름

4） 기타작성시 유의사항

•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계산(직접법)

•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계산(간접법)

•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계산

•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계산

•	외화현금흐름,	비현금거래

4.	엑셀을		 	

활용한	현금

흐름표	실습	

사례	연습

▶	4시간

1） 엑셀을 활용한 현금흐름표 

실습사례 1

2） 엑셀을 활용한 현금흐름표 

실습사례 2

3） 엑셀을 활용한 현금흐름표 

실습사례 3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금흐름표	실습사례	1

•	K-IFRS에	의한	현금흐름표	실습사례	1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금흐름표	실습사례	2

•	K-IFRS에	의한	현금흐름표	실습사례	2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금흐름표	실습사례	3

•	K-IFRS에	의한	현금흐름표	실습사례	3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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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1-2 11-12

과정목적 본 과정은 현금흐름표의 작성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금흐름표를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학습자가 현금흐름표 작성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현금흐름표 작성원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실무사례 및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현금흐름표 작성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에 따른 현금흐름표 공시양식의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현금흐름표 작성원리를 이해하여 현금흐름표와 기타 재무제표의 유기적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

니다.

과정특징 •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상호간에 활발한 Interaction을 바탕으로 이끌어 갑니다.

• 이론으로 학습한 내용을 엑셀을 통해 실습함으로써 현금흐름표 작성원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

니다.

교육대상 •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K-IFRS를 채택한 기업의 회계, 경리, 기타재경 부문의 실무자 및 관리자

•  현금흐름표 작성원리에 관심이 있는 심사, 기획, 전략, 투자부문 등의 실무자 및 관리자

학습구조

엑셀로 배우는 현금흐름표 작성과 분석

현금흐름 
개념과 분석

엑셀활용 
현금흐름표 

실습

현금흐름
계산

현금흐름표 
작성방법

• 현금흐름 이해

• 현금흐름 분석실무

• 일반기업회계기준 현금흐름

• K-IFRS에 의한 현금흐름표 실습

• 직접법에 따른 현금흐름

• 간접법에 따른 현금흐름

• 영업활동/투자활동/

재무활동

N
E

W



훈련기관인증평가
3년인증 우수기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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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기관

비서/구매/법무

Advanced

Intermediate

Basic

Smart
전문비서
역량개발

성공하는 
구매협상 실무

비즈니스의
A-Z 계약서 작성과 법적 사고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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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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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비
서

/구
매

/법
무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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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3 8-10 8-10 17-19 10-12 5-7 30-9/1 11-13 29-12/1

과정목적 본 과정은 성공한 선배 비서들의 최선의 판단력, 효과적인 업무수행 노하우 전수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사를  

보좌하고, 회사의 대표 이미지를 위한 비서의 자기 관리와 사례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비서 역할의 인식변화를 통해 자신만의 비서 역할상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전문비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핵심을 익힘으로써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비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멀티 플레이어의 역량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상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전문비서의 노하우와 의사소통 스킬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 기억되는 비서의 이미지를 위해 자신만의 Good Manner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조직에서 상사의 성공 매니지먼트를 위해 전문비서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 업무별 돌발 실수 상황에서 비서의 센스를 발휘하고 조직 내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현직 선배 비서들의 핵심노하우를 공유받고 비서 선후배들과 함께 네트워킹 할 수 있습니다.

• 현업에서 활동 중인 우수한 선배 전문비서의 생생한 인터뷰 내용과 함께 실무에 적합한 많은 사례와 내용

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비서 업무를 희망하는 비서직무 취업 준비생

• 현재 비서 업무수행 중 역량강화가 필요하신 분

• 총무 및 인사 경리 업무를 겸하는 팀의 비서 담당자

• 비서업무 이직 희망자 및 보직 변경으로 비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신 분

학습구조

Smart 전문비서 역량개발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조직	내

	 비서의	역할

▶	4시간

1） 경영환경변화와 비서의 

역할과 자세 

•	21C	경영환경변화의	흐름과	함께	비서의	역할과	바람직한	자세를	이해한다.

•	비서의	역할,	자격요건,	표준직무	기술과	업무흐름을	파악한다.

•	회사와	상사의	비전,	핵심가치를	공유한다.

2） 상사 매니지먼트

•	상사의	유형과	기호에	따른	욕구를	분석하고,	업무	스타일과	조직의	대인관계	관리	

포인트를	확인한다.

•	상사의	네트워크	관리	방법을	파악한다.

3） 전문비서 필수 아이템

•	정보력,	감정관리,	인간관계,	충성심,	순발력,	긍정적인	마인드	등의	필수	역량에	대하여	

정리한다.

•	현직	선배	비서들의	실수	사례를	통해	업무	노하우를	전수받고	경험한다.

2.	멀티플레이어

	 비서의	

	 주요	업무

▶	10시간

1） 수명업무와 보고 •	상사의	정확한	지시내용	파악과	수명업무,	보고에	대하여	토의한다.

2） 정보검색 및 분석관리 •	상사에게	필요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	검색	및	분석,	관리	방법에	대하여	확인한다.

3） 회의 업무 •	회의	관련	업무와	다과준비,	회의록	정리하기	등을	단계별로	확인한다.

4） 출장 업무 •	국내외	출장	계획과	점검,	사후	관리에	대하여	정리하고	관리한다.

5） 일정 관리 •	업무와	기타	관리	사항에	대한	일정관리	및	조정관리에	대하여	실습한다.

6） 의전 업무 •	방문한	주요인사	의전	및	행사	진행	의전에	대하여	분석한다.

7） 예약 업무 •	식사,	골프,	공연	등	분야별	예약	절차와	방법을	진행한다.

8） 경조사 업무 •	경조사	발생	시	비서	시각에서의	조문	예절과	상황별	행사	준비	및	진행에	대하여	이해한다.

3.	비서의

	 기본	매너와

	 에티켓

▶	4시간

1） 비서의 Visual Image
•	자신만의	특별한	시각적	이미지를	위하여	자연스러운	표정과	복장,	분위기를	확인한다.

•	상황에	따라	자신감	넘치는	바른	자세와	인사	예절,	악수,	명함수수에	대해	반복	훈련한다.

2） 비서의 Social Image  

고급 화법

•	비서를	위한	설득과	신뢰의	Social	Image	고급	화법을	사례별로	분석하고	실습한다.

•	전화	예절의	기본	프로세스를	익히고	비서의	정확하고	신중한	전화	응대방법들을	사례로	

반복	실습해	본다.

3） 방문객 접객매너

•	상황별	방문객	기본응대와	차	서비스,	다과서비스	등	다양한	응대법을	실습한다.

•	약속한	방문객,	약속	없이	방문한	상황,	상사가	만남을	거절한	사례	등에	따라서	현명한	

비서의	응대법을	숙지한다.

•	1대	다수의	여러	상사	보좌의	경우	또는	타부서와	관계관리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비서의	

행동	요령을	준비한다.

4.	전문비서로

	 거듭나기

▶	2시간

1） 성공한 전문 비서의 

자기관리

•	자신의	변화	모습을	인식하고	성공	전문	비서를	위한	핵심	내용들을	확인한다.

•	전문	비서	업무	수행을	위한	스트레스와	시간관리를	점검한다.

2） 미래 설계와 동기부여
•	나의	현재	모습에서	성공한	자신의	미래	설계를	위해	단계별	비서직무에	대한	동기부여	

사항을	정리한다.

경영환경의 이해

경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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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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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4 19-21 18-20 4-6

과정목적 본 과정은 구매 협상 전문가 육성을 위해, 최상의 협상 성과를 얻기 위한 실용적인 기술과 이론들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목표 •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구매 협상 계획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매 협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략과 전술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협상 역량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역량 향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향상된 구매 협상 스킬을 통해 구매 협상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과

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 구매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을 리드할 수 있음은 물론, 셀러와의 관계도 강화하여 조직의 목표 달

성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협상 역량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파악하고 협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구매 협상에 필요한 역량과 핵심 스킬에 대한 수준을 진단합니다.

• 성공적인 협상 행동 프로파일에 따른 협상 행동을 분석합니다.

• 본 과정의 구매 협상 실습은 단계별 심화 학습으로 구성됩니다. 

 - 기초 단계 : 구매 협상의 개념과 의미를 학습 과정에서 학습한 후 구매 협상 스킬 적용 

 - 적용 단계 : 실습 과정에 대한 협상 행동 프로파일 분석

  - 심화 단계 : 복잡한 상황에 대한 실습을 통해 심화된 스킬 적용 및 협상 행동 프로파일에 대한 적용

교육대상 • 전문적인 구매 협상 및 조정능력을 요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및 리더

• 구매 협상 역량 강화를 통해 구매 협상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실무자 및 리더

학습구조

성공하는 구매 협상 실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구매	협상의

	 핵심

▶	8시간

1） 나는 어떤 협상가인가?

2） 협상 역량 진단

•	협상가로서의	나의	이미지를	점검한다.		

•	협상	역량을	진단한다.

1） 기초 협상 실습

2） 올바른 협상의 전제조건

3） 협상의 3단계 프로세스

•	협상	상황	체험을	통해	협상의	개념과	전제조건을	이해한다.

•	협상의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별	핵심	활동	내용에	대해	이해한다.

1） 협상의 R/O 모델  

2） 나의 협상 스타일

3） 협상 상황에서의 다양한 관점

•	협상의	R/O	모델과	협상의	4가지	스타일을	알아보고,	개인별	협상	스타일	

파악한다.

•	협상	상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한다.

1） 구매 협상의 프로세스

2） 구매협상력 강화 요소

3） 구매 협상 사례 연구

•	구매	협상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체계적인	구매	협상	계획서를	작성한다.

•	협상력	강화	요소를	이해한다.

•	구매	협상의	현업의	사례를	공유한다.

2.	구매	협상

	 전략과	전술

▶	2시간

1） 구매 협상의 전략

2） 구매 협상 전술

3） 구매협상력 강화 요소

•	구매	협상의	전략을	이해하고,	효과적	전략을	수립한다.

•	구매	협상의	다양한	전술을	이해한다.

•	구매	협상력	강화	요소를	이해한다.

3.	모의	구매

	 협상	실습	1

▶	6시간

1） 협상 상황 분석

2） 전략 및 계획 수립

3） 협상 실시

4） 협상 행동 프로파일 이해

5） 협상 행동 분석

•	협상	상황	분석에	대해	실습한다.

•	전략	및	계획	수립에	대해	실습한다.

•	모의	협상	실습을	한다.

•	협상	행동	프로파일에	대해	이해한다

•	실습을	바탕으로	협상	행동을	분석한다.

4.	모의	구매

	 협상	실습	2

▶	3시간

1） 협상 상황 분석

2） 전략 및 계획 수립

3） 협상 실시

4） 효과적 협상 행동 적용

5） 평가 피드백 및 경험 공유

•	협상	상황	분석에	대해	실습한다.

•	전략	및	계획	수립에	대해	실습한다.

•	협상	전략	및	스킬을	실습한다.

•	효과적	협상	행동을	적용한다.

•	협상	실습에	대해	평가한다.

•	참가자	소감	및	학습포인트에	대해	토의한다.

5.	협상	역량

	 향상	계획	

	 수립

▶	1시간

1） 종합 정리

2） 협상 역량 향상을 위한  

Action Plan 작성

•	과정의	학습포인트를	정리한다.

•	협상	역량	향상	계획을	수립한다.		

Input(학습 전) Process(학습) Output(수료)

• 구매 협상 이론 및 스킬

• 구매 협상력 강화

• 토의 및 사례 연구

• 구매 협상의 전략과 전술

• 구매 협상 실습

 – 협상 계획 수립

 – 협상 행동 프로파일 분석

 – 실습 및 피드백 

• Set Expectations
 – 교육생 기대사항 청취

 – 눈높이 학습

 – 기대 결과물 명확화

• 협상 역량 사전 진단

• 역량 향상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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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비즈니스의

	 시작,	계약

▶	6시간

1） 계약의 중요성 •	계약의	중요성과	기본구조에	대하여	토의하고	정리한다.

2） 손해배상론
•	실제	계약서를	통하여	손해배상	규정을	확인한다.

•	실제	계약서를	통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를	실습하고	정리한다.

3） 계약구속력의 상실
•	실제	계약서를	통하여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약정해제와	법정해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정리한다.

4） 계약일반조항

•	계약	일반조항에는	어떠한	조항들이	있는지와	이러한	조항들이	필요한	이유를	분석하고	

파악한다.

•	계약	일반조항이	없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하여	실습한다.

2.	각종	비즈니스	

	 계약의	유의사항

▶	8시간

1） 영업단계계약 •	MOU,	라이센스계약,	비밀유지약정에	대하여	실제	계약서를	실습하고	유의사항을	분석한다.

2） 실행단계계약 •	구매계약,	제조계약,	공사계약에	대하여	실제	계약서를	실습하고	유의사항을	분석한다.

3） 하도급계약
•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하도급계약의	실제	계약서를	실습하여,	

하도급계약에서의	유의사항을	토의한다.

3.	계약분쟁의

	 대응방안

▶	2시간

1） 분쟁해결절차
•	소송	및	중재의	차이를	토의하여,	분쟁해결수단을	정리한다.

•	보전처분	및	집행절차에	대하여	이해한다.

2） 사례연습 •	분쟁해결과	관련한	사례	연습을	실습하여	효과적인	분쟁해결수단을	정립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4만원 / 비회원  50만원] / [2인 이상 - 회원  42만원 / 비회원  48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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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2-3

과정목적 비즈니스 계약의 기본구조와 각종 비즈니스 계약서의 유의사항을 이해함으로써,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습목표 • 비즈니스 계약의 중요성 및 기본구조를 이해하여,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기준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비즈니스 계약의 유의사항을 학습함으로써,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도

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분쟁의 대응방안을 연습하여, 계약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준비할 수 있

습니다. 

기대효과 • 계약 담당 임직원의 전문적 지식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계약과 관련한 프로세스를 재검토할 수 있

습니다.  

과정특징 •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강의를 통하여 각종 비즈니스 계약의 유의사항을 입체적

으로 숙지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사례를 연습함으로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익힐 수 있

습니다. 

교육대상 • 기업의 최고 경영자

• 기업의 계약 담당 임원 및 법무팀 등 계약 담당 임직원

•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 개인사업자 및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는 일반인

학습구조

비즈니스 A-Z 계약서 작성과 법적 사고

각종 계약서 
예제 작성

연습

목표 달성 [적정한 계약서 작성 및 분쟁 대응]

계약서 기본이론 학습 사례를 통한 심화 학습



훈련기관인증평가
3년인증 우수기관

직무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무역/물류

Advanced

Intermediate

Basic

무역대금
결제와 무역
서류 작성

국제무역사 
2급 취득을 

위한
무역전문가

국제무역사 
1급 취득을 

위한 
무역전문가

무역영어
 자격 취득을 

위한 
무역전문가

물류와
 무역의 실무 

A to Z

해운산업의 
이해와 실무

Plant & 
Machinery 

화물의 해상/
육상 운송 실무

물류관리사 
취득

속성대비

물류관리사 
취득 

집중 대비

무역실무 
입문

NEWNEWNEWNEWNEWNEW

NEW NEWNEW



347346

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직
 무
O
A

직
 무

무
역

/물
류

과정목적 무역사업을 중점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해 필요한 신입직원 입문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무역회사 신입직원 또는 무역파트를 시작하는 임직원에게 필요한 모든 업무들을 파악하도록 설계

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무역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립하여, 무역 업무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파악합니다. 

• 다양한 무역 프로세스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교육을 수행합니다.

기대효과 • 무역 분야를 360° 포괄적인 시야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신입 또는 무역 실무자가 전반적인 무역  

프로세스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 실무중심 강의이기 때문에 다양한 무역분야를 바로 실무 업무에 적용 가능합니다. 

과정특징 • 실무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한 무역입문과정입니다. 

교육대상 • 신입직원, 무역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

• 전반적인 무역개념을 파악 하고자 하는 기업 관리자, 리더 등

학습구조

무역실무 입문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무역	상식

▶	2시간

1） 인재상 •	무역업무에	필요한	기본	지식,	조건

2） 무역 전문인의 자기개발
•	자기개발에	필요한	자격증	소개

•	업무	향상에	참고되는	정보

2.	무역	거래

▶	4시간

1） 조건 •	Incoterms	2010	설명

2） 수출 •	수출	절차

3） 수입 •	수입	절차

4） 학습 •	서류	기반	수출	수입	시뮬레이션

3.	제품	소싱	

▶	2시간

1） 아이템 조사 •	프로젝트	기획	시장	및	마케팅	조사

2） 업체 연락 •	제품	문의,	가격협상	및	계약	체결

3） 제품 수입 •	제품	주문	발주

4） 제품 수입 •	수입/통관

5） 제품 수입 •	유통	및	재고	관리

4.	해외	영업

▶	4시간

1） 바이어 발굴 •	바이어	발굴	조사

2） 제품 제안 •	회사소개,	제품견적서,	기술사양서,	거래조건

3） 제품 수출 •	계약	체결,	수출	절차	(서류,	금융)

4） 발주 관리 •	수출	발주	생산,	출고,	인도

5） 바이어 관리 •	미수금	관리,	A/S,	클레임	등	고객	대응

5.	해외파트너	

	 교류

▶	2시간

1） 해외파트너와 소통 •	효율적인	소통에	필요한	핵심	포인트

2） 해외파트너 미팅 •	국내	방문,	해외	출장	미팅의	사전	준비사항

3） 해외파트너와 문화적 교류 •	장기적인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한	필요한	정보들

4） 진정한 세계인 •	국제	무대에	활동에	필요한	지식

5） 글로벌 매너 •	해외에서	필요한	국제적	매너	KNOW-HOW	교육

6.	리스크	관리

▶	2시간

1） 보험/금융 •	안전한	무역을	위한	수출	보증	보험,	운송보험,	L/C,	DA

2） 정보 수집 •	해외	시장,	파트너에	대한	정보	수집

3） 각종 사기 사례 •	다양한	무역	사기	사례	소개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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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12-13 25-26 30-12/1

무역인 탄생!

무역실무

무역
기본 상식

무역사례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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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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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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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류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무역계약	및

	 대금결제

▶	3시간

1） 무역계약 과정 이해

•	무역계약	전에	필수적인	거래처	조사,	영업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무역계약에	필요한	지식을	이해한다.

•	영문무역계약서를	이해한다.

•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등의	서류의	기재내용을	파악한다.

2） 무역대금결제

•	다양한	무역	대금결제	방식을	파악한다.

•	결제방식에	따른	차이를	구분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한다.

•	T/T,	신용장	등	활용	시	은행에서	사용되는	실무서류를	작성한다.

•	신용장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서류심사조건을	이해한다.

2.	운송과

	 적하보험

▶	4시간

1） 운송

•	물류적인	중요	개념을	이해한다.

•	포워더와의	운송계약을	이해한다.

•	운송장(B/L,	AWB)	작성방법을	습득한다.

2） 적하보험

•	보험계약	조건을	이해한다.

•	운송조건과	보험을	연계하여	이해한다.

•	작성된	보험증권을	이해한다.

3.	결제서류준비

▶	1시간
1） 결제서류 주의점

•	결제	시	주의해야	할	서류내용을	이해한다.

•	신용장	거래	시	서류심사기준을	파악한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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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4 27

과정목적 계약 단계, 대금결제 단계, 수출입통관 등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계별 무역실무 전반에 걸쳐서 직종·

직군에 상관없이 모든 업종 종사자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무역실무 단계별 주요 절차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무역실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현업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해봄으로써 실무적인 자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무역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하루만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무역실무 경험과 이론을 접목하여 무역업무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무역관련업무 실무자 및 무역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시는 분 

학습구조

무역대금결제와 무역서류 작성

실무서류

무역계약

운송, 보험

결제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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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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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무역계약과	결제

▶	4시간

1） 무역계약 과정 이해 •	무역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2） 결제 방법 이해
•	결제방법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한다.

•	T/T,	추심,	신용장의	특징을	알고	각	장단점을	파악한다.

2.	운송·보험·통관

▶	4시간

1） 운송과 운송서류
•	운송·보험·통관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한다.

•	운송,	보험에	관련된	과정을	이해하고	서류	기재	내용을	파악한다.

2） 보험 부보와 보험서류
•	보험관련	기초지식을	이해한다.

•	보험관련	서류를	이해한다.

3） 통관과 통관서류 •	수출입	통관관련	서류를	이해한다.

3.	국제무역사	2급	

	 대비	및	문제	풀이

▶	8시간

1） 시험 대비 요약 •	시험	대비를	위한	전체적인	핵심요약	내용을	학습한다.

2） 문제 풀이
•	최근	출제된	문제	풀이를	통해	유형을	파악한다.

•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위주의	친절한	해설을	통해	정리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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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 31-9/1

과정목적 무역실무 기초부터 학습하고 동시에 국제무역사 2급 자격증까지 취득하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무능력 함양 뿐만 아니라 개인 역량도 개발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학습목표 • 기업의 수출입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계약·결제·운송 등 전체적인 무역업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

니다.

• 무역 실무서류를 파악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효율적으로 국제무역사 2급 자격증 시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업무 초보자더라도 무역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자격시험 대비 요약강의를 통해 실무와 이론을 비교하며 업무 수행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무역실무 경험과 이론을 접목하여 무역업무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EBS 저자 직강을 통한 족집게 강의와 문제풀이가 진행됩니다.

• 국제무역사 2급 기출문제를 제공합니다.

교육대상 • 무역관련업무 실무자, 신입~5년 차 경력자

학습구조

국제무역사2급 취득을 위한 무역전문가

무역실무능력 
함양

실무서류
이해

국제무역사 
2급 

자격증 준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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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직
 무
O
A

직
 무

무
역

/물
류

국제무역사

1급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무역계약

▶	4시간

1） 무역계약 과정 이해

•	무역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	무역계약	체결조건을	파악한다.

•	영문계약서를	이해한다.

2） 인코텀스
•	인코텀스	각	조건들을	파악한다.

•	인코텀스	조건	별	특징과	수출자·수입자의	의무를	이해한다.

2.	무역결제

▶	4시간

1） 결제방법 이해
•	결제방법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한다.

•	T/T,	추심,	신용장을	구분하고	특징을	비교한다.

2） 외환
•	외환거래	개념,	특징,	환위험을	이해한다.

•	환위험	관리	방법을	파악한다.

3.	운송·보험·통관

▶	4시간

1） 운송과 운송서류
•	운송·보험·통관	과정과	중요한	실무내용을	이해한다.		

•	관련	서류들의	용도와	기재	내용을	이해한다.	

2） 보험 부보와 보험서류
•	적하보험의	특징,	종류	등을	이해한다.

•	보험	관련	서류를	이해한다.

3） 통관과 통관서류 •	통관내용과	관련	서류를	이해한다.

4.	국제무역사	1급	

	 대비	및	문제	풀이

▶4시간

1） 문제 풀이
•	최근	출제된	문제	풀이를	통해	유형을	파악한다.

•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위주의	이론	요약	설명을	통해	시험에	대비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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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과정목적 무역실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동시에 국제무역사 1급 자격증까지 취득하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무능력 함양 뿐만 아니라 개인 역량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기업의 수출입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계약·결제·운송 등 전체적인 무역업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

니다.

• 무역 실무서류를 파악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단시간 내에 국제무역사 1급 자격시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자격시험 요약강의를 통해 실무와 이론을 비교하며 업무 수행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국제무역사 1급 자격시험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무역실무 경험과 이론을 접목하여 무역업무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 EBS 저자 직강을 통한 족집게 강의와 문제풀이가 진행됩니다.

• 국제무역사 1급 기출문제를 제공합니다.

• 국제무역사 1급 과정은 국제무역사 2급 과정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교육대상 • 무역관련업무 실무자 및 국제무역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시는 분 

학습구조

국제무역사1급 취득을 위한 무역전문가

결제업무

운송, 통관
업무

계약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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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직
 무
O
A

직
 무

무
역

/물
류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무역계약과

	 결제

▶	4시간

1） 무역계약 과정 이해
•	무역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이해한다.

•	수출자와	수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이해한다.

2） 결제방법 이해

•	결제방법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한다.

•	결제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한다.

•	예제를	통해	확실히	습득한다.

2.	운송·보험

▶	4시간

1） 해상·항공·복합운송
•	운송수단에	따른	이론적	내용을	학습하고	문제에	적용한다.

•	해상·항공·복합운송의	이론에	대해	파악한다.

2） 적하보험

•	적하보험,	종류,	특징	등을	파악한다.

•	적하보험	관련	지식을	습득한다.

•	예제를	통해	확실히	습득한다.

3.	비즈니스

	 영어

▶	2시간

1） 비즈니스 영어
•	무역에서	사용하는	영문서류와	이메일	등을	공부하고	문제에	적용한다.

•	예제를	통해	연습한다.	

4.	문제풀이

▶	6시간
1） 기출문제 풀이

•	최근	출제빈도가	높은	유형들을	파악한다.

•	빈출문제	풀이해설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복습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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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1 24-25 20-21

과정목적 무역실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함과 동시에 국가공인 자격증인 무역영어 1급 자격증까지 취득하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무능력 함양 뿐만 아니라 개인 역량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기업의 수출입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계약·결제·운송 등 전체적인 무역업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

니다.

• 단시간 내에 무역영어 1급 자격증 대비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실무지식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무역이론을 통해 실무경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무역영어 1급 자격증 준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무역실무 경험과 이론을 접목하여 무역업무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EBS 저자 직강을 통한 족집게 강의와 문제풀이가 진행됩니다.

• 무역영어 1급 기출문제를 제공합니다.

교육대상 • 무역관련업무 실무자 및 무역영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시는 분 

학습구조

무역영어 자격 취득을 위한 무역전문가

국가공인

무역영어

비즈니스
영어

운송, 보험
무역계약,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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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직
 무
O
A

직
 무

무
역

/물
류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물류관리		

총론

▶	2시간

1） 물류관리란? •	물류에	대한	이해와	구성요소에	대해	이해하고	물류관리의	근본적	역할에	대해	학습한다.

2） 마케팅과 유통 •	물류관리	관점에서의	마케팅과	유통에	대해	이해한다.

3） 물류표준화와 공동화 •	물류표준화와	공동화에	의한	기업의	효과에	대해	이해한다.

4） 물류포장 •	NULS와	PVS를	이해하고	수송포장에	대해	학습한다.

2.	구매관리	및	

재고관리

▶	1시간

1） 구매관리 •	구매관리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2） 재고관리 •	재고관리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3） 수요예측 •	수요예측기법에	대해	학습한다.

3.	바코드를		

이용한	POS와

	 RFID시스템

▶	1시간

1） 바코드 및 POS의 체계 및 

응용프로세스
•	바코드의	체계	및	인식원리를	알아보고	POS의	활용에	대해	학습한다.

2） RFID의 체계 및 

인식프로세스

•	상품과	화물을	인식	가능케	하는	바코드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식별원리와	활용에	대해	이해한다.

4.	무역	

	 프로세스

▶	0.5시간

1） 무역이 진행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 

이해

•	무역계약	전체	과정을	이해한다.

•	무역과	연계한	물류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5.	무역관련		

서류	이해와

	 작성

▶	1.5시간

1） 무역서류 주요 서류 

이해와 작성

•	Commercial	Invoice를	작성한다.

•	Packing	List를	작성한다.

2） 수출입통관 시 사용되는 

서류 이해
•	수출신고필증	및	수입신고필증을	이해한다.

6.	운송서류의	

이해와	작성

▶	2시간

1） 운송서류 이해와 작성
•	해상운송장	Bill	of	Lading	작성	실습을	한다.

•	항공운송장	Air	Waybill	작성	실습을	한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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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12 18 6

과정목적 본 과정은 대한민국의 지리적 위치와 천연자원 및 시장의 제약으로 인해 무역과 국제물류를 수행하거나 고려

할 수 밖에 없는 국내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무역과 국제물류에 대한 뚜렷한 업무프로세스에 대해 기초

지식을 형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물류기능과 부문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부서 및 사업부 간 효율적인 연계활동을 기획할 수 있게 됩

니다.

• 수출입 물류의 프로세스에 대해 배우고 직접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수출입 물류 업무 진행에 효율성을 추

구합니다.

기대효과 • 과거 정적인 물류개념에서 동적인 활동으로 고객의 가치를 형성해 주는 부가가치 부여 활동으로서의 무역

과 물류관리의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과정특징 • 물류관리에 대한 탄탄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기업에서 실제 담당해야 하는 물류실무(물류회사예약, 통관, 운송, 도착확인까지) 업무를 직접 체험하여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무역서류, 운송서류, 보험서류 등 실무서류를 직접 작성해보고 1:1 코칭이 이루어집니다.

교육대상 • 물류업무를 수행할 신입직원, 물류관련부서로 이직, 부서 이동한 직원

• 무역·물류 업무를 속 시원하게 알고 싶으신 분

학습구조

물류와 무역의 실무 A to Z

물류관리
총론

구매관리
재고관리
수요예측

바코드, 
POS, RFID 

시스템

무역
프로세스

이해

무역서류 작성

운송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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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직
 무
O
A

직
 무

무
역

/물
류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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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17 25

과정목적 본 과정은 해운산업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향상과 실무의 필수적인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해상운송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절차, 선박형태, 운송계약, 선하증권에 관련된 업무프로세스를 이해하여 

현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국제물류에 있어서 인코텀즈 2010을 파악하여 협상에 활용하고 수출입 계약서 및 신용장을 작성할 수 있

습니다.

• 해상운송 시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해운산업을 해상운송, 국제물류, 해상안전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업무역량

이 향상됩니다.

• 해상운송 및 국제물류 업무처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에 대비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에 기여

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세부내용별 실제 사례로 실습하여 현업적용도가 높습니다.

• 처리 규정, 국제조약, 국제상관습을 구별하여 이론 뿐 아니라 현업에서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해운업 실무자 및 초보자

학습구조

해운산업의 이해와 실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해상운송론

▶	5시간

1） 해상운송현황 •	국제물류에	있어서	해상운송의	최근	동향을	통하여	그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한다.

2） 해운관련업종 및 주요업무
•	해상운송	절차의	중요한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한다.

•	해상운송	절차의	실제	수행	사례를	소개한다.

3） 선박의 종류와  

선박 건조/폐선

•	선박의	선형	별,	화물	별	형태에	대해	이해한다.

•	선박의	건조와	폐선	과정을	파악한다.

4） 운송계약 체결
•	정기선과	부정기선	운송계약의	차이점을	상호	비교를	통하여	이해한다.

•	정기선과	부정기선	운송계약의	내용과	사례를	자료를	통하여	이해한다.

5） 해상운송 실습 및 

선하증권
•	정기선과	부정기선	운송계약에	따른	선하증권	등	제반	서류의	작성을	실습한다.

2.	국제물류론

▶	2시간

1） 인코텀즈

•	수출입	계약에	필요한	국제계약규범의	종류를	파악한다.

•	국제조약과	국제상관습을	구별한다.

•	Incoterms	2010의	11가지	조건의	장단점을	구분한다.

•	상대방과의	협상상황을	기준으로	자사에	가장	적절한	Incoterms	2010이	무엇일지	

파악한다.

•	당사자	간	합의된	품질,	수량,	포장	등	제반	수출입	거래	조건으로	수출입	계약서	작성	

실습을	한다.

2） 신용장

•	신용장	관련	국제규칙에	따른	신용장	업무를	파악한다.

•	신용장의	특징을	구분한	후	신용장	관련	국제규칙에	따라	신용장	결제방식으로	계약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	신용장의	명시	조건을	보고	신용장	관련	국제규칙에	따라	신용장과	일치하는	선적서류	작성	

실습을	한다.

•	신용장	결제방식의	지급	시기별로	결제	업무를	파악한다.

•	신용장	관련	전반적인	실습을	통해서	하자	없는	매입	업무	처리	방법을	이해한다.

3.	해상안전

▶	1시간
1） 해상안전 •	해상	비상상황	시	대처방법에	대해	파악한다.

화물운송
시장

선박해체
시장

선박매매
시장

신조시장

해운시장의 
종류

해운산업 
구조 파악 

무역 거래

관련 산업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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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운임조건과

	 화물특성
	 (1일차)

▶	4시간

1） Stowage 와 Laycan •	해상/육상	운송	용어의	이해와	개념을	파악한다.

2） 운임 조건 •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한다.

3） 화물 특성
•	Liner	Terms	Hook	/	Hook,	F.I.O.S.,	자선하역,	모선하역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운송	

조건을	이해한다.

4） 실제 운송 •	Stowage	factor,	packing	종류,	stackable	여부,	선적	위치	등	화주의	요구	사항을	이해한다.

5） 사진 설명
•	운임	조건과	화물	특성에	해당되는	실제	선적화물의	사진/동영상을	보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해당	용어를	반복하여	응용한다.

2.	선박	제원과

	 항만	정보

	 (2일차)

▶	4시간

1） 선박 제원
•	DWT/DWCC/GRT/NRT	와	선박의	구조	(single	deck	과	tweendeck)	및	ship’s	crane	

capacity을	이해한다.

2） 항만 정보 •	Open	port	와	non	open	port	및	부두	시설을	이해한다.

3） 육상 운송 •	FOT/FOT	terms	및	내륙	운송	장비	(truck/trailer/SPMT)를	이해한다.

4） 실제 운송
•	선박	제원과	항만	정보/육상	운송에	해당되는	실제	선적	화물의	사진/동영상을	보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해당	용어를	반복하여	응용한다.

5） 사진 설명 •	계약의	의미와	운송	계약의	당사자를	이해한다.

6） 운송 계약 현장에서의 

관리 감독
•	운송	현장에	출장	및	감독을	진행한	실제	운송	사례를	이해한다.

교육시간 2일 8시간 (오후 2~6시 / 2일)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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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8 6-7 22-23 10-11 18-19 27-28

과정목적 본 과정은 화물 특성에 맞는 각각의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제의 화물 운송을 효과적으로 문제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운임조건과 무역조건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운송계약의 중요성을 알고, 계약 당사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유리한 조건으로 운송계약 또는 무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운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30년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춘 강사가 강의합니다.

• 실전을 기초로 한 해상/육상 운송의 교육으로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무실과 운송 현장에서 사용하는 실무 용어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실전적 교육입니다.

교육대상 • 해외 건설회사의 Procurement 및 운송 담당 실무자

• Plant 설비 또는 기계 제조업체의 Procurement 및 운송 담당자

• Machinery 를 주로 취급하는 무역회사의 담당자

• 글로벌 물류 또는 해외운송 취급사의 직원

학습구조

Plant & Machinery 화물의 해상/육상 운송 실무

핵심항목의 
이해

유리한 
운송계약

실제의 운송 
실행

현장에서의
관리 감독

Cargo 
Damage 방지

운송 Cost 
Control

Fixture note

Contract of
Carriage

운임 조건

화물 특성

선박 제원

항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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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물류관리사

▶	6시간

1）  물류총론

2） 마케팅과 유통

3） 물류의 표준화와 공동화

4） 물류포장

5） 물류회계

6） 물류정보

7） 정보화시대의 물류전략

•	물류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마케팅과	유통측면에서	바라본	물류의	의미를	

해석한다.

•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물류추진방향	규격화,	표준화,	공동화에	대해	이해한다.

•	물류전략,	포장,	회계,	정보에	대해	이해한다.

2.	화물운송론

▶	4시간

1） 화물운송의 기초이론

2） 화물자동차운송

3） 배송시스템의 합리화

4） 철도운송, 항공운송, 

해상운송

5） 국제복합운송

6） 단위적재운송시스템(uLS)

•	화물운송의	기초이론에	대해	이해해	보고	운송합리화에	대한	기초	역학에	대해	학습한다.

•	운송수단별로(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거점별	운송관련	개념을	학습한다.

•	단위적재운송시스템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	이해한다.

3.	국제물류론

▶	4시간

1） 국제물류 일반

2） 무역과 물류

3） 국제해상운송

4） 국제항공운송

5） 국제복합운송과 물류보안

•	국제물류	및	무역에	대한	기초개념을	이해하고	운송서류에	대해	학습한다.

•	국제	해상	및	항공운송의	역할과	장단점,	프로세스에	대해	이해한다.

4.	보관하역론

▶	4시간

1） 보관일반론 및 거점시설

2） 물류시설계획

3） 보관 및 하역기기

4） 보관론

5） 하역론

6） 재고관리

•	보관과	하역과	관련된	기초개념과	합리화	기법	및	효율성	증대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	물류시설	및	보관	하역기기에	대해	상황별	장소별	쓰임새에	대해	알아본다.

•	수요예측과	재고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한다.

5.	물류관련		

법규

▶	4시간

1） 물류정책기본법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유통산업발전법

4） 화물자동차 운소사업법

5） 철도사업법

6） 항만운송사업법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법의	기본체계와	철학에	대해	이해한다.

•	물류와	관련된	각	부문	법조항의	빈출영역을	확인한다.

교육시간 3일 22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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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 24-26

과정목적 본 과정은 영역별, 기능별, 산업별, 운송수단별 물류활동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계획, 실행, 통제 할 수 있는 관련기업이나 부서의 중간관리자의 능력 개발과 향상 및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물류의 영역별, 기능별 분류와 기초개념들을 학습하고 영역별, 기능별 전체최적화를 위한 공급사슬관리 

측면의 포괄적인 시각 함양과 효율화 이론과 기법, 분석기법들을 학습합니다.

• 주요 운송수단별 특장점과 운용과 관련된 분석 기법 및 개념들을 학습합니다.

• 무역의 일반 프로세스와 국제법 및 상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국제물류의 역할과 특징을 이해합니다.

• 보관하역설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지선정부터 보관 및 하역 활동 간의 연계프로세스, 효율화 기법 

및 분석기법들에 대해 학습합니다.

• 기업의 전체 물류활동의 큰 법적 통제 틀에 대해 이해합니다.

기대효과 • 물류를 단순히 기능 활동 및 비용절감 요소만으로 파악하는 미시적인 시각에서, 고객가치를 향상시켜 기업

의 생존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경쟁우위요소로 파악하게 하고 전체 최적화 측면의 계획, 실행, 통제 체재

에 대한 거시적 시각을 갖추게 됩니다.

• 물류관리자 본인의 역량과 지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물류 관련기업 및 부서 측면에서 경쟁 기업보다 우선적으로 국가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물류정책기본법 제54조) 해주는 인적 요건인 국가공인 물류관리사를 효과적으로 양성합니다.

과정특징 • 포괄내용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 자료제공 : 물류관리사 벼락치기 요약집, 기출문제 및 해설 제공

• 부가사항 : 과정종료 후에도 1:1 질문답변지원

교육대상 • 물류, 유통, 무역업계 및 관련부서 종사자(신입사원~3년차) 및 관련업계 취업희망자

학습구조

물류관리사 취득 속성대비 과정

물류
관리론

화물
운송론

국제
물류론

보관
하역론

물류
관련법규

물류관리
전문가



365364

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직
 무
O
A

직
 무

무
역

/물
류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물류관리사

▶	6시간

1）  물류총론

2） 마케팅과 유통

3） 물류의 표준화와 공동화

4） 물류포장

5） 물류회계

6） 물류정보

7） 정보화시대의 물류전략

•	물류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마케팅과	유통측면에서	바라본	물류의	의미를	

해석한다.

•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물류추진방향	규격화,	표준화,	공동화에	대해	이해한다.

•	물류전략,	포장,	회계,	정보에	대해	이해한다.

2.	화물운송론

▶	4시간

1） 화물운송의 기초이론

2） 화물자동차운송

3） 배송시스템의 합리화

4） 철도운송, 항공운송, 

해상운송

5） 국제복합운송

6） 단위적재운송시스템(uLS)

•	화물운송의	기초이론에	대해	이해해	보고	운송합리화에	대한	기초	역학에	대해	학습한다.

•	운송수단별로(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거점별	운송관련	개념을	학습한다.

•	단위적재운송시스템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	이해한다.

3.	국제물류론

▶	4시간

1） 국제물류 일반

2） 무역과 물류

3） 국제해상운송

4） 국제항공운송

5） 국제복합운송과 물류보안

•	국제물류	및	무역에	대한	기초개념을	이해하고	운송서류에	대해	학습한다.

•	국제	해상	및	항공운송의	역할과	장단점,	프로세스에	대해	이해한다.

4.	보관하역론

▶	4시간

1） 보관일반론 및 거점시설

2） 물류시설계획

3） 보관 및 하역기기

4） 보관론

5） 하역론

6） 재고관리

•	보관과	하역과	관련된	기초개념과	합리화	기법	및	효율성	증대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	물류시설	및	보관	하역기기에	대해	상황별	장소별	쓰임새에	대해	알아본다.

•	수요예측과	재고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한다.

5.	물류관련		

법규

▶	4시간

1） 물류정책기본법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유통산업발전법

4） 화물자동차 운소사업법

5） 철도사업법

6） 항만운송사업법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법의	기본체계와	철학에	대해	이해한다.

•	물류와	관련된	각	부문	법조항의	빈출영역을	확인한다.

교육시간 3일 22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 [2인 이상 - 회원  50만원 / 비회원  5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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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9 13

과정목적 본 과정은 영역별, 기능별, 산업별, 운송수단별 물류활동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계획, 실행, 통제 할 수 있는 관련기업이나 부서의 중간관리자의 능력 개발과 향상 및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물류의 영역별, 기능별 분류와 기초개념들을 학습하고 영역별, 기능별 전체최적화를 위한 공급사슬관리 

측면의 포괄적인 시각 함양과 효율화 이론과 기법, 분석기법들을 학습합니다.

• 주요 운송수단별 특장점과 운용과 관련된 분석 기법 및 개념들을 학습합니다.

• 무역의 일반 프로세스와 국제법 및 상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국제물류의 역할과 특징을 이해합니다.

• 보관하역설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지선정부터 보관 및 하역 활동 간의 연계프로세스, 효율화 기법 

및 분석기법들에 대해 학습합니다.

• 기업의 전체 물류활동의 큰 법적 통제 틀에 대해 이해합니다.

기대효과 • 물류를 단순히 기능 활동 및 비용절감 요소만으로 파악하는 미시적인 시각에서, 고객가치를 향상시켜 기업

의 생존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경쟁우위요소로 파악하게 하고 전체 최적화 측면의 계획, 실행, 통제 체재

에 대한 거시적 시각을 갖추게 됩니다.

• 물류관리자 본인의 역량과 지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물류 관련기업 및 부서 측면에서 경쟁 기업보다 우선적으로 국가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물류정책기본법 제54조) 해주는 인적 요건인 국가공인 물류관리사를 효과적으로 양성합니다.

과정특징 • 포괄내용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 자료제공 : 물류관리사 벼락치기 요약집, 기출문제 및 해설 제공

• 부가사항 : 과정종료 후에도 1:1 질문답변지원

교육대상 • 물류, 유통, 무역업계 및 관련부서 종사자(신입사원~3년차) 및 관련업계 취업희망자

학습구조

물류관리사 취득 속성대비 과정(토•토)

물류
관리론

화물
운송론

국제
물류론

보관
하역론

물류
관련법규

물류관리
전문가



367366

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직
 무
O
A

직
 무

무
역

/물
류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물류관리사

▶	8시간

1）  물류총론

2） 마케팅과 유통

3） 물류의 표준화와 공동화

4） 물류포장

5） 물류회계

6） 물류정보

7） 정보화시대의 물류전략

•	물류산업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마케팅과	유통측면에서	바라본	물류의	의미를	

해석한다.

•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물류추진방향	규격화,	표준화,	공동화에	대해	이해한다.

•	물류전략,	포장,	회계,	정보에	대해	이해한다.

2.	화물운송론

▶	8시간

1） 화물운송의 기초이론

2） 화물자동차운송

3） 배송시스템의 합리화

4） 철도운송, 항공운송, 

해상운송

5） 국제복합운송

6） 단위적재운송시스템(uLS)

•	화물운송의	기초이론에	대해	이해해	보고	운송합리화에	대한	기초	역학에	대해	학습한다.

•	운송수단별로(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	거점별	운송관련	개념을	학습한다.

•	단위적재운송시스템의	의의와	역할에	대해	이해한다.

3.	국제물류론

▶	8시간

1） 국제물류 일반

2） 무역과 물류

3） 국제해상운송

4） 국제항공운송

5） 국제복합운송과 물류보안

•	국제물류	및	무역에	대한	기초개념을	이해하고	운송서류에	대해	학습한다.

•	국제	해상	및	항공운송의	역할과	장단점,	프로세스에	대해	이해한다.

4.	보관하역론

▶	8시간

1） 보관일반론 및 거점시설

2） 물류시설계획

3） 보관 및 하역기기

4） 보관론

5） 하역론

6） 재고관리

•	보관과	하역과	관련된	기초개념과	합리화	기법	및	효율성	증대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	물류시설	및	보관	하역기기에	대해	상황별	장소별	쓰임새에	대해	알아본다.

•	수요예측과	재고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한다.

5.	물류관련		

법규

▶	8시간

1） 물류정책기본법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 유통산업발전법

4） 화물자동차 운소사업법

5） 철도사업법

6） 항만운송사업법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법의	기본체계와	철학에	대해	이해한다.

•	물류와	관련된	각	부문	법조항의	빈출영역을	확인한다.

교육시간 5일 4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74만원 / 비회원  80만원] / [2인 이상 - 회원  70만원 / 비회원  7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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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9-10,16

과정목적 본 과정은 영역별, 기능별, 산업별, 운송수단별 물류활동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계획, 실행, 통제 할 수 있는 관련기업이나 부서의 중간관리자의 능력 개발과 향상 및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물류의 영역별, 기능별 분류와 기초개념들을 학습하고 영역별, 기능별 전체최적화를 위한 공급사슬관리 

측면의 포괄적인 시각 함양과 효율화 이론과 기법, 분석기법들을 학습합니다.

• 주요 운송수단별 특장점과 운용과 관련된 분석 기법 및 개념들을 학습합니다.

• 무역의 일반 프로세스와 국제법 및 상무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국제물류의 역할과 특징을 이해합니다.

• 보관하역설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지선정부터 보관 및 하역 활동 간의 연계프로세스, 효율화 기법 

및 분석기법들에 대해 학습합니다.

• 기업의 전체 물류활동의 큰 법적 통제 틀에 대해 이해합니다.

기대효과 • 물류를 단순히 기능 활동 및 비용절감 요소만으로 파악하는 미시적인 시각에서, 고객가치를 향상시켜 기업

의 생존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경쟁우위요소로 파악하게 하고 전체 최적화 측면의 계획, 실행, 통제 체재

에 대한 거시적 시각을 갖추게 됩니다.

• 물류관리자 본인의 역량과 지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물류 관련기업 및 부서 측면에서 경쟁 기업보다 우선적으로 국가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물류정책기본법 제54조) 해주는 인적 요건인 국가공인 물류관리사를 효과적으로 양성합니다.

과정특징 • 포괄내용 :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 자료제공 : 물류관리사 벼락치기 요약집, 기출문제 및 해설 제공

• 부가사항 : 과정종료 후에도 1:1 질문답변지원

교육대상 • 물류, 유통, 무역업계 및 관련부서 종사자(신입사원~3년차) 및 관련업계 취업희망자

학습구조

물류관리사 취득 집중대비 과정(금·토 5일)

N
E

W

물류
관리론

화물
운송론

국제
물류론

보관
하역론

물류
관련법규

물류관리
전문가



훈련기관인증평가
3년인증 우수기관

직무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IT

Advanced

Intermediate

Basic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튜닝

실무를 
위한 SQL 튜닝

Database 전문가를 
위한 First Step: 

DBMS 개념 및 SQL

Java 
Programming 

기초

JSP & Servlet
을 활용한 Web 

개발

C# .NET 
Programming

Linux 
System 

이해

Unix 
System 

이해

Java Framework 
(Spring, MyBatis, 

Hibernate)

HTML5 기반의 
JavaScript & 

jQuery

Android Application 
Programming 기초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해킹방어를 
위한 시큐어코딩

빅 데이터(Big 
Data) 이해와 

활용, 분석 방법

어플리케이
션 보안

모의 해킹 침투 
테스트 실무

침해사고 
진단 및 분석

BEST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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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DBMS

▶	3시간
1）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	대해	이해한다.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	실습한다.

•	데이터	모델에	대해	이해한다.

2.	데이터	검색

▶	22시간

1） SELECT문을 통한  

데이터 검색

•	SELECT문의	문법,	기능을	이해한다.

•	산술식,	NULL,	별칭,	연결연산자에	대해	실습한다.

•	테이블의	구조를	이해한다.

•	행을	제한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	ORDER	BY	절을	이용하여	행을	정렬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2） 함수사용

•	SQL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함수를	이해한다.

•	문자,	숫자,	날짜,	형변환	함수	사용에	대해서	이해한다.

•	조건	제어문	함수	사용에	대해	이해한다.

3） 그룹함수

•	그룹함수	사용에	대해서	이해한다.

•	GROUP	BY절을	사용하여	데이터	그룹에	대해서	실습한다.

•	HAVING절을	사용하여	그룹함수에	결과를	제외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한다.

4） JOIn을 이용한  

테이블 데이터 검색

•	EQUI	JOIN(등가조인),	NONEQUI	JOIN(비등가조인)을	사용하여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조인문	작성에	대해	실습한다.

•	SELF	JOIN(자체조인)에	대해서	이해한다.

•	OUTER	JOIN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조인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조인문	

작성에	대해서	이해한다.

5） 서브쿼리를 사용한  

데이터 검색

•	서브쿼리의	정의,	유형에	대해서	토의한다.

•	서브쿼리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방법에	대해서	실습한다.

•	단일	행	및	다중	행	서브쿼리	작성에	대해서	실습한다.

6） 집합 연산자

•	UNION	및	UNION	ALL	연산자	사용에	대해서	분석한다.

•	INTERSECT	연산자	사용에	대해서	실습한다.

•	MINUS	연산자	사용에	대해서	실습한다.

•	집합	연산에서	ORDER	BY절	사용에	대해서	실습한다.

3.	데이터	조작

▶	3시간
1） DML(데이터 조작어)문

•	테이블에	행을	INSERT하고,	테이블의	기존	행을	UPDATE하고	테이블에서	기존	행을	

DELETE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한다.

•	COMMIT,	ROLLBACK,	SAVEPOINT문을	사용하여	트랜잭션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한다.

4.	테이블	생성

▶	4시간
1） 테이블 생성 및 관리

•	테이블을	생성,	변경	및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한다.

•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해	이해한다.

5.	객체생성

▶	5시간

1）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객체 생성 및 관리

•	뷰를	사용하여	테이블의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SELECT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실습한다.

•	인덱스를	생성하여	데이터	검색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능에	대해	실습한다.

•	동의어를	사용하여	객체에	대체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	실습한다.

•	자동	일련번호를	생성하는	시퀀스에	대해	실습한다.

6.	오라클

	 사용자	관리

▶	3시간

1） 유저 생성, 권한 관리

•	데이터베이스	액세스를	위해서	유저를	생성하는	기능에	대해	실습한다.

•	데이터베이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	권한과	특정	객체에	대한	액세스	권한	부여,	권한	

회수에	대해	실습한다.

교육시간 5일 4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84만원 / 비회원  90만원] / [2인 이상 - 회원  80만원 / 비회원  8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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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3-7 31-8/4 16-20

과정목적 본 과정은 Query 작성, 테이블 데이터 조작, 데이터베이스 객체 생성 및 메타 데이터 Query 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발자에게 필수인 SQL기술에 대한 이해와 실무역량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처음 SQL문을 사용하는 유저도 SQL 코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조회, 조작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베이스에 객체 생성 및 관리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개발자에게 필수인 데이터 베이스 SQL 기술을 객체 생성 및 관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SQL 함수로 다양한 기능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효율적인 SQL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SQL함수를 사용하여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조인, 서브쿼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테이블, 뷰, 인덱스를 생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SQL문을 처음으로 시작하려는 분

• 시스템엔지니어,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기술지원전문가

학습구조

Database 전문가를 위한 First Step
: DBMS 개념 및 SQL

ddL문 
사용

데이터
베이스란?

SELECT문 
사용

DML문 및 
트랜잭션

처리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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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3일 24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64만원 / 비회원  70만원] / [2인 이상 - 회원  60만원 / 비회원  6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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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8-10 16-18 1-3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SQL문	

	 처리	단계

▶	6시간

1）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구조
•	ORACLE	INSTANCE	메모리	구조를	토의한다.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파일들의	종류,	구조를	토의한다.

2） SQL문 처리단계

•	SQL문의	구문	분석단계를	토의한다.

•	바인드	단계를	토의한다.

•	실행단계를	토의한다.

•	패치단계를	토의한다.

2.	튜닝의		 	

방법론	적용	

▶	14시간

1） 성능의 문제

•	부적절하게	리소스를	많이	수행하는	SQL문을	실습한다.

•	데이터블록을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I/O발생하는	SQL문을	식별한다.

•	비효율적으로	작성한	SQL코드를	파악한다.

•	옵티마이저의	모드,	통계를	실습한다.

2） SQL문 튜닝

•	테이블	및	인덱스	구조를	실습한다.

•	옵티마이저	통계	수집을	실습한다.

•	실행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이해한다.

•	실행계획을	토의한다.

3） 데이터 처리방법

•	성능에	중요한	액세스	경로를	토의한다.

•	전체	테이블	스캔으로	인한	비효율에	대해	토의한다.

•	인덱스	스캔의	유형에	대해	토의한다.

4） 조인의 최적화

•	조인과	관련된	토의를	한다.

•	조인의	순서에	대한	토의를	한다.

•	조인의	최적화에	대해	토의한다.

•	조인	방식에	대해	토의한다.

5） 실행계획 확인방법

•	EXPLAIN	PLAN명령을	사용하여	실행계획을	확인한다.

•	SQL	TRACE기능과	TKPROF를	통해	SQL문의	성능	정보를	파악한다.

•	AUTOTRACE를	사용하여	실행계획	통계	정보를	파악한다.

3.	SQL성능

	 개선

▶	4시간

1） 인덱스 전략
•	특정	명령문을	튜닝	하기	위해서	인덱스	생성에	대해	실습한다.

•	인덱스	유형,	인덱스	저장	기법,	액세스	방식을	실습한다.

과정목적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잘못 작성된 SQL문으로 인해 작업 수행시간이 허용된 시간보다 오래 걸리

고 과도한 리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본 과정은 SQL문을 튜닝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의 성능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비효율적인 SQL문을 최적화하여 고효율화 시키는 기본 원리를 습득할 수 있습

니다.

• SQL문의 실행계획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한 튜닝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튜닝의 여러 기법들을 적용하여 SQL문장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Database 안에 있는 SQL문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 SQL문의 실행계획을 만드는 Optimizer의 동작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SQL문을 효율적으로 튜닝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SQL문의 실행계획을 만드는 옵티마이저가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성능을 위한 QUERY TRANSFORMER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Oracle Database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 튜닝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기술지원 엔지니어

학습구조

실무를 위한 SQL 튜닝

효율적인 
database
성능 개선

SQL문 
처리단계

튜닝의 
방법론 적용

SQL 성능 
개선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375374

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직
 무
O
A

직
 무
IT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튜닝이란?

▶	2시간

1） 기본 개념 •	튜닝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확인한다.

2） SQL 최적화 •	옵티마이저가	SQL문을	최적화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한다.

3） CBO와 비용 •	옵티마이저의	두	가지	모드를	실습하고,	CBO가	SQL문의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2.	저장	구조와

	 통계수집

▶	4시간

1） 테이블 구조와 통계 •	테이블의	물리적	저장	구조를	실습하고,	테이블의	통계	종류와	수집	방법을	실습한다.

2） 인덱스 구조와 통계 •	인덱스의	통계	종류와	수집	방법을	실습한다.

3.	튜닝	도구의	

종류

▶	2시간

1） 튜닝 도구 •	DISPLAY_CURSOR	및	그외	튜닝	도구의	사용	방법을	연습한다.

2） 실행계획 •	실행계획의	연산	순서를	연습한다.

4.	인덱스	오퍼

레이션

▶	8시간

1） FuLL TABLE SCAn •	FULL	TABLE	SCAN	연산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다.

2） InDEX SCAn

•	INDEX	UNIQUE	SCAN,	INDEX	RANGE	SCAN,	INDEX	RANGE	SCAN	DESCENDING,	INDEX	RANGE	

SCAN(MIN/MAX),	INDEX	SKIP	SCAN,	INDEX	FULL	SCAN,	INDEX	COMBINATION,	INDEX	JOIN의	장단점을	

정리한다.

3） 인덱스 필터링

•	인덱스	액세스	조건과	필터링	조건을	확인하고,	인덱스	컬럼의	변형이	실행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클러스터링	팩터의	개념을	정리한다.

5.	조인

▶	4시간

1） nESTED LOOP JOIn
•	NESTED	LOOP	JOIN	연산의	원리를	파악하고,	선행	테이블을	결정하는	조건에	대하여	파악한다.

•	힌트를	이용하여	조인	순서를	제어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2） HASH JOIn
•	HASH	JOIN	연산의	원리를	파악하고,	해시	테이블을	결정하는	조건에	대하여	분석한다.

•	힌트를	이용하여	조인	순서를	제어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3） SORT MERGE JOIn
•	SORT	MERGE	JOIN	연산의	원리를	파악하고,	정렬	작업을	감소시키는	조건에	대하여	파악한다.

•	힌트를	이용하여	조인	순서를	제어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4） 조인 튜닝 •	3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최적의	조인	순서와	조인	방법을	결정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6.	서브쿼리

▶	4시간

1） FILTER 서브쿼리
•	FILTER	서브쿼리의	동작	원리를	파악하고,	서브쿼리	캐시	효과를	확인한다.

•	조인	문장을	FILTER	서브쿼리로	변환하여	튜닝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2） 세미 조인
•	세미	조인의	동작	원리를	파악하고,	Buffer	pinning	효과를	확인한다.

•	FILTER	서브쿼리를	세미	조인으로	유도하여	튜닝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3） 스칼라 서브쿼리
•	스칼라	서브쿼리의	동작	원리	확인	및	서브쿼리	캐시	효과를	확인한다.

•	아웃터	조인을	스칼라	서브쿼리로	변환하여	튜닝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4） 비상관관계 서브쿼리 •	비상관관계	서브쿼리의	동작	원리를	확인하고,	튜닝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7.	부분	범위	처리

▶	2시간

1） 부분 범위 처리 •	전체	범위	처리와	부분	범위	처리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2） 페이징 처리
•	대용량	게시판의	처리	방법을	연습한다.

•	인덱스의	존재	유무에	따라	각각의	처리	방법을	연습한다.

8.	반복	엑세스

	 줄이기

▶	2시간

1） 분석함수 •	분석	함수의	사용법을	정리하고,	활용법을	연습한다.

2） SQL 통합 •	액세스를	반복하는	연산을	통합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3） WITH 활용 •	인라인	뷰를	WITH로	변환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9.	실행	계획	

분리

▶	2시간

1） COnCATEnATIOn •	실행계획의	분리	효과를	확인하고,	힌트를	사용하여	실행계획을	분리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2） unIOn ALL
•	힌트로	실행계획이	분리되지	않는	상황을	확인하고,	UNION	ALL을	사용하여	실행계획을	직접	분리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10.정렬	튜닝

▶	2시간
1） 정렬작업 최소화

•	SORT	ORDER	BY	연산에서	정렬작업을	회피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	SORT	ORDER	BY	STOPKEY	연산에서	정렬	

공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	 SORT	GROUP	BY와	HASH	GROUP	BY	연산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	 SORT	UNIQUE와	HASH	UNIQUE	연산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	조인	방식이	정렬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교육시간 4일 32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84만원 / 비회원  90만원] / [2인 이상 - 회원  80만원 / 비회원  8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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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6 27-30 12-15 12-15

과정목적 본 과정은 개발자를 대상으로 대용량 데이터 베이스 환경에서의 Application 튜닝 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접근

법과 종합적인 솔루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데이터 베이스 기본 및 모델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서술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베이스의 튜닝 포인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운영중인 데이터 베이스의 문제 요소 및 문제 SQL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 대용량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Know-How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비효율적인 SQL문을 최적화하여 고효율화 시키는 기본 원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SQL의 처리 결과 뿐 아니라, 수행시의 내부 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비효율적인 SQL문을 최적화하여 고효율화 시키는 기본 원리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SQL문의 실행계획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한 튜닝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튜닝의 여러 기법들을 적용하여 SQL문장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SQL문을 효율적으로 튜닝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SQL문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옵티마이저가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 튜닝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 개발자

학습구조

대용량 데이터 베이스 튜닝

효율적인 
database
성능 개선

SQL문 
처리단계

튜닝의 
방법론 적용

SQL 성능 
개선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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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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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
 무
IT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빅	데이터의

	 이해

▶	7시간

1） 빅 데이터의 정의 및 특징

2） 빅 데이터의 활용방안

•	빅	데이터의	정의를	수립한다.

•	빅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한다.

•	빅	데이터의	특징을	분석한다.

•	빅	데이터의	저장성을	파악한다.

•	빅	데이터의	생태계를	분석한다.

•	빅	데이터의	사례를	토의한다.

2.	데이터	분석		

주기

▶	4시간

1） 빅 데이터의 분석 주기 

단계별 학습

•	빅	데이터	분석	소개를	진행한다.

•	빅	데이터	분석	시	고려	사항을	파악한다.

3.	기초	통계

	 및	데이터

	 마이닝

▶	3시간

1） 기초 통계

•	귀무	가설/대립	가설	등	기초를	점검한다.

•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실습한다.

•	Regression을	실습한다.

•	Clustering을	실습한다.

•	Decision	Tree를	실습한다.	

4.	R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실습

▶	7시간

1） R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방법

•	R	언어를	이해한다.

•	R의	데이터	타입을	이해한다.

•	R을	이용한	데이터	평균/최소값/최대값/중앙값	구하는	법을	실습한다.

•	Plot	그리는	법을	실습한다.

5.	하둡의	이해

	 및	하둡	설치

▶	7시간

1） 하둡 파일시스템 동작 

원리 및 하둡 설치

•	하둡을	파악한다.

•	하둡의	특징	및	제약	사항을	파악한다.

•	하둡의	구성요소를	분석한다.

•	하둡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	하둡	설치하는	법을	실습한다.	

6.	맵	리듀스와

	 하둡의	생태계

▶	4시간

1） 맵 리듀스의 동작 원리 및 

생태계의 이해 및 실습

•	맵	리듀스의	개념을	파악한다.

•	맵	리듀스를	실습한다.

•	하둡	생태계	개념에	대해	분석한다.

•	하둡	생태계를	파악한다.

교육시간 4일 32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92만원 / 비회원  99만원] / [2인 이상 - 회원  88만원 / 비회원  94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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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15-18 10-13 26-29

과정목적 빅 데이터에 대한 정의 및 필요성에 대해 이해합니다.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둡 생태계를 이해

하며, R 언어를 이용하여 빅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구상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빅 데이터의 정의를 정립합니다.

• 빅 데이터 플랫폼인 하둡 파일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R을 이용해 빅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 Map Reduce의 동작 원리를 설명합니다.

• 하둡 생태계를 설명합니다.

기대효과 • 빅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실무의 다양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시스템 관리자가 하둡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지식과 실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하둡 생태계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스템 관리자 또는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와 관련 있는 실습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분석에 대해 관심이 있는 입문자에게 마이닝에 대한 기초를 다져 줄 수 있습니다.

• 빅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빅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회사원 (리눅스/유닉스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시스템 관리자

•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는 리눅스나 유닉스의 배경지식이 있는 학생 및 일반인

학습구조

빅 데이터(Big Data) 이해와 활용, 분석 방법

빅 데이터
활용

빅 데이터의 
이해

R을 이용한 
기초 통계 

연습 및 데이터 
마이닝

하둡 및 하둡 
생태계 구축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379378

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직
 무
O
A

직
 무
IT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자바언어

	 소개

▶	3시간

1） 자바소개 및 환경설정 •	자바	언어의	특징,	장점	및	환경설정을	실습한다.

2） 자바응용프로그램 실습 •	자바	어플리케이션과	애플릿을	실습한다.

3） API 문서 사용방법 •	API	문서	설치	및	사용방법을	실습한다.

2.	연산자와	

	 제어구조

▶	5시간

1） 식별자와 키워드 •	자바의	식별자와	키워드를	분석한다.

2） 자바 자료형 •	기본형과	레퍼런스형의	구분과	특징을	실습한다.

3） 연산자 •	연산자의	종류와	기능을	실습한다.

4） 제어구조 •	제어	구조의	종류와	기능을	실습한다.

3.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	16시간

1） 객체와 클래스 개념 •	객체와	클래스의	개념	및	특징	이해/클래스	설계를	실습한다.

2） 상속 •	상속의	기본	개념과	활용방법을	실습한다.

3） 오버라이딩/오버로딩 •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의	개념과	특징,	활용방법을	실습한다.

4） 추상클래스/인터페이스 •	추상클래스,	인터페이스의	개념과	목적,	활용방법을	실습한다.

5） 내부클래스 •	내부	클래스의	종류	및	목적,	사용형태를	실습한다.

6） 예외처리 •	예외처리의	필요성과	사용법을	실습한다.

4.	GUI	

	 프로그래밍

▶	4시간

1） SWInG 소개 •	GUI	컴포넌트	소개,	SWING	특징과	차이점을실습한다.

2） SWInG 컴포넌트실습 •	각종	SWING	컴포넌트의	사용	방법	및	UI를	작성한다.

3） 레이아웃 매니저 •	레이아웃	매니저의	종류와	특징,	사용방법을실습한다.

4） 이벤트 처리 •	작성된	UI에	이벤트	적용을	실습한다.

5.	스레드

▶	4시간

1） 프로세스/스레드 소개 •	프로세스와	스레드	개요를	실습한다.

2） 스레드 작성실습 •	스레드	작성	방법	및	실습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3） 스레드 응용프로그램 작성 •	스레드	적용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한다.

6.	입출력

▶	4시간

1） 자바 입출력 개요 •	스트림	개요	및	종류,	기능을	실습한다.

2） 스트림 실습 •	각종	스트림	실습	예제를	실습한다.

3） 입출력 응용 프로그램 

작성
•	입출력	적용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한다.

7.	JDBC

	 프로그래밍

▶	4시간

1） JDBC 개요 및 API •	JDBC	소개	및	드라이버	설치,	API를	소개한다.

2） JDBC 2.0 / 3.0 실습 •	JDBC	2.0	/	3.0을	적용시킨	응용프로그램을	실습한다.

3） JDBC 응용프로그램 •	종합	JDBC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한다.

교육시간 5일 4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74만원 / 비회원  80만원] / [2인 이상 - 회원  70만원 / 비회원  7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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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3-7 24-28 6-10

과정목적 본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과 응용 방법 등에 대해 익히고, 응용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실질적인 실무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실습과 예제를 통해 다양하고 효율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객체지향 언어의 개념과 특징, 장점을 이해하고 이를 프로그램 작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Oracle 공인 자격인 OCJP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술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객체지향 개념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에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와 사용법을 확실히 이해시키기 

위해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예제와 실습을 제공합니다.

• 추후 고급 자바 프로그래밍 과정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 •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처음 학습하려는 초보자

• 기존의 절차지향 언어를 사용했던 프로그래머

학습구조

Java Programming 기초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가능

객체지향
기본지식 습득

uI / Event / 
Thread

DB 연동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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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웹	어플리케이션	개요

▶	2시간

1） 웹 어플리케이션 소개

2）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환경설정

•	웹	어플리케이션의	개요	및	동작	방식을	이해한다.

•	Eclipse와	Tomcat	설치를	실습한다.

•	path	및	DB	드라이버	등	실행환경	설정을	실습한다.

2.	Servlet

▶	14시간

1） Servlet 개요

2） Servlet 기본 실습

3） form 처리

4） Servlet-JDBC 연동 실습

5） 쿠키, 세션

6） 필터

•	Servlet	개념	소개,	동작	원리,	라이프사이클을	이해한다.

•	예제	프로그램	작성	및	환경	파일	설정을	실습한다.

•	Get/Post	방식으로	form	처리를	실습한다.

•	Servlet-JDBC	연동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한다.

•	쿠키와	세션의	사용목적과	사용법을	이해한다.

•	필터	기능과	사용법을	이해한다.

3.	JSP

▶	16시간

1） JSP 기초

2） 내장 객체

3） JSP 구성요소

4） JSP–JDBC 연동 실습

5） 쿠키, 세션 실습

6） EL/JSTL

•	JSP	동작	원리를	이해한다.

•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한다.

•	내장객체	종류	및	기능,	사용법을	분석한다.

•	지시어,	스크립팅	요소,	액션	원소를	이해한다.

•	JSP에서의	Form	처리를	실습한다.

•	Data	Source	개요,	설정방법,	사용법을	분석한다.

•	JSP-JDBC	연동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한다.

•	JSP에서의	쿠키와	세션	사용법을	분석한다.

•	EL과	JSTL	개요,	사용법을	분석한다.

4.	MVC

▶	8시간

1） MVC Pattern 개요

2） MVC Pattern 

어플리케이션 구성

•	MVC	Pattern	소개,	구성요소를	이해한다.

•	web.xml	구성을	이해한다.

•	Model,	Controller,	View	작성을	실습한다.

교육시간 5일 4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74만원 / 비회원  80만원] / [2인 이상 - 회원  70만원 / 비회원  7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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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6-30 4-8 27-12/1

과정목적 본 과정은 Servlet, JSP, JDBC 등의 기본 지식과 활용방법을 익혀 성능이 뛰어난 자바기반의 웹 응용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습과 예제를 통해 JSP 중급 개발자가 되기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웹 페이지 개발에 필요한 자바 서버 프로그래밍 기술인 Servlet/JSP에 대한 기본 지식과 활용 기술을 습득

할 수 있습니다. 

• Servlet/JSP와 자바의 DB 연동 기술인 JDBC를 사용하여 게시판이나 쇼핑몰 등의 다양한 웹 응용프로그램

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JSP 2.0 및 JSTL(JSP Standard Tag Library)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활용해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MVC Pattern에 대해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이를 적용해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다양한 웹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맞는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학습자의 이해와 응용을 위한 다양한 예제와 실습을 제공하여 과정 전반에 걸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정을 진행하면서 실무 활용도가 높은 응용 프로그램을 학습자 개개인이 결과물로 산출해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 • JAVA 기본 문법 및 HTML, JavaScript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웹 프로그래밍 관련 업무 수행자

학습구조

JSP & Servlet을 활용한 Web 개발

사이트
구축

Servlet/JSP
기본지식

습득

DB연동
JSTL

MVC Pattern 
이해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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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5일 4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74만원 / 비회원  80만원] / [2인 이상 - 회원  70만원 / 비회원  7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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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7 17-21 31-8/4 4-8

Java Framework 
(Spring, myBatis, Hibernate)

과정목적 본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Spring Framework가 가지는 다양한 특성들에 대해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Enterprise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JEE가 제공하고 다수의 기능을 지원하는 Light Weight Application Framework인 Spring Framework에 대

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 Spring DI / AOP 기능의 Application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Spring ORM을 이용하여 Hibernate, myBatis 프레임워크와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 MVC Pattern에 대해 이해하고 Spring Web MVC 구조를 이용해 Spring 프레임워크에서 독립적으로 Model-

View-Controller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Enterprise Application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활용도가 높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학습자의 이해와 응용을 위한 다양한 예제와 실습을 제공하여 과정 전반에 걸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정을 진행하면서 실무 활용도가 높은 응용 프로그램을 학습자 개개인이 결과물로 산출해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 • Spring Framework을 이용한 Enterprise Application을 구축하려는 개발자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Spring	개요

▶	8시간

1） Spring Framework 개요

2） Spring Framework 

구성모듈

3） 환경 구성

4） Spring Container

•	Enterprise	Application	Architecture를	이해한다.

•	Spring	Framework	등장배경	및	특징을	이해한다.

•	프로그램	설치	및	환경설정을	실습한다.

•	Spring	Framework	구성모듈을	이해한다.

•	Spring	Application	작성	및	Container를	실습한다.

•	Configuration	file	작성을	실습한다.

2.	Spring	DI	

▶	4시간

1） DI 개요

2） Injection종류

3） Auto-Wiring

•	DI	개요를	이해한다.

•	Constructor	Injection을	이해한다.

•	Setter	Injection을	이해한다.

•	Auto-Wiring을	이해한다.

3.	Spring	AOP

▶	4시간

1） JSP 기초

2） 내장 객체

3） JSP 구성요소

4） JSP–JDBC 연동 실습

5） 쿠키, 세션 실습

6） EL/JSTL

•	JSP	동작	원리를	이해한다.

•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한다.

•	내장객체	종류	및	기능,	사용법을	이해한다.

•	지시어,	스크립팅	요소,	액션	원소를	이해한다.

•	JSP에서의	Form	처리를	실습한다.

•	DataSource	개요,	설정방법,	사용법을	이해한다.

•	JSP-JDBC	연동	응용프로그램을	분석한다.

•	JSP에서의	쿠키와	세션	사용법을	이해한다.

•	EL과	JSTL	개요,	사용법을	이해한다.

4.	Spring-

JDBC

▶	8시간

1） Spring-JDBC

2） Spring-Transaction

•	Spring-JDBC	연동	개요를	이해한다.

•	Dependency	추가를	이해한다.

•	Data	Source	설정을	이해한다.

•	Transaction	Manager사용을	실습한다.

5.	Spring-

ORM

▶	8시간

1） Spring-ORM

2） Spring Hibernate

3） Spring myBatis

•	Spring-ORM	Framework	개요를	이해한다.

•	Spring-Hibernate	연동	지원을	실습한다.

•	Spring-myBatis	연동	지원을	실습한다.

6.	Spring-

MVC

▶	8시간

1） MVC Pattern 개요

2） Spring-MVC Pattern

3） 어플리케이션 작성

•	MVC	Pattern	개요를	이해한다.

•	스프링	MVC	구성요소	및	흐름을	이해한다.

•	Controller,	View,	Model	구현을	실습한다.

•	Form	처리를	실습한다.

Enterprise 
application

구축

Framework
기본지식

습득

DI, AOP, 
Spring-ORM

Spring
-MVC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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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5일 4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74만원 / 비회원  80만원] / [2인 이상 - 회원  70만원 / 비회원  7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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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7 29-6/2 7-11 16-20

과정목적 본 과정은 HTML5의 기본 기술인 JavaScript와 jQuery를 심도 있게 학습하며 CSS3, JavaScript, jQuery를 이용

하여 웹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HTML5 API에 대한 기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JavaScript를 이용하여 HTML5 API를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JavaScript의 객체지향적인 원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 JavaScript 최신 기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jQuery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코드 개발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JavaScript를 이용하여 HTML5 AP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웹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표준에 입각한 JavaScript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 HTML5 API를 활용하는 기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HTML5 표준을 서비스하기 위한 여러가지 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예제와 툴을 이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JavaScript로 객체 생성 및 활용법을 알고자 하는 분

• JavaScript와 jQuery를 한꺼번에 학습하려고 하는 분

학습구조

HTML5기반의 JavaScript & jQuery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자바스크립트

▶	16시간

1) 선수지식 리뷰
•	실습	환경을	설치한다.

•	HTML5를	이해한다.

•	CSS3를	이해한다.

2) 자료형과 구문

•	자료형에	대해	이해한다.

•	조건문에	대해	이해한다.

•	반복문에	대해	이해한다.

•	구구단출력코드를	작성한다.

•	가위바위보게임을	작성한다.

3) 함수
•	함수선언에	대해	이해한다.

•	클로저에	대해	이해한다.

•	내장함수에	대해	이해한다.

•	금광찾기	게임을	작성한다.

4)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	객체정의에	대해	이해한다.

•	프로토	타입에	대해	이해한다.

•	캡슐화에	대해	이해한다.

•	상속에	대해	이해한다.

•	게임들을	객체화시킨다.

5) 내장 객체

•	Object에	대해	이해한다.

•	Number에	대해	이해한다.

•	String에	대해	이해한다.

•	Array에	대해	이해한다.

•	Date에	대해	이해한다.

6) DOM

•	DOM	API에	대해	이해한다.

•	가위바위보게임의	입출력부분에	

태그를	적용한다.

•	게임의	승패무에	따라	소리를	

적용한다.

7) 이벤트
•	고전	이벤트	모델에	대해	실습한다.

•	표준	이벤트	모델에	대해	실습한다.

•	금광찾기	게임	입출력에	버튼을	

적용한다.

2.	jQuery

▶	24시간

1） 선택자
•	기본	선택자에	대해	이해한다.

•	후손	선택자에	대해	이해한다.

•	속성	선택자에	대해	이해한다.

•	필터에	대해	이해한다.

2） 문서 객체 탐색

•	문서객체	탐색에	대해	이해한다.

•	클래스	속성에	대해	이해한다.

•	문서	객체	관리에	대해	이해한다.

•	금광찾기	게임에	동적인	입출력을	

적용한다.

3） 이벤트
•	이벤트	연결에	대해	이해한다.

•	입력이벤트에	대해	이해한다.

•	윈도우	이벤트에	대해	이해한다.

•	입력양식	이벤트에	대해	이해한다.

4） 효과
•	기본	효과에	대해	이해한다.

•	애니메이션에	대해	이해한다.

•	게임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한다.

5） Ajax & Project

•	XML	Http	Request에	대해	이해한다.

•	$.ajax에	대해	이해한다.

•	일기예보XML추출	및	파싱을	

실습한다.

•	RSS리더를	작성한다.

HTML5 &
CSS 리뷰

JavaScript 
기술

jQuery 적용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387386

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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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5일 4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74만원 / 비회원  80만원] / [2인 이상 - 회원  70만원 / 비회원  7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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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 17-21 12-16 25-29

과정목적 본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Android Platform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의 mobile Application을 

작성한 후 직접 핸드폰에서 실행해 볼 수 있으며 Android 마켓 활용법에 대해서도 익힐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Android Platform에 대해 이해하고 application의 기본 구조와 작성 방법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Android Application 구성을 위한 다양한 widget 종류와 그 사용 방법을 익혀 원하는 UI를 작성할 수 있습

니다. 

• Android Application을 구성하는 네 가지 Component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의 Application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다양한 Widget 사용으로 원하는 UI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Android Application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이해와 응용을 위한 다양한 예제와 실습을 제공하여 과정 전반에 걸친 이해를 돕습니다.

• 실무 활용도가 높은 응용 프로그램을 학습자 개개인이 결과물로 산출해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 • Android Platform 기반의 Application 을 개발하려는 개발자

• Android를 이용한 시스템 프로젝트 개발자

학습구조

Android Application Programming 기초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Android

	 개요

▶	8시간

1） Android 개요 •	Android	개요를	실습한다.

2） 환경 구성 •	프로그램	설치	및	환경	설정을	실습한다.

3） Android Project •	Android	Project	구성을	확인한다.

4） Android Application

•	Android	Application	개요	및	구조를	실습한다.

•	Android	Application	구성컴포넌트를	실습한다.

•		ManifestFile	구성을	확인한다.

2.	UI

	 Architecture

▶	8시간

1） Widget •	Basic	Widget을	실습한다.

2） Layout
•	Layout을	실습한다.

•	Advanced	Widget을	실습한다.

3） Adapter •	Adapter	View를	실습한다

4） Event •	Event	Handling을	실습한다.

3.	Intent

▶	8시간

1） Intent 개요 •	Intent	개요를	확인한다.

2） Intent Filter
•	Intent	Filter를	실습한다.

•	Intent	활용	Application	작성을	실습한다.

4.	SQLite

▶	8시간
1） SQLite

•	Mobile	Database	개요를	파악한다.

•	SQLite	작업	개요를	확인한다.

•	Helper	클래스	활용을	실습한다.

5.	Thread	

▶	4시간

1） Thread 개요 •	Thread	개요를	확인한다

2） Thread 생성방법 •	Thread	생성	방법	및	라이프	사이클을	확인한다.

3） Thread 활용 예제 •	Background	Thread	활용	기법을	실습한다.

6.	BR	/	

	 Service

▶	4시간

1） Broadcast Receiver
•	Broadcast	Receiver	개요를	파악한다.

•	Broadcast	Receiver	활용	예제를	실습한다.

2） Service
•	Service	개요를	파악한다.

•	Service	활용	예제를	실습한다.

android 
application 

작성

Android App
기본 지식 

습득

Widget, 
Layout
Activity,
Intent

Mobile 
Database, 
BR, Service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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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5일 4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74만원 / 비회원  80만원] / [2인 이상 - 회원  70만원 / 비회원  7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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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9-6/2 28-9/1

과정목적 C# 언어의 기초부터 고급 C# 오퍼레이션까지 .NET 프로그래밍 언어습득의 기본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C# 디자인 패턴을 통해 C# 언어를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무베이스까지의 확대해 설명하므로  

언어를 더욱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Visual Studio에서 프로젝트 생성, C# Application 작성, UI가 존재하는 Application 생성, 프로젝트 내 코드를 

문서화 하는 방법, 디버깅 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C#을 이용한 Application 작성의 기본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과 객체 및 클래스를 활용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C# 프로그래밍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능력

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이해와 응용을 위한 다양한 예제와 실습을 제공하여 과정 전반에 걸친 이해를 돕습니다.

•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실무 활용도가 높습니다.

교육대상 • .NET 프로그램을 학습하고자 하는 개발자, 웹/DB개발 경험이 있는 초급 개발자

• Windows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학습구조

C# .NET Programming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C#	소개

▶	1.5시간

1） .nET Framework 소개

2） C#의 특징 및 

프로그래밍의 구조

•	.NET	Framework의	전반적인	환경을	설명하고	C#	코드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본다.

2.	프로그래밍

	 기본

▶	6.5시간

1） 데이터의 보관

2） 연산자

3） 코드 흐름 제어

4） 메서드

•	프로그래밍의	기초가	되는	변수,	연산자,	제어문,	반복문을	이해한다.

•	메서드의	목적을	이해하고,	실습을	중심으로	활용법을	연습한다.

3.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	8시간

1） 클래스의 구조

2） 접근한정자, 프로퍼티

3） 상속

4） 추상클래스, 인터페이스

•	객체지향의	여러	특성을	이해하고,	C#	코드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필요한	

문법과	구조를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분석한다.

4.	컬렉션과

	 예외사항

	 처리

▶	8시간

1） 배열

2） 컬렉션(Collection)

3） 인덱서(Indexer)

4） 제너릭(Generic)

5） Exception 처리

•	컬렉션의	개념을	이용하고	C#이	제공하는	다양한	컬렉션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	예외사항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를	이해하고,	적절한	예외처리를	하기	위한	구조를	

이해한다.

5.	C#심화문법

▶	8시간

1） 델리게이트와 이벤트

2） 람다식

3） LInQ

4） 리플렉션과 애트리뷰트

5） ADO.nET

•	이벤트	중심의	프로그래밍에	주로	사용되는	델리게이트와	이벤트를	자세히	이해한다.

•	LINQ에서	활용되는	람다식의	구조를	학습하고	LINQ를	사용해	데이터를	다루는	다양한	

방법을	실습한다.

•	리플렉션과	애트리뷰트를	통해	확장된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	ADO.NET을	활용해	DB를	다루는	방법을	실습한다.

6.	C#	활용

▶	8시간

1） WinForm 기초

2） WinForm DB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3） 디스크 관리와 사용자 별 

공간 할당

4） 셀스크립트 프로그래밍

•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WinForm을	전반적으로	이해한다.

•	WinForm,	ADO.NET,	LINQ를	활용하여	CRUD를	처리하는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	하드디스크를	한	개	추가한다.

•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하나처럼	사용한다.

•	RAID를	구성한다.

•	사용자	별로	공간을	할당한다.

•	셀에	대한	기본을	이해한다.

•	셀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연습한다.

객체 지향 
어플리케이션 

개발

객체지향
기본지식

습득

uI / Event / 
Thread

DB 연동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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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성공적인	

	 학습을	위한	

	 준비	작업	

	 및	설치	

▶	4시간

1） 실습환경 구축

•	가상머신	소개	및	설치를	실습한다.

•	가상머신	생성을	실습한다.

•	Vmware	특징을	이해한다.

•	원활한	실습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한다.

2） 페도라 리눅스 소개
•	리눅스에	대한	개요를	이해한다.

•	페도라	리눅스	배포판을	사용한다.

3） 페도라 리눅스 설치
•	3대의	페도라를	설치한다.

•	페도라	11	설치	후	추가로	변경할	내용을	넣는다.

2.	기본	개념과	

	 관리자의	

	 기본	역할

▶	11시간

1） 서버 구축을 위해 알아야 

할 필수 개념과 명령어

•	리눅스	운영을	위해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을	

습득한다.

•	리눅스	기본	명령어를	이해한다.

•	사용자	관리와	파일	속성을	배운다.

•	리눅스	관리자를	위한	명령어를	이해한다.

•	네트워크	관련	설정	및	명령어를	이해한다.

•	파이프,	필터,	리다이렉션을	이해한다.

•	프로세스,	데몬,	서비스를	이해한다.

•	서버	데몬	유형을	적용한다.

•	응급	복구법을	실습한다.

•	GRUB	부트	로더를	연습한다.

•	간단한	커널	컴파일을	실습한다.

2） X 윈도우를 사용하자

•	그놈(GNOME)	데스크탑	환경	설정을	연습한다.

•	X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을	이해한다.

•	KDE	데스크탑을	사용한다.

3） 디스크 관리와 사용자 별 

공간 할당

•	하드디스크	한	개	추가한다.

•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하나처럼	사용한다.

•	RAID를	구성한다.

•	사용자	별로	공간을	할당한다.

4） 셀스크립트 프로그래밍
•	셀에	대한	기본을	이해한다.

•	셀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연습한다.

3.	네트워크	

	 서버	구축	

	 실무	I

▶	9시간

1） 원격지에서  

리눅스 서버 관리

•	텔넷	서버를	관리한다.

•	OpenSSH	서버를	관리한다.

•	VNC	서버를	관리한다.

2） 네임 서버 설치 및 운영

•	네임	서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	센드메일	서버	구축한다.

•	웹	메일	설치	및	사용한다.

3） 웹 서버 설치 및 운영

•	페도라	11에서	제공되는	APM	설치와	웹	서버	응용	서비스를	실습한다.

•	웹	서버	설정	파일과	X	도우용	설정	툴을	사용한다.

•	소스를	컴파일해서	APM을	설치한다.

4.	네트워크	

	 서버	구축	

	 실무	II

▶	16시간

1） FTP 서버 설치 및 운영
•	vsFTPD	설치	및	운영한다.

•	vsFTPD	데몬	타입	변경한다.

2） FTP 서버 설치 및 운영
•	NFS	서버	구현한다.

•	X	윈도우용	NFS	설정	도구를	사용한다.

3） Samba 서버 설치 및 운영

•	Linux에서	Windows	폴더와	프린터	사용한다.

•	Windows에서	Linux	폴더와	프린터	사용한다.

•	삼바	설정을	웹에서	편리하게(SWAT)	한다.

4） DHCP 서버 설치 및 운영
•	DHCP	개념을	이해한다.

•	DHCP	구축을	실습한다.

교육시간 5일 4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74만원 / 비회원  80만원] / [2인 이상 - 회원  70만원 / 비회원  7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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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3-7 6-10 11-15

과정목적 Linux System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관리자를 위한 과정으로 대부분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울 수 있고 실제 시스템 관리의 기본에 대해 체계적인 기초를 다질 수 있게 됩니다.

학습목표 • 유닉스의 특징과 서버 관리자로서 익혀야 할 파일시스템 관리, 디스크 관리, 네트워크 관리 등을 통한 실무 

구성에 이어 사용자 관리를 통한 보안강화에 사용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실제 업무 환경과 유사한 실습을 구성, 필요한 핵심 내용을 습득하여 빠르고 체계적으로 리눅스 시스템 관

리자로서 필요한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시스템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 관리자, 정보시스템 총괄책임자 등을 위한 기본이 되는 리눅스 

시스템 서버 관리자 과정입니다.

• 다양한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쉽고 빠르게 전달합니다.

• 관리자의 역할, 서버 구축 및 운영을 습득하는 실무자를 위한 과정입니다.

교육대상 • 리눅스 시스템을 관리할 시스템 관리자

학습구조

Linux System 이해

실습을 통한 
실제 모델 

구축

리눅스 서버 
구성과 이해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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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Unix란	무엇인가?
▶	2시간

1） unix란 무엇인가
•	 Unix의	역사를	이해한다.
•	 다중사용자	시스템을	이해한다.
•	 셸을	분석한다.
•	 도움말(Help)	사용법을	이해한다.

•	 과제	1.1	Man	페이지	:	Unix의	온라인	도움말	시스템을	
적용한다.

•	 과제	1.2	도움말을	검색하는	또	다른	방법을	연습한다.

2.	시스템	접속과	
	 명령행의	사용
▶	2시간

1） 시작하며 로그인한 
다음에는

•	 시스템에	로그인	및	로그아웃	한다.
•	 pass	word	명령어로	패스워드	변경한다.
•	 안전한	패스워드를	선택한다.
•	 네	자신을	알도록	한다.

•	 누가	접속	중인지	안다.
•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현재	날짜와	시간	알아본다.

3.		파일	시스템
	 둘러보기
▶	2시간

1） 계층적 파일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	 Unix	파일	시스템의	구성을	파악한다.
	 bin	디렉터리	/	dev	디렉터리	/	etc	디렉터리	/	lib	디렉터리
	 lost+found	디렉터리	/	mnt와	sys	디렉터리
	 tmp	디렉터리	/	usr	디렉터리	루트	디렉터리	아래에		
	 저장되는	다른	항목들	디렉터리	구분	문자(Directory		
	 Separator	Characters)	상대	파일명과	절대	파일명	차이
•	 Unix의	감춤	파일을	확인한다.

•	 특별한	디렉터리	이름	‘.’과	‘..’	를	구분한다.
•	 env	명령어를	이해한다.
•	 PATH와	HOME을	이해한다.
•	 pwd를	사용해	사용자의	현재	디렉터리를	알아낸다.
•	 cd	명령어를	사용한	다른	디렉터리로의	이동	방법을	

실습한다.

4.	파일	목록과	
	 디스크	사용량	
	 보기	
▶	2시간

1） ls 명령어
2） ls 명령어의 특별한 

플래그
3） 권한 문자열

•	 ls	명령어의	모든	것을	학습한다.
•	 ls	명령어가	알려주는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한다.
•	 플래그의	결합을	파악한다.
•	 현재의	작업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다른	디렉터리에	

나열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	 ls	명령어에서	정렬	순서	바꾸기를	연습한다.
•	 ls로	디렉터리	트리를	재귀적으로	출력한다.

•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	 디렉터리에	-	l	플래그를	적용하면?
•	 touch	명령어로	파일을	생성한다.
•	 du로	디스크	공간의	사용량을	검사한다.
•	 df로	사용	가능한	디스크	양을	검사한다.
•	 gzip	프로그램으로	용량이	큰	파일을	압축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5.	소유과	권한	
▶	2시간

1） 파일 권한 가지고 
놀기

2） 기본값 정하기

•	 파일에	부여된	권한	분석한다.
•	 디렉터리의	권한을	설정한다.
•	 chmod	명령으로	파일과	디렉터리에	설정된	권한을	

변경한다.
•	 chmod	명령을	사용해	파일	권한을	초기화	하는	법을	

연습한다.

•	 숫자	표기법에	따른	권한	문자열을	계산한다.
•	 umask	명령어를	사용해	파일과	디렉터리에	대한	권한을	

설정한다.
•	 파일이나	디렉터리에	대한	소유자	및	그룹	정보를	

확인한다.

6.	파일과	디렉터리의	
	 생성,	이동,	이름	 	
변경,	삭제	

▶	2시간

1） unix 파일 시스템 
다루기

•	 mkdir을	이용하여	새로운	디렉터리를	만든다.
•	 cp를	사용하여	파일	복사한다.
•	 mv를	사용해서	파일	이동한다.
•	 mv로	파일	이름	변경한다.

•	 rmdir을	사용하여	디렉터리	제거한다.
•	 rm을	사용하여	파일	삭제한다.
•	 rm	명령어의	위험	최소화한다.

7.	파일	들여다	보기	
▶	2시간

1） 이 파일은 대체 무슨 
파일?

•	 file	명령어를	통해	파일	타입을	검사한다.
•	 file	명령어로	Unix	디렉터리를	살펴본다.
•	 head	명령어를	사용해	파일	앞부분을	살펴본다.

•	 tail	명령어를	사용하여	파일의	뒷부분을	살펴본다.
•	 cat	명령어를	사용하여	파일	내용을	출력한다.
•	 more	명령어를	사용해	큰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다.

8.	필터,	파이프,	
	 와일드카드
▶	2시간

1） 명령행 최대한 
활용하기

•	 파일	리다이렉션의	비밀들을	파악한다.
•	 wc	명령어를	사용하여	단어와	라인의	수	세기를	

연습한다.
•	 sort를	사용해서	파일	안의	정보를	정렬하는	법을	

연습한다.

•	 파일명과	와일드카드를	이해한다.
•	 grep으로	파일	찾기를	실습한다.
•	 정규	표현식	만들기를	실습한다.
•	 grep	계열의	명령어들을	이해한다.

9.	명령행	파이프로	전달	
되는	데이터	분석하기

▶	2시간

1） awk 프로그래밍 시스템
2） 파이프라인에서의 cut명령어 활용
3） sed와 tr명령어를 사용한 데이터 스트림 편집

•	 awk사용법을	습득한다.
•	 cut명령어의	사용법을	실습한다.
•	 sed와	tr을	사용한	스트림을	편집한다.

10.vi	편집기	
▶	2시간

1） unix에서의 문서 
편집

•	 vi를	시작하고	종료하는	방법을	파악한다.
•	 커서의	이동을	연습한다.
•	 단어	및	페이지	단위	이동을	연습한다.

•	 i,	a,	o,	O를	사용한	텍스트	삽입을	연습한다.
•	 텍스트	삭제를	연습한다.

11.고급	vi	사용법	
▶	2시간

1） vi를 사용한 고급 
편집 기법

2） vi 명령어 요약

•	 파일	내의	패턴	탐색을	연습한다.
•	 vi의	콜론	명령어들을	이해한다.
•	 vi	명령어의	올바른	실행	방법을	습득한다.

•	 탐색과	치환을	연습한다.
•	 바꾸기	명령어들을	이해한다..
•	 !	명령으로	Unix	명령어	실행하기를	연습한다.

12.셸	입문	
▶	2시간

1） 셸을 사용하려면
•	 어떤	셸들이	있는가를	파악한다.
•	 여러분은	지금	어떤	셸을	사용	중인가를	파악한다.
•	 다른	셸을	사용하는	법을	연습한다.

•	 셸	환경을	이해한다.
•	 bash	설정	파일을	이해한다.

13.고급	셸	사용법	
▶	2시간

1） 이 셸이 그 셸인가?
•	 셸	이력	관리	메커니즘을	이해한다.
•	 이력	관리	기능으로	사용해	입력	횟수	줄이기를	

연습한다.
•	 명령어	앨리어스를	실습한다.

•	 몇	가지	강력한	앨리어스들을	실습한다.
•	 사용자	환경에	맞게	프롬프트를	설정하기를	연습한다.

14.작업	제어
	 (Job	Control)
▶	2시간

1） ‘작업’이라는 것과 
씨름하기

•	 셸에서의	작업	제어	:	실행	중인	작업	중지시키기를	
실습한다.

•	 전면	작업과	후면	작업을	연습한다.

•	 실행	중인	작업의	목록	보기를	연습한다.
•	 kill	명령어로	프로세스	강제	종료하기를	실습한다.

15.셸	프로그래밍	개요	
▶	2시간

1） 자신만의 명령어
2） 만들기

•	 셸	변수들을	이해한다.
•	 셸	연산을	이해한다.
•	 비교	함수들을	이해한다.

•	 조건문을	이해한다.
•	 순환문을	이해한다.
•	 bash	함수를	이해한다.

16.고급	셸	프로그래밍	

▶	4시간

1） 파일 탐색 스크립트 
mylocate

•	 Mylocate의	구현을	이해한다
•	 명령어의	수를	파악한다.

•	 디스크를	이해한다
•	 셸	스크립트에	대해	이해한다.

17.파일	보관과	백업	

▶	4시간

1） 테이프 아카이브 유틸리티 tar
2） Compress를 사용한 파일 압축
3） unix 테이프 명령어 cpio

4） 개인 백업 솔루션
5） 유닉스 패키지 관리자

•	 tar	사용법에	대해	파악한다.
•	 파일	크기	줄이기를	분석한다.
•	 cpio에	대해	파악한다.
•	 개인적	백업을	위한	명령어를	활용해본다.
•	 RPM	패키지	관리자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확인한다.

18.정보	및	파일	검색	

▶	2시간
1） 대체 어디에? •	 find	명령어와	이상한	옵션들을	파악한다.

•	 xar	gs를	이용한	find	사용법을	확인한다.
•	 인터넷에서	파일	얻기를	실습한다.

교육시간 5일 4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74만원 / 비회원  80만원] / [2인 이상 - 회원  70만원 / 비회원  7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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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7 26-30 7-11 30-11/3

과정목적 UNIX System을 깊이 다루어 보지 못한 관리자를 위한 과정으로, 관리자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기본적인 기술

을 익힐 수 있으며 시스템 관리의 기본에 대해 체계적인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UNIX 사용자들이 주로 수행하는 작업을 직접 배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파일 목록을 보고 디스크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셸 스크립트로 자신만의 명령어 만들 때 주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UNIX 시스템에 대한 기초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UNIX 시스템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는 초급 관리자

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UNIX 사용자들이 주로 수행하는 작업을 직접 따라 하면서 익혀나갈 수 있습니다.

• 요약과 실습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UNIX 사용자로서 기초를 배우고 실무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학습구조

Unix System 이해

실습을 통한 
능력개발

unix 사용을 
위한 기초 

학습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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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보안

교육시간 5일 4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84만원 / 비회원  90만원] / [2인 이상 - 회원  80만원 / 비회원  8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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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4 4-8 11-15

과정목적 본 과정은 네트워크 각 분야별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을 적용을 적용합니다. 모의 해킹 실습을 통해 보안

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안 설정 등의 중요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격 기법에 대해 이해합니다.

• 네트워크 공격 기법에 대하여 대응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 침입탐지시스템(IDS)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환경에 최적화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 암호화 솔루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절한 활용방안을 이해합니다.

• 무선 네트워크의 위험성과 대응 방안을 파악합니다.

기대효과 •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침입탐지시스템(IDS) 시스템을 설치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공격 기법을 학습한 후, 타겟 시스템에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침입탐지시스템(IDS)에 생성된 로그를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공격에 따른 로그를 분석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네트워크의 위험성과 공격 기법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책을 토의하여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보안 기술과 

방안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네트워크 관리자, 보안 관리자, 시스템 및 서버 관리자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네트워크	보안의	

	 기본	원리

▶	8시간

1） 네트워크 프로토콜 기본

2） 패킷과 프레임

3） 인터넷 프로토콜

4） TCP, uDP, ICMP

5） 패킷 캡쳐 실습

6） 포트 스캐닝

7） 취약점 분석과 결과 리포트

•	네트워크	패킷	캡쳐	실습을	통해	네트워크	이해를	

향상한다.

2.	네트워크	공격	분석

▶	8시간

1） DoS공격의 종류

2） IP Spoofing의 원리와 대응방안

3） TCP SYn Flooding Attack과 대응방안

4） Smurf Attack과 대응방안

5） uDP Flooding과 대응방안

6） Ping of Death와 대응방안

7） DDoS와 대응방안

•	DoS	공격의	다양한	종류와	기법을	실습을	통해	

확인한다.

3.	침입탐지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8시간

1） 침입탐지시스템(IDS)의 종류

2） 침입탐지시스템(IDS)의 대응 방법

3） 침입탐지시스템(IDS) 설치

4） 침입탐지시스템(IDS) 규칙 작성

5） 침입탐지시스템(IDS)의 다양한 패턴 등록

6） 침입탐지시스템(IDS)에 대한 모의 공격 실습

7） 침입탐지시스템(IDS) 로그 분석

•	IDS	대표적인	Snort를	설치하고,	공격	패턴을	등록한	후,	

공격을	수행하면서	패턴을	최적화한다.

4.	암호화	서비스와

	 안전한	패킷	전송

▶	8시간

1） 암호화의 분류

2）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3）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4） 해쉬 암호와 전자서명

5） Public Key Infrastructure

6） Virtual Private network

7） SSH, HTTPs, PGP 등 각종 암호화 서비스

•	스니핑	실습을	통해	안전한	네트워크	구현	방안을	

토의한다.

5.	무선	네트워크	보안

▶	8시간

1） 무선 네트워크 보안 이슈 점검

2） Wi-Fi 보안 강화 방안

3） 3G network과 보안 이슈

4） Smartphone과 보안

5） Smartphone의 보안 설정 강화

6） Social network Service 보안 이슈

7） 최신 무선 네트워크 보안 이슈

•	무선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토의한다.

인터넷

Router

L4 Switch

L4 Switch
L4 Switch

L2 Switch

PC

F/W

DMZ

Server
 Zone

IDS

네트워크 구조 분석

구조 개선 방안 제시

•	 서비스	망	내	정보	시스템의	물리적	
구성의	적절성	(장비의	이중화	여부,	
우회	경로의	존재	여부	등)

•	 서비스	망	내	정보	시스템의	논리적	
구성의	적정성(DMZ	및	내부	네트워크	
망	간의	접근	통제	등)

•	 정보	시스템의	환경	설정	오류에	따른	
취약점	분석	(오류,	중복,	상층에	따른	
문제점	등)

•	 웹방화벽	등	신규	보안	시스템과	기존	
정보	시스템	간	호환성	부족에	따른	
문제점	분석

•	 정보보호	시스템	우회	구간	제거를	위한	
정보보호	솔루션	추가	구축	방안	제시

•	 네트워크	망	간의	접근	통제	방안	제시	
•	 네트워크	가용성을	고려한	이중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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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운영체제의	

이해

▶	2시간

1） 운영체제의 종류와 특징 •	운영체제의	특징과	운영	목적	등	전반적	이론에	대하여	이해한다.

2） 윈도우 시스템의 이해 •	윈도우	시스템의	특성과	기본	구조를	이해한다.

3） 리눅스 시스템의 이해 •	리눅스	시스템의	특성과	기본	구조를	이해한다.

2.	패스워드

	 보안

▶	4시간

1） SAM특징과 구조 •	윈도우	패스워드	파일과	인증	구조를	이해한다.

2） PAM을 이용한 인증 •	리눅스에서의	패스워드	파일과	인증	구조를	이해한다.

3） 패스워드 취약점 진단
•	사용자들의	패스워드	취약성이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제	패스워드	크래킹	도구를	

이용하여	취약한	패스워드를	탐지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3.	사용자	관리

▶	4시간

1） 사용자 계정 보안 •	불필요한	사용자	계정과	그룹의	문제점과	각	계정의	특징을	이해한다.

2） 권한과 계정 잠금
•	폴더와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이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한	감사	설정	및	공유	관리,	접근	

통제를	통해	시스템	보안	강화	기법을	이해한다.

4.	백업	정책

▶	2시간

1） 백업 정책과 로그 •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의	중요성과	주요	백업	정책	설정을	이해한다.

2） 백업 로그 설정 •	백업	권한과	미디어	보관	및	다양한	시스템	로그의	백업	설정을	알아본다.

5.	악성코드

		 분석

▶	6시간

1） 악성코드의 정의와 종류 •	다양한	악성코드의	종류와	특징들에	대하여	이해한다.

2） 악성코드 정적 분석
•	악성코드를	수집하고	수집한	악성코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실행압축,	

스트링	분석,	함수	분석	등의	기법으로	악성코드	기능을	분석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6.	시스템

	 취약점	진단

▶	6시간

1） 시스템 취약점 진단 •	운영체제,	네트워크	등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취약점을	수집하는	기법을	연습한다.

7.	시스템	

	 해킹과	대응

▶	8시간

1） 웹 시스템 정보 수집 •	웹	서버	시스템에서의	취약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법을	연습한다.

2） XSS
•	웹	서비스	중에서	클라이언트	취약점을	노리는	XSS	공격	기법을	이해하고	적용	사례를	

토의한다.

3） SQL Injection
•	웹	서비스	중에서	SQL	Injection	공격	기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인젝션	도구	및	피해사례를	

분석한다.

4） Web Shell
•	웹쉘의	특징과	다양한	웹셀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정보를	수집하고	주요	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5） 파일업로드
•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이용하여	스크립트를	업로드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스템	정보를	

탈취하거나	변조하는	기법을	연습한다.

6） 취약점 강화 방안 •	수집된	다양한	취약점의	의미를	이해하고	각	취약점을	보완하는	보안	기법을	실습한다.

8.	방화벽과

	 침입탐지

▶	8시간

1） 방화벽의 구축 •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고	허용하는	방화벽의	구축과	활용	기법을	연습한다.

2） 침입탐지시스템의 구축 •	불법적인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는	침입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	기법을	연습한다.

교육시간 5일 4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84만원 / 비회원  90만원] / [2인 이상 - 회원  80만원 / 비회원  8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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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0 15-19 3-7 30-11/3

과정목적 본 과정은 윈도우 및 리눅스 기반의 시스템에서의 기본적인 운영 방법부터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설정과 방법들에 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주요 보안 요소들과 취약점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전문 보안 역

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윈도우와 리눅스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사용자 관리, 네트워크 관리, 서버 관리 등에 필요한 체계적인 

보안 절차와 기술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취약점 진단과 함께  실제 시스템 해킹 기법을 알아보고 직접 실습해 봄으

로써 리눅스 계열, 윈도우 서버 계열에 대한 해킹 기법 및 보안 설정사항을 익힐 수 있습니다.

• 보안 엔지니어, 관리자 및 보안 컨설턴트로서의 기반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윈도우, 리눅스 보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역량을 갖춰 실무 역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최신 윈도우 및 리눅스 플랫폼에서 단순한 기능 중심의 보안 요소들이 아닌 시스템 전반을 관리하는 관점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보안 강화 기법과 함께 다양한 보안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실무 시스템 

보안 운영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대상 • 시스템 보안 엔지니어, 보안 관리자, 웹 서비스 개발자

학습구조

시스템 보안

시스템 보안 
관리자의 실무 

능력 향상

운영체제의 
특징과 보안 
요소 이해

시스템 보안 
취약점 분석 

및 진단

악성코드
분석과 방화벽

/침입탐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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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3일 24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64만원 / 비회원  70만원] / [2인 이상 - 회원  60만원 / 비회원  6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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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4 26-28 28-30 20-22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보안설계	

	 이해

▶	8시간

1） 시큐어코딩 개요 •	시큐어코딩에	대해	이해한다.

2） 보안 개발 방법론 •	보안	개발방법론을	이해한다.

3） 보안 취약점 DB 활용
•	CVE,	CWE,	CERT,	OWASP,	SANS,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제공하는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이해한다.

2.	보안	위협	

	 이해	및	

	 보안	코딩		

기법

▶	8시간

1） 인젝션 •	인젝션에	대해	이해한다.

2） 인증과 세션관리

•	인증과	세션을	관리하는	법을	실습한다.

•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XSS)를	이해하고,	요청위조에	대해	

이해한다.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XSS)

4） 크로스사이트 요청위조(CSRF)

5） 안전하지 않은 직접 객체 참조

•	취약점	진단	및	원인코드에	대해	이해한다.

•	취약점	제거를	실습한다.
6） 민감한 데이터 노출

7） 잘못된 접근제어

8） 안전하지 않은 리다이렉트와 포워드

•	안전하지	않은	프로그램	기법을	실습한다.

9） 안전하지 않은 자바 프로그래밍기법

3.	보안	약점

	 진단	도구		

활용

▶	8시간

1） 취약점 분석 및 리포트 활용 •	Sparrow을	이용하여	정적	분석한다.

과정목적 JAVA 플랫폼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을 해야 하는 기업환경에서 안전한 SW 개발을 위하여 

소스코드 등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 약점을 제거하고, 보안을 고려하여 기능을 설계/구현하는 기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보안 개발방법론과 위협모델링을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을 이해하고 보안 코딩 기법을 SW 개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시큐어 코딩 가이드나 취약점 DB를 이해하고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보안 취약점 진단 도구를 이용한 진단 결과를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프로젝트에 보안 코딩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웹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위험한 10가지 취약점(OWASP TOP 10 기준)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직

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보안담당자, QA, 테스터,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진단원

학습구조

해킹방어를 위한 시큐어코딩

프로젝트
보안 

개발방법론
보안 코딩 

기법
보안 설계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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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웹	보안	개요

▶	2시간

1） 어플리케이션 동작의 이해

2） 해킹 기법 개요

3） 보안 이슈 점검 개요

•	Http프로토콜과	웹	서비스를	이해한다.

2.	SQL	인젝션

▶	4시간

1） SQL 인젝션의 원리

2） Blind SQL 인젝션

3） 입력값 검증 및 정보 보호

•	SQL인젝션의	원리와	대응	방법을	실습한다.

3.	XSS

▶	4시간

1） HTML 인젝션

2） 문자셋과 인코딩의 정규화

3） 자바스크립트 샌드박스

•	XSS의	원리와	대응	방법을	실습한다.

4.	CSRF

▶	4시간

1） 크로스사이트 요청 변조

2） XSS와 CSR의 연동

3） 애플리케이션 방어법

•	CSRF의	원리와	대응	방법을	실습한다.

5.	인증우회

▶	4시간

1） 세션/쿠키 재활용

2） Phishing, Pharming

3） 추가 인증 기법 사용

•	인증을	우회하는	다양한	방법과	Phishing,	

Pharming의	원리와	대응	방법을	실습한다.

6.	악성코드	

	 방지	및	대응

▶	4시간

1） 멀웨어 및 악성코드

2） 웹쉘 업로드

3） 웹브라우저 공격

4） 웹 DDoS

•	웹을	통해	전파되는	악성코드를	대응하기	

위한	원리와	대응	방법을	실습한다.

7.	웹	서버	보안

▶	4시간

1） 웹 서버 설정의 문제점과 수정

2） 웹 페이지 구성상의 일반적 문제점

•	웹서버의	취약한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실습을	한다.

8.	웹	방화벽

	 구축

▶	6시간

1） Mod Security 웹 방화벽 구축 실습

2） 적절한 웹 공격 탐지 규칙 설정을 통한 웹 방화벽 최적화 실습

•	웹방화벽	설정을	통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법을	실습한다.

교육시간 4일 32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74만원 / 비회원  80만원] / [2인 이상 - 회원  70만원 / 비회원  7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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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6 8-11 10-13 18-21

과정목적 본 과정은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ㅓ보고 이를 통해 안전한 웹 서비스

를 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에 대해 이해하여 실제 업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어플리케이션 해킹의 기법들을 이해하고 대응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있는 웹 설정 및 소스코드를 찾아 분석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웹 해킹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보안을 전사적 차원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어플리케이션 해킹 기법에 대한 대응 방법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웹 해킹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이론에 대해 학습한 후, 실습을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개발자 및 관리자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보안 취약점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 해커의 입장에서 생각함으로써 보안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보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웹 개발자

• 웹 서버 관리자, 웹 사이트 운영 업무 관련 실무자 및 관리자

학습구조

어플리케이션 보안

진단결과

소스수정

진단결과

DBMSWeb AppWeb ServerFirewallClient

취약성
진단도구

컨설턴트

일반적인
보안

취약성

핵심표적
위주

취약성

사용자 취약성 웹서버 취약성

시스템 장악

Web App 취약성

DB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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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4일 32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74만원 / 비회원  80만원] / [2인 이상 - 회원  70만원 / 비회원  7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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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0 28-12/1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정보	수집

▶	4시간

1） 서비스 목록화

2） 네트워크 범위 파악

3） 활성화된 머신 식별

4） 개방 포트 탐색

•	정보수집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토의합니다.

•	다양한	정보수집	방법에	효과적인	

도구들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한다.

2.	취약점	진단

▶	4시간

1） 네서스 설치, 설정, 실행

2） 네서스: 로컬 취약점 탐색

3） 네서스: 네트워크 취약점 탐색

4） 네서스: 리눅스 취약점 탐색 

5） 네서스: 윈도우 취약점 탐색 

6） 오픈바스 설치, 설정, 실행 

7） 오픈바스: 로컬 취약점 탐색 

8） 오픈바스: 네트워크 취약점 탐색 

9） 오픈바스: 리눅스 취약점 탐색 

10） 오픈바스: 윈도우 취약점 탐색

•	취약점	분석을	위한	최고의	도구인	

네서스와	오픈바스를	설치합니다.

•	강사가	준비한	모의	대상	웹서버에	

취약점	분석	실습을	한다.

3.	취약점	공격

▶	6시간

1） 메타스플로잇터블 설치와 설정 

2） 메타스플로잇의 그래픽 관리 

도구 아미타지 마스터 

3） 메타스플로잇 콘솔 마스터 

4） 메타스플로잇 CLI(MSFCLI) 

마스터 

5） 메타프리터 마스터 

6） 메타스플로잇터블 MySQL 

7） 메타스플로잇터블 PostgreSQL 

8） 메타스플로잇터블 톰캣 

9） 메타스플로잇터블 PDF 

10） browser_autopwn 실행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Exploit를	

수행하기	위하여	메타스플로이트	

도구를	이용해	실습한다.

4.	권한	상승

▶	6시간

1） 인증 토큰 사용 

2） 로컬 권한 획득 공격 

3） 사회 공학 툴킷 마스터 

4） 타겟 대상에게 페이로드 전달 

5） 타겟 대상의 데이터 수집 

6） 흔적 제거 

7） 지속 백도어 생성 

8） 중간자 공격

•	해커들이	자주	시도하는	권한	상승	

기법에	대하여	이해합니다.

•	백도어	등	루트킷	설치	및	제거	

방법을	실습한다.

5.	패스워드	공격

▶	6시간

1） 온라인 패스워드 공격 

2） HTTP 패스워드 크래킹 

3） 라우터 접근 권한 획득 

4） 패스워드 프로파일링 

5） 존 더 리퍼를 이용한 윈도우 

패스워드 크래킹 

6） 사전 공격 사용 

7） 레인보우 테이블 사용 

8） nVidia CuDA 사용 

9） ATI 스트림 사용 

10） 물리 접근 권한 공격

•	패스워드를	크래킹	하는	실습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실습한다.

6.	무선공격

▶	6시간

1） 무선 네트워크 WEP 크래킹 

2） 무선 네트워크 WPA/WPA2 

크래킹 

3） 자동화된 무선 네트워크 크래킹 

4） 가짜 AP를 사용한 클라이언트 

접근 

5） uRL 트래픽 조작 

6） 포트 리다이렉션 

7） 네트워크 트래픽 스니핑
•	무선	AP에	대한	패스워드	크래킹	

시도를	실습함으로써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

과정목적 본 과정에서는 최신 해킹 기법을 방어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을 습득합니다. 다양한 침투테스트를 통해 전반적

인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합니다.

학습목표 • 최근 이슈가 된 다양한 해킹 사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한 취약점 분석 능력이 향상됩니다.

• 취약점에 대한 적절한 보완 방안에 대한 장단점 파악 능력이 향상됩니다.

• 침투테스트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기대효과 •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안 사고에 대한 철저한 기술적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학습함으로써 보안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시에 상황을 인지하고 사후에 적절한 조치를 택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최신 보안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침투테스트를 진행하여 실무에서의 대응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이론 학습은 최소화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실습 위주로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보안 업무 담당자, 네트워크 담당자, 서버 담당자, 개발자

학습구조

모의 해킹 침투테스트 실무

Step 0 고객 상담

Phase 1

Phase 2

Phase 3

Phase 4

레벨1	결정	/	공격범위	결정	/	서약서	/	책임법위

Step 4 취약점 공격 가장취약한	부분부터	순차	별	공격	/	방화벽	우회	공격

Step 1 점검항복 선정 Check	list(156개	항복)

Step 5 공격 전이

Step 7 기술이전 및 보고

침입증거	확보	/	백도어	설치	/	관리자	권한	확보	/	타	시스템	공격

이론적	설명	/	해킹기술	시연	/	취약점	보완	방안	/	고객	합의	후,	조정	가능

Step 2 정보수집/분석 네트워크정보(DNS,	IP,	구조)	/	시스템정보(OS,	서비스	취약점	스캔)	/	취약점	분석

Step 6 보고서 작성 모의	해킹	내용(침입방법,	취약점리스트,	침입	증거)	/	대응방안	/	권고	안

Step 3 사전영향 평가 모의공격	시도에	의한	서비스	중단	가능성	평가	/	고객협의

Pre-stop

Date
Collection

Verification
Festing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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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모의침투의	이해

▶	3시간

1） 정보보호 이론과 취약점 •	정보보호의	특징,	목표	등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2） 모의침투 절차와 단계별작업
•	모의침투의	정의	및	전반적인	절차와	각	단계에서의	모의침투	

작업에	대해서	설명한다.

2.	취약점	분석

▶	3시간

1） 시스템 정보 수집
•	침투	대상에	대한	기본적	정보	수집	방법과	어떠한	절차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는지를	설명한다.

2） 취약점 정보 수집 •	실제	대상에	대한	정보수집	방법이	대해서	설명한다.

3.	취약점	분석	고급

▶	3시간

1） 자동화된 취약점 분석 도구
•	자동화된	통합	취약점	수집과	분석도구를	통한	취약점	수집	

기법과	활용	방법에	대해	토의한다.

2） 수집된 정보 분류
•	수집된	취약점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취약점	제공	사이트를	통해	

각	취약점들의	의미와	공격	방법을	확인한다.

4.	모의침투	기본

▶	2시간

1） 수집한 취약점 활용
•	취약점	분석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타겟	머신에	대한	

침투	시도	방법을	실습한다.

2） 운영체제 별 취약점에 따른 공격
•	운영체제	별	취약점에	따라	공격	방법의	차이와	특징에	대하	

파악한다.

5.	메타스플로잇

▶	3시간

1） 메타스플로잇 구조
•	메타스플로잇을	활용한	타겟	머신의	정보	수집과	취약점	분석	

기능을	연습한다.

2） 메타스플로잇 활용
•	메타스플로잇을	이용하여	다양한	모듈의	특성과	취약점	공격을	

통한	권한	획득	기법을	이해한다.

3） 권한 상승과 유지
•	취악한	권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자	권한을	획득	후	

시스템	정보	탈취	방법을	실습한다.

6.	사회공학	기법

▶	2시간

1） 스피어 피싱 메일
•	악성코드를	활용한	스팸메일을	작성하여	시스템	권한	탈취	기법을	

파악한다.

2） 피싱 사이트 작성
•	피싱	사이트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방법들에	

대하여	소개한다.

7.	포렌식	표준과	절차

▶	3시간

1） 포렌식 표준 •	포렌식의	의미와	침해사고	분석을	위한	표준안에	대하여	이해한다.

2） 국내외 포렌식 절차와 단계별 작업
•	국내외에	발표된	포렌식	절차를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의	포렌식	

작업과	주의사항들에	대하여	이해한다.

8.	활성	정보	수집

▶	2시간
1） 활성정보 수집

•	침해사고	시스템에서	전원이	꺼지기	전의	활성상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다양한	활성정보	수집	요소들을	확인한다.

9.	윈도우	파일	시스템

▶	3시간

1） nTFS 파일시스템
•	윈도우의	기본	파일시스템인	NTFS	파일시스템의	구조와	특징을	

이해하고	포렌식	요소들을	확인한다.

2） MFT 구조

•	파일과	디렉터리들의	기본	정보가	저장되는	MFT	테이블의	구조를	
학습하고	각	기본	정보들의	특징을	살펴본다.

•	MFT의	기본	정보들이	포렌식	분석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해한다.

10.	파티션	복구

▶	2시간

1） MBR 복구
•	파티션의	기본	정보인	MBR	훼손	시	어떻게	복구하는지	다양한	

포렌식	도구들을	통해	MBR을	복구하는	기술을	소개한다.

2） 파티션 복구
•	파티션이	훼손되어	정보를	획득할	수	없을	경우	다양한	기법으로	

훼손된	파티션을	복구하고	저장된	파일들을	획득하는	기법에	대해	
소개한다.

11.	레지스트리	분석

▶	3시간

1） 레지스트리 구조와 특징 •	레지스트리의	특징과	각	키에	저장되는	정보를	확인한다.

2） 주요 저장 정보의 수집,분석
•	저장된	레지스트리	각	키를	추출하고	시스템	활동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실습한다.

12.	USB	분석

▶	1시간
1） uSB 사용 흔적

•	USB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어떠한	USB	장치가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한다.

13.	웹	사용분석

▶	1시간
1） 웹 사용 흔적

•	시스템에서	어떠한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어떤	정보를	찾았는지에	
대한	웹	사이트	전반적	활동	기록들을	살펴본다.

14.	프린터	스풀분석

▶	1시간
1） 프린터 출력 내용 흔적

•	시스템에서	프린터	출력	흔적	및	실제	프린트한	정보들을	
추출하고	이를	분석하는	기법을	확인한다.

교육시간 4일 32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74만원 / 비회원  80만원] / [2인 이상 - 회원  70만원 / 비회원  7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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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1 4-7

과정목적 본 과정은 침해사고 발생 및 정보 유출을 대비하여 시스템의 취약한 서비스와 보안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한 모의 해킹 및 침해사고 시스템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통해 정보 유출과 해킹에 대한 분석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시스템의 취약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하고 수집하여 이를 이용한 모의 침투 접근 방법을 이해할 수 있

습니다.

• 침해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의 경우 어떠한 경로로 사고가 발생하여 정보의 유출이 발생했는지를 분석하고 

다양한 시스템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스템 복구와 분석 기법 등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시스템의 취약점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사후에 시스템 복구와 침투 경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

법을 습득하여 침해사고 예방과 분석 전반에 대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윈도우 및 리눅스 최신 버전을 대상으로 단편적인 모의 침투가 아닌 종합적인 취약점 진단과 침투 기법을 

통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포렌식의 경우 활성 정보와 비활성 정보를 수집하고 실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침해사고 발생과 분석 전반에 걸쳐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기업 전산시스템 보안 및 운영 담당자, 기업 내부 감사를 담당하는 실무자

학습구조

침해사고 진단 및 분석

침해사고 진단 
및 분석 실무 
능력 향상

취약점 분석과 
수집 이해

시스템에 대한 
모의침투

침해사고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리포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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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글

로
벌

 실
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주재원의	

	 종류와	역할

▶	1시간

1） 해외주재원에 대한 이해 

및 사명감 인식

•	해외주재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한다.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주재원의	역량과	글로벌	인재	역량에	대해	학습한다.

•	부임지에서	수행할	주요	업무들에	대해	파악한다.

2.	글로벌	역량

▶	2시간

1）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사례 학습

•	주재원	근무	전	부임국가에	대한	정보와	트렌드사례를	공유하고	학습한다.

•	글로벌	리더십의	이해를	통해	체류만족도를	높이는	경력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과제를	

논의한다.

3.	글로벌	문화		

이해와	관리

▶	2시간

1） 글로벌 문화의 이해와 

관리 역량 확보

•	다른	문화권의	방식	이해	필요성을	인식한다.

•	선입견과	고정관념,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는다.

•	현지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한다.

2） 현지체류 적응을 위한 

실전준비
•	이문화	충돌	사례에서	살펴보는	현지적응에	대해	알아본다.

3） 현지채용인과의 

문화교류와 협업

•	현지	체류적응과	업무만족도를	높이는	문화교류에	대해	알아본다.

•	조직	비전과	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습득한다.

4） 가족적응과 현지체류

•	가족적응력을	높이는	부임준비에	대해	이해한다.

•	가족문제와	업무수행의	충돌을	방지	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자녀교육	및	진학진로에	대해	조언받는다.

4	 글로벌	문화		

적응	케이스		

스터디

▶	2시간

1） 해외진출 기업들의 

문화적응 실패와 성공사례

•	주재지역	권역별로	대표적인	해외진출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	및	강사의	실제	업무	

추진	사례를	알아본다.

•	사례에서	주재원의	역할과	사명감에	대해	인식한다.

2） 사례토론 •	향후	발생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	식별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5.	스케쥴	계획		

수립

▶	1시간

1） 스케쥴링 •	주재원	부임	전까지	남은	시간을	역으로	계산하여	수행업무	우선순위를	정한다.

2） 계획수립
•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부임	준비를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하고	학습자끼리	공유한다.

•	현지정착과	핵심업무의	우선순위를	파악한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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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1 31 3

과정목적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현지 직접투자회사, 현지법인, 지사에서 근무하게 될 임직원 및 현지채용인

력의 파견만족도와 직무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본 과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환경에서 현지 체류 적응과 글로벌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협업할 

수 있는 역랑을 키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글로벌 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협업하게 되는 상대국가의 임직원 및 현지채용인들을 이해하고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인재에게 필요한 도전정신, 사명감, 이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리더십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 본사와 주재국의 법인, 지사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해외 현지 적응 및 신뢰를 구축하여 성과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주재국가로 부임하기 전 글로벌 문화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사례학습을 통해서 자신에게 적합하고 효율적인 현지적응 및 생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체류적응 기간을 줄이고 조기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글로벌 문화 적응 능력이 배양됩니다.

• 현지 채용인들과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방법에 대해 배우고 실전에 적용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주재경력을 바탕으로 한 주재 지역별 기업들의 진출 사례를 들어 현장감 있는 교육이 진행됩니다.

• 해외 부임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습득하고 경력전환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여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현장감 있고 구체적인 사례학습을 통해 부임 전 업무에 대한 체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해외 법인장, 해외법인장 후계자, 해외주재원, 해외주재원 후계자, 지역전문가 후보

• 현지채용인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해외주재원 담당 인사·교육 실무자

• 외국인 직원과의 업무를 위해 글로벌문화를 이해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분

학습구조

해외주재원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준비

사례, 현장 
중심의 

파견교육

직무성과
창출

현지업무정보습득, 글로벌 리더십
사명감, 주재원 직무이해

글로벌문화 이해, 현지적응 사전준비

Work Level

non-work Level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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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글

로
벌

 실
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귀임적응이		

필요한	이유

▶	1시간

1） 귀임 후 조직과 직무 

그리고 생활 적응

•	귀임	후	경력전환	단계에	대한	이해	및	조직적응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다.

•	현지	업무와의	경력단절과	직무	및	소속변경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한다.

•	귀임	생활과	가족들의	적응에	대한	중요성을	점검한다.

2.	역문화	적응과	

조직문화

▶	2시간

1） 역문화 적응의 필요성 

인식과 조직문화의 변화 

읽기

•	해외	파견	근무지에서	복귀하면서	다시	한국에서의	역문화적응을	위한	노력과	필요성을	

인식한다.

•	업무영역과	비업무영역으로	나누어	역문화적응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학습하고	공유한다.

•	달라진	자신의	조직	내	위치를	인식하고	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과	방법을	

확인한다.

3.	귀임자가	

	 알아야	하는		

글로벌	이슈

▶	1시간

1） 귀임 경험을 핵심 

역량으로 유지하는 방법

•	귀임	후	현지	업무와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른	조직	구성원들의	질의응답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한다.

•	해당국가에서의	업무	수행과정을	정리하고	조직전이	활성화	방안을	토의한다.

•	글로벌	이슈와	산업동향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상호교류한다.

4	 귀임보고서		

작성법

▶	2시간

1） 귀임보고서 작성법
•	귀임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와	조직전이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실제	작성방법을	학습한다.

2） 보고서의 구성
•	귀임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한다.

•	보고서에	담을	현지	경험을	선택하고	재구성한다.

3） 작성 코칭 •	귀임보고서	작성을	위한	1:1	개별코칭을	받는다.

5.	보고서	작성

▶	2시간
1） 귀임보고서 작성과 제출

•	귀임보고서	작성	및	수정보완	작업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	조직전이가	될	수	있는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정리한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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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26 25

과정목적 귀임주재원은 해외에서 업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 글로벌 역량을 현장에서 배우고 개발해온 기업의 

소중한 자산이기때문에 기업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반대로 주재원은 

자신이 이룬 성과를 정리 및 자료화하여 조직 내에 공유하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본 과정은 

귀임한 주재원이 조직 내 전이를 목적으로 해외에서의 적응 경험, 업무 수행 및 체류성과를 정리하여 보고

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해외주재원 귀임 후 본사조직 직무에 복귀하여 국내문화 역적응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

습니다.

• 귀임적응 후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래 경력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경로를 조망하고 자신의 경력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형식지로 이루어진 해외체류 기간 동안의 경험과 암묵지로 가지고 있는 현지 적응 및 업무수행의 경험을       

도출하여 문서화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귀임 적응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을 줄이고 복귀 후 국내 업무에 적응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주재원의 경험과 업무수행 내용을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작성하게 되므로 기술된 내용이 조직에 전이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주재경력을 바탕으로 귀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경력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귀임 후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가족들의 역적응 필요성 인식 및 사례를 통한 적응과정 극복에 대한 

정보를 배울 수 있습니다.

• 직무성과를 중심으로 한 귀임보고서 작성법을 학습하고 개별코칭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보고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해외 파견 후 귀임한 주재원

• 해외업무 실무자로서 보고서 작성을 자주 해야 하는 분

학습구조

직무성과 중심 귀임주재원 보고서 작성법

귀임적응의 중요성인식 귀임보고서 작성

• 현지체류 경험

• 현지 직무수행경험과 
파견만족도

• 귀임보고서 작성법

• 직무성과 중심의 
귀임보고서 제출

• 귀임적응과 한국문화 
역적응에 대한 이해

• 조직문화와 구성원들의 
변화와 교류

• 귀임 롤모델 찾기

• 경력개발 계획 수립과 
이직의도 관리

N
E

W

귀임 적응 및 

조직성과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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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현지경력과		

귀임경력

▶	1시간

1） 주재원으로서의 글로벌 

경험과 귀임자의 변화된 

경력전환 이해

•	주재원	근무	경험과	귀임	후	업무의	단절에	대한	충격을	극복하고	새로운	직무와의	

연결성을	인식한다.

•	경력전환에	대한	스트레스	및	새로운	경력개발	중요성을	인식한다.

2.	업무영역과		

비업무영역에서의		

귀임적응

▶	2시간

1） 역문화적응
•	해외	부임	전	생활하였던	곳에	복귀하면서	역문화적응을	위한	노력과	필요성을	

인식한다.

2） 업무영역
•	직무,	직위,	대인관계,	조직적응을	중심으로	업무영역에	대한	적응	사례와	방법을	

학습한다.

3） 비업무영역
•	가족,	생활환경,	자녀교육,	개인경력개발	이슈를	중심으로	비업무영역에	대한	적응	

사례와	방법을	학습한다.

3.	귀임주재원의		

경력개발	사례

▶	2시간

1） 경력개발의 중요성 이해
•	선배	주재원들의	현지	근무와	귀임	후의	경력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토의한다.

2） 귀임자 경력개발 사례 •	귀임자들의	경력개발과	관련하여	실패사례와	성공사례에	대해	스터디	한다.

3） 경력경로 재설정 및 확인
•	자신의	산업환경과	글로벌	이슈	그리고	글로벌	역량	확보에	따른	경력경로를	확인하고	

비전을	수립한다.

4	 글로벌	인재역량		

유지를	위한		

자기계발

▶	2시간

1） 언어능력 유지

•	현지국	언어	감각	유지	방법을	함께	토의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

•	귀임	후	재파견	또는	법인장후보로서의	경력경로	변경에	대비하도록	언어능력	유지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2） 글로벌 이슈 관리

•	현지국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스크랩해야	하는	중요성을	알고	사례를	학습한다.

•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고	파악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업무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3） 산업 이슈 관리
•	직무분야가	속해	있는	산업의	최신동향과	주재경험	국가와의	산업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미래경력에	대비하는	것이	대해	토의한다.

5.	새로운	

	 경력개발의		

탐색과	비전

▶	1시간

1） 경력개발과 미래

•	충분한	귀임적응	노력과	직무전문성	확보를	통해	조직	내	자신이	탐색해야	할	

경력경로를	확인한다.

•	경력경로	설정에	따른	자신만의	경력계획	개발	로드맵을	작성하고	공유한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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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28 13 27

과정목적 본 과정은 해외주재원으로 근무를 마치고 귀임하여 국내조직으로 복귀하는 귀임주재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응, 

역문화적응, 대인관계 재정립, 경력경로탐색 및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한 글로벌 역량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귀임 후 주변환경 변화 및 새로운 업무에 조기 적응하여 직무에 집중하도록 생각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생활방식과 업무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점

을 파악하여 역문화적응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재원 근무와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력경로 재설정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업무영역에 대한 적응과 비업무영역에 대한 적응을 구분하고, 비업무영역 적응에 중심이 되는 가족들의 

귀임적응을 돕기 위한 방법을 학습합니다.

기대효과 • 귀임 조기적응을 통하여 업무에 빠르게 복귀하고 새로운 직무에 적응하는 시간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 충동적인 이직결정을 방지하고 경력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해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도모할 수 있습

니다.

• 비업무영역에서의 적응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변 환경과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귀임 후 경험한 글로벌 역량향상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 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주재경력을 바탕으로 귀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경력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경력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귀임 후 개인의 직무성과와 경력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롤모델을 제시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해외파견 후 국내로 복귀한 귀임 주재원 

• 장기 해외근무를 마치고 국내 적응이 필요한 실무자

학습구조

귀임주재원 귀임적응과 미래 경력개발 과정

귀임 후 역문화 

적응과 새로운

경력 시작 

해외근무 

경력단절에 따른 

새로운 롤모델

제시

새로운 경력경로 탐색 및 경력개발

업무와 비업무영역에서의 귀임 적응

임직원들에게 귀감이 되는 글로벌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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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1.	글로벌	매너와	애티켓	이해하기

▶	2시간

•	글로벌	매너와	에티켓의	중요성	

•	문화별/국가별	매너와	에티켓

	 -	인사,	소개,	명함

	 -	의전	

	 -	선물유형

	 -	복장

	 -	팁	

	 -	음주	문화

2.	글로벌	문화와	커뮤니케이션	이해

▶	3시간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기본개념	이해

•	문화	iceberg	모델

•	문화의	4요소

•	동서양의	커뮤니케이션	차이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유형

	 -	시간개념	

	 -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의사소통

	 -	위계주의와	평등주의	의사소통

	 -	맥락에	따른	의사소통		

•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문화적	유형	(바디랭귀지,	목소리	톤,	공간,	주고받기,	아이컨택	등)

•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실습	

3.	글로벌	매너와	에티켓	실천하기

▶	3시간

•	인사,	악수	매너

•	소개,	호칭	에티켓

•	파티	에티켓

•	테이블	매너	

	 -	한식,	일식,	중식	테이블	매너

	 -	서양식	테이블	매너

	 -	와인	매너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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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1 25 13

과정목적 본 과정은 글로벌 시대에 해외 출장, 여행, 직장에서 외국 손님을 접대,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중요한 에

티켓과 매너를 익혀 직장과 사회에서 세련되고 적합한 글로벌 인재로 인정받고 나아가 세계에서 소통하는 직

장인이 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문화 간 언어, 비언어 의사소통의 차이점을 학

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글로벌 매너와 에티켓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세련된 사회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직장인으로 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커리어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외국인과 인사, 호칭, 명함 교환, 복장, 선물주기, 테이블 매너,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행동

규범, 협상 매너를 이해함으로 실질적인 국제 무대에서의 매너를 배우게 됩니다.   

• 글로벌 문화의 이해를 학습함으로 교육 참석자의 이문화 역량이 향상됩니다.

과정특징 • 글로벌 매너의 중요성과 인사, 소개, 테이블, 와인 매너 및 나라별 선물 선호 유형, 의전, 팁 매너까지 포함

하여 구체적 방법을 체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교육생이 직접 참여하여 학습하는 실천적 프로그램입니다. 

• 글로벌 비즈니스에 반드시 필요한 이문화 의사소통(cross-cultural communication) 에 대한 기본 학습을 

통하여 글로벌 매너와 에티켓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교육대상 • 글로벌 매너와 에티켓에 관심 있는 분

• 글로벌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에 관심 있는 분 

글로벌 문화와 비즈니스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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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중

국
 비

즈
니

스

모듈 학습진행 및 개요

1.	중국과	글로벌	환경의	이해

▶	3시간

•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	중국개관

•	중국,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세계	속의	중국	-	중미관계	/	강대국화	/	국제화

•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2.	중국	인문환경의	이해

▶	4시간

•	전통	중국	-	제국의	역사와	사회

•	사회주의	중국	:	제국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	중국의	인문지리,	사유체계와	민족성

•	중국인의	상관습	,	關係文化

3.	현대	중국	정치의	이해

▶	3시간

•	중국의	정치	제도	:	중국을	움직이는	시스템	–	공산당	영도

•	중국의	變과	不變	:	당-정관계	/	당-군	관계	/	당-사회	관계

•	시진핑	체제	:	시진핑식	권위주의

4.	중국	경제와	시장	환경의	이해

▶	4시간

•	중국	경제의	세계	위상	-	뉴노멀	시대	:	중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

•	시진핑	시대의	중국	경제	발전	전략

	 :	신형도시화	/	일대일로	/	제조업	2025	/	인터넷+	/	창업

•	중국의	미래	산업	/	내수	시장	-2.	3선	도시	개척

5.	한중관계

▶	2시간

•	한중	관계의	명과	암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좌우할	문제들

	 -	정치:	한-미-중-북	관계	/	경제:홍색공급망(Red	Supply	Chain)

•	한중	FTA	시대	-	중국	시장	진출	전략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64만원 / 비회원  70만원] / [2인 이상 - 회원  60만원 / 비회원  6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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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2-23 17-18 13-14

과정목적 본 과정은 현대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대 중국 이해도를 근본적으로 제

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습목표 • 지역학적 접근 체계를 수용해 종합적으로 중국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중국을 보는 막연한 인식에서 벗어나 중국의 전통 인문환경을 기반으로 현대 중국의 다양한 현상들을 체

계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중국의 전통적인 역사, 문화에서부터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경제 이슈사항까지 파악

할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서로 WIN-WIN할 수 있는 한중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현대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실체성을 가감 없이 이해하여 중국 진출 시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

습니다.

• 중국 업무 전반에서 우리의 희망사항을 자의적으로 고착화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對中)접근을 현실화하여 성공적인 중국진출을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단순한 이론적 접근을 지양하고 현실적인 중국 이해를 지향합니다. 

• 대 중국 연구와 현장 실무를 고루 갖춘 교수가 실사례를 들어 강의함으로써 중국 진출을 준비하거나 

현재 중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대상 • 중국 진출(예정), 기업 관계자, 현지 주재원(파견 예정자), 중국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

학습구조

중국 지역 비즈니스 전문가

중국과 글로벌 환경의 이해

•	중국인문환경(역사,문화)

•	현대	중국	정치

•	중국	경제와	시장	환경

•	한중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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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중

국
 비

즈
니

스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중국	기업가에		

대한	이해

▶	2시간

1） 한국 경제의 위기와 

기업가 정신

•	한국	경제의	위기	및	그	원인을	분석한다.

•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실종된	원인을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2） 중국의 기업가정신과 

리더십 개요   

(서양, 한국, 중국을 비교)

•	중국	근현대사의	모순과	갈등을	조망한다.

•	공산주의	독재체제에서	어떻게	G2가	되었는지를	기업가	정신	관점에서	분석한다.

•	서양/한국/중국인의	특성을	비교하고,	기업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중국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례연구

▶	2시간

1） 중국 기업가 정신의   

5가지 특징

•	중국	기업가	정신을	5가지	특징으로	나눠서	분석한다.

•	중국	기업가	정신의	장단점을	파악한다.

2） 사례연구 I
•	중국	기업가	정신에	대한	5가지	사례를	분석하고,	주요	이슈를	토론한다.

•	주요	이슈	별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기업이	배울점을	파악한다.

3.	중국	기업가의		

리더십에	대한		

사례연구

▶	2시간

1） 중국 기업가 리더십의  

5가지 특징

•	중국	기업가의	리더십을	5가지	특징	별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	중국	기업가의	리더십의	장단점을	파악한다.

2） 사례연구 II
•	중국	기업가	리더십에	대한	5가지	사례를	분석하고	주요	이슈를	토론한다.

•	주요	이슈별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기업이	배울점을	파악한다.

4.	Work-shop

	 &	Coaching

▶	2시간

1） Work-shop
•	기업가정신과	리더십을	팀	별로	토론한다.

•	팀	별로	발표한다.

2） Coaching
•	개인별	면담을	통해	리더십을	진단한다.

•	개인별	면담	내용을	종합하여	공유하고	토론한다	.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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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7 23 30

과정목적 본 과정은 중국 특유의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서양/한국의 기업과 비교 함으로서 

중국시장을 깊이 이해하고 쉽게 공략할 수 있도록 실전 사례 위주로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화상의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 분석을 통해 중국이 어떻게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고 G2가 되었는지에 대한 

비결을 파악합니다.

• 화상의 기업가 정신을 5가지로 분류하고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 중국 기업가의 리더십을 5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함으로써 중국시장에서 중국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론을 제시합니다.

기대효과 • 중국 기업가의 장단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분석 함으로서 중국인과 중국시장을 깊이 이해하고 쉽게 공

략할 수 있습니다.

• 화상의 기업가 정신을 파악함으로써 기업 관계자들의 활력을 배가시키게 됩니다.

• 중국 기업가의 리더십을 분석함으로써 기업 경영에서 포용과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득할 수 있습

니다.

과정특징 • 20여 개 국가와의 사업경험을 가진 글로벌 비즈니스맨이 중국에서 직접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위주로 설

계하여 화상리더십의 본질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개발 책임(담당)자 혹은 파견(예정)자

• 중국시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 관계자, 화상의 리더십을 배우려는 실무자 및 관리자

학습구조

중국시장이해 華商의 기업가정신과 리더십

솔선수범
혁신의
실천

포용 공존

기업가의 역할 성과 창출

화상의 리더십

중국 기업가 정신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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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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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니

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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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6 28 18

과정목적 본 과정은 중국 진출 기업이 중국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중국시장에서 성공하는 

전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전 사례 위주로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한국시장에서의 경영방식을 중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오류를 막기 위해 중국이 한국(혹은 글로벌 국가)과 어

떤 면에서 얼마나 다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어느 기업이나 중국시장에서의 성공전략을 장기 경영목표(Vision)의 중요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국에서는 왜 합작 파트너가 중요한지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관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최근 급변하는 중국 비즈니스 세계를 조망하면서 정부관계관리의 중요성

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 중국인 부하직원(혹은 상사)와 상생할 수 있는 리더십(팔로워십)을 제시합니다.

• 기업가(혹은 기업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가져오는 치명적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보고 이를 제거할 방안

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중국(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 혹은 편견을 깨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중국시장의 음과 양을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 중국에서 성공하는 기업의 비결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회사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20여 개 국가와의 사업경험을 가진 글로벌 비즈니스맨이 중국에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실전 사례를 분석

하고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 중국에서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5가지 핵심요소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성공(실패)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토론합니다.

교육대상 •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개발 책임(담당)자 혹은 파견(예정)자

• 중국시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 관계자

학습구조

중국에서 성공하는 기업의 5가지 전략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중국발전의

	 4	가지	

	 원동력

▶	2시간

1） 중국의 모순과 갈등
•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의	근원을	최근	가장	핫	한	뉴스와	함께	분석한다.

•	시사점을	도출하고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토론한다.

2）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	공존의	원리,	상인	DNA,	모방과	창조,	교육열이라는	4가지	원동력을	찾아낸다.

•	중국이	어떻게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고	G2가	되었는지	분석하고	토론한다.

2.	장기경영전략

(Vision)의		

중요성

▶	1시간

1） 장기 경영전략(Vision) 

의미
•	장기비전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파악한다.

2） K사 실패사례연구
•	국내	최고의	식품업체인	K사의	상해지역		진출	사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공유한다.

•	K사의	실패에	대한	주요	이슈	도출하고	시사점을	토론한다.

3.	파트너링	

	 전략

▶	1시간

1） 중국 진출 방안 분석

•	중국진출의	다양한	옵션(Option)을	이해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한다.

•	민영기업과	국영기업의	특징을	비교한다.

•	파트너	선정	시	기준점을	찾아낸다.

2） S사 성공사례 연구 •	S사의	파트너링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토론한다.

4.	정부관계

(GR)관리

▶	1시간

1） 정부관계(GR) 관리가 

중요한 이유

•	관시에	대한	오해와	이해를	분석한다.

•	정부관계(GR)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2） G사 성공사례 연구

•	세계최대의	환경기업인	G사의	중국진출	및	글로벌	Top-tier가	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유한다.

•	G사의	성공에	대한	주유	이슈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토론한다.

5.	리더십&

	 팔로워십

▶	1시간

1） 중국인의 특성 •	중국인의	특성에	대한	오해와	이해에	대해	정리한다.

2） 리더십 (중국직원 관리)
•	중국인을	부하로	모실	때의	리더십	사례를	분석한다.

•	중국인을	상사로	모실	때의	팔로워십	사례를	분석한다.

3） 팔로워십 (중국 상사 

모시기)
•	중국인	기업가들의	미덕인	소통과	공존을	토론한다.

6.	Compliance

▶	1시간

1） 한국기업의 도덕적 해이
•	L사	H사	주재원/출장자들의	모럴해저드	사례를	분석한다.

•	Y사	S사	오너의	모럴해저드	사례를	분석한다.

2） 중국기업의 변화 •	중국기업의	변화	트렌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토론한다.

7.	Workshop	&	

Coaching

▶	1시간

1） Workshop •	사업전략을	분과	별로	토론하고	발표한다.

2） Coaching •	개인	별	1:1	맞춤형	코칭을	동시에	진행한다.

중국시장의
특징 분석

혁신 방안
도출

5가지 전략 별
사례 연구

맞춤형
전략 수립

중국진출
기업

성과 창출

전략 수립

중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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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중

국
 비

즈
니

스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Knowing	China

▶	2시간

1） 중국을 이해하는 5가지 

키워드

•	중국을	5가지	키워드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	키워드	별로	한국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토론한다.

2） 중국식 경영과 글로벌 

스탠다드

•	중국시장의	특성	및	장단점을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분석한다.

•	중국기업의	경영방식에	대해	사례를	가지고	분석한다.

•	중국의	상인정신(기업가정신)에	대한	사례분석	및	토론을	한다.

2.	Meeting	China

▶	2시간

1） 중국인과 한국인은 무엇이 

다른가?

•	중국동포(조선족)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	중국인은	왜	장사를	잘	하는지	분석한다.

•	중국인들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은	왜	중국을	싫어하는지	이해한다.

2） 협상의 목표는 상생이다

•	협상은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하는	것임을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토론한다.

•	협상	파트너(국영/민영,	대기업/중소기업	등)	별로	차별화된	협상전략을	수립한다.

•	협상의	성공/실패사례를	분석하고	토론한다.

3.	Winning	China

▶	2시간

1） 화상에게서 배우는 협상술

•	중국인들의	협상	전략을	찾아내서	분석한다.

•	중국인들의	협상	사례를	분석하고	토론한다.

•	한국인들이	협상에서	실패하는	이유와	대응전략을	중국인	협상술을	통해	찾아낸다.

2） 중국을 이기는 협상전략

•	중국인과	협상	시	필요한	18가지	협상전략을	정리한다.

•	각	각의	협상전략	별로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토론한다.

•	중국인과	상생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즈니스	매너를	파악한다.

•	중국인과의	협상이	왜	어려운지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4.	Work-shop

	 &	Coaching

▶	2시간

1） 모의협상 Work-shop
•	5가지	사례를	가지고	모의협상을	한다.

•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한다.

2） Coaching
•	개인별	면담을	통해	협상력	향상	방안을	연구한다.

•	개인별	면담	내용을	종합하여	공유하고	토론한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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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19 2 6

과정목적 본 과정은 중국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이 세상에서 장사를 제일 잘 한다는 화상(중국 기업인)을 

이해하고, 그들과 상생(win-win) 할 수 있는 18가지 협상 전략을 실전 사례 위주로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중국인을 이해하는 5가지 키워드에 대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중국인은 한국인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 현장에서 겪는 사례 위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협상의 이론적 배경과 함께 협상의 목표는 상생임을 사례 분석을 통해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중국인들이 왜 협상을 잘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들의 협상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중국인을 이기는 18가지 협상전략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중국 상인(기업가)의 장단점과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서구적 관점에 익숙한 한국인이 중국인과 협상하면서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게 됩니다.

• 협상의 궁극적 목표는 완승이 아니라 상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 중국인들의 협상술을 배워서 중국인을 이기게 됩니다.

• 귀사에 맞는 맞춤형 협상전략을 수립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과정특징 • 20여 개 국가와의 사업경험을 가진 글로벌 비즈니스맨이 중국에서 직접 겪은 생생한 실전사례를 위

주로 설계였습니다.

• 중국 기업인들의 특성과 협상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주요 이슈를 도출하여 토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중국을 이기는 협상전략

을 익히게 됩니다.

교육대상 •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개발 책임(담당)자 혹은 파견(예정)자

• 중국시장에 관심이 있는 기업 관계자, 협상에 관심이 있는 실무자 및 관리자

학습구조

중국기업가(華商)를 이기는 18가지 협상전략

화상의 5가지
특성 분석 

중국인의
협상술 습득

상대방
분석 및 이해

설득 및 타협

협상
합의/상생
(win-win)

협상 전략

중국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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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중

국
 비

즈
니

스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중국에	대한

	 이해

▶	2시간

1） 중국은 다르다
•	중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실제	사례	및	최신	뉴스를	통해	분석한다.

•	중국인의	특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2） 중국 발전의 4가지 원동력
•	중국	근현대사의	모순과	갈등을	3가지	각도에서	조망한다.

•	중국이	G2가	된	원동력을	4가지	요인을	가지고	분석하고	토론한다.

2.	중국을

	 이기는

	 성공전략

▶	2시간

1） 5가지 성공전략
•	성공	전략을	5가지로	나눠서	분석한다.

•	5가지	전략이	왜	중요한지	토론한다.

2） 사례연구 I
•	5가지	전략에	대한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주요	이슈를	토론한다.

•	주요	이슈	별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기업이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본다.

3.	중국과

	 상생하는		

협상전략

▶	2시간

1） 18가지 협상전략
•	18가지	협상전략을	파악한다.

•	중국인과의	협상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	분석하고	상생방안을	토론한다.

2） 사례연구 II
•	사례를	분석하고	주요	이슈를	토론한다.

•	주요	이슈	별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기업이	배울점을	파악한다.

4.	화상의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

▶	2시간

1）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 특징
•	기업가정신과	리더십의	특징을	각각	5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	서양/한국/중국의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을	비교	분석한다.

2） 사례연구 III
•	사례를	분석하고	주요	이슈를	토론한다.

•	한국기업의	활력을	배가시킬	방안을	토론한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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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6 27

과정목적 본 과정은 중국에서 성공하는 경영전략, 중국인을 이기는 협상전략, 중국 기업가의 리더십을 분석하여 

중국시장을 깊이 이해하고 쉽게 공략할 수 있도록 실전 사례 위주로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중국에서 성공하는 기업의 5가지 전략적 주안점을 분석합니다.

• 중국인과 상생할 수 있는 18가지 협상전략을 파악합니다.

• 화상의 기업가 정신을 5가지로 분류하고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한국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 중국 기업가의 리더십을 5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함으로써 중국시장에서 중국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론

을 제시합니다.

기대효과 • 중국 시장에 대한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인과 중국시장을 깊이 이해하고 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 중국인의 협상술 습득을 통해 자신감 획득과 더불어 중국인과 상생할 수 있게 됩니다.

• 화상의 기업가 정신을 파악함으로써 기업 관계자들의 활력을 배가시키게 됩니다.

• 중국 기업가의 리더십을 분석함으로써 기업 경영에서 포용과 공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20여 개 국가와의 사업경험을 가진 글로벌 비즈니스맨이 중국에서 직접 겪은 생생한 경험담을 위주로 

설계하여 중국의 본질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주요 이슈를 도출하여 토론 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중국을 이기는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교육대상 •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개발 책임(담당)자 혹은 파견(예정)자

• 중국에 대해 관심이 있는 누구나

학습구조

중국 Winning China 종합사례연구

중국에 대한
이해

성공 전략
수집

협상 방안
수립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 연구

기업 관례자
역할

성과 창출

공존과 상생

개선과 혁신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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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인증평가
3년인증 우수기관

글로벌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비즈니스 중국어

Advanced

Intermediate

Basic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중국 출장 필수 커뮤니케이션 심화

중국 출장 필수 커뮤니케이션 기본

중국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심화

1 day
 중국 고객 맞춤형 

판매 중국어

1 day 핵심 중국 비즈니스 
상용문 작성

1 day
 중국 고객 맞춤형 

호텔 중국어

BESTNEW

NEW

NEW



431430

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비

즈
니

스
 중

국
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발음

▶	4시간
1） 발음

•	성모,운모(권설음	,설치음)

•	발음	규칙

•	외래어

2.	숫자

▶	2시간

1） 금액

2） 시간

•	중국	돈	읽는	법

•	시간과	관련된	중국어

•	날짜와	관련된	중국어

3.	교통

▶	2시간

1） 택시

2） 대중교통

•	택시	이용하기

•	지하철	이용하기

•	버스	이용하기

•	길	묻기

4.	기타	상황

▶	4시간

1） 호텔

•	체크인

•	객실용품

•	호텔	근처	관광지	묻기

•	체크아웃

2） 쇼핑

•	환전하기

•	가격,사이즈	묻기

•	색깔묻기

5.	식사

▶	3시간
1） 음식

•	중국	유명한	요리

•	음식문화

•	음주문화

•	주문하기

6.	공항

▶	1시간
1） 탑승수속

•	탑승	수속할	때	사용하는	표현

•	기내에서	사용하는	표현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4만원 / 비회원  50만원] / [2인 이상 - 회원  42만원 / 비회원  48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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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8 25-26 21-22 6-7

과정목적 본 과정은 중국어에 대한 기초가 없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공항 입국부터 귀국할 때까지 중국 출장 업무에

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로 이루어지는 중국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입니다.

학습목표 • 중국인의 언어 습관이 반영된 상황 별 회화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국 출장 업무에서 실

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함께 익힐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중국 출장 업무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중국어 입문자를 대상으로 기획된 과정입니다. 

• 한국어가 유창한 중국 원어민 강사가 강의합니다. 

• 실제 중국 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실제 그룹별 롤플레잉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이 용이합니다.

교육대상 • 중국 진출(예정) 기업 관계자, 현지 주재원(파견 예정자), 중국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관계자

학습구조

중국 출장 필수 커뮤니케이션 기본

여러 판매
상황에 따라
의사표현

중국 비즈니스
문화와 
에티켓

중국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킬향상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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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32

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비

즈
니

스
 중

국
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발음

▶	2시간
1） 발음연습&교정

•	성모,운모(권설음,설치음)

•	발음	규칙

•	외래어

2.	공항

▶	4시간

1） 탑승수속

2） 짐 부치기

3） 탑승하기

•	부치는	짐이	없을	때	사용하는	대화

•	탑승	시간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대화

•	탑승	수속할	때	사용하는	대화

1） 입국수속

2） 업체 직원과 만남

•	입국장에서	나올	때	업체	직원에게	연락하기

•	업체	직원을	못	만났을	때	업체	직원에게	연락하기

•	업체	직원과	만남	및	소개하기

3.	업무(미팅)에서

	 대화하기

▶	4시간

1） 바이어 미팅 

2） 중국 업체 직원과 인사하기

•	업체	직원과	미팅(약속)잡기

•	픽업(미팅,약속)시간	조율하기

•	회사에	대해	물어보기

•	신제품	소개	하기

1） 대리상 찾기

2） 공장견학

•	중국	회사	상황	및	대리상에	관해	물어보기

•	직영점	및	공장	둘러보기

•	대리상	계약	조건	협상하기

4.	접대	

	 자리에서

	 대화하기

▶	2시간

1） 식사 및 접대

•	중국에서	손님과	식사할	때	자리	배정하기

•	초대를	받는	자리에서	못먹는	음식이	나올	때

•	술을	권할	때	쓰는	표현

•	술을	못	마실	상황일	떼	대처	방법

•	술자리에서	대화하기

5.	기타	

	 상황에서

	 대화하기

▶	4시간

1） 호텔

•	인터넷	가능	여부	확인하기

•	비즈니스	센터	이용하기

•	호텔	근처	관광지	묻기

1） 쇼핑

•	환불하기

•	사이즈	교환하기

•	선물	고르기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4만원 / 비회원  50만원] / [2인 이상 - 회원  42만원 / 비회원  48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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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29-30 25-26 18-19

과정목적 중국어에 대한 기초가 어느 정도 갖춰진 학습자를 대상으로 공항 입국부터 귀국할 때까지 중국 출장 업무

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로 구성된 중국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심화 과정입니다.

학습목표 • 중국인의 언어 습관이 반영된 상황 별 회화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국 출장 업무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함께 익힐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출장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초. 중급 수준의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과정입니다. 

• 한국어가 유창한 중국 원어민 강사가 강의합니다. 

• 실제 중국 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실제 그룹별 롤플레잉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이 용이합니다.

교육대상 • 중국 진출(예정) 기업 관계자, 현지 주재원(파견 예정자), 중국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관계자

학습구조

중국 출장 필수 커뮤니케이션 심화

비즈니스 
상황에 따른 
의사표현

중국 비즈니스 
문화와 
에티켓

중국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N
E

W



435434

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비

즈
니

스
 중

국
어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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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21 9 1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과정목적 이 교육과정은 중국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표현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학습목표 • 중국어 프레젠테이션의 중요 표현 및 패턴을 연습해보고, 나아가 성공적인 중국어 프레젠테이션의 

기술과 기법을 파악합니다.

기대효과 • 중국어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표현을 학습합니다.

• 중국어 프레젠테이션에 있어 고급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실습을 통하여 중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학습자들은 각 부분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표현을 연습합니다. 

• 중국어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해보고 다른 학습자들과 교수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교육대상 • 중국 진출(예정) 기업 관계자, 현지 주재원(파견 예정자)

• 중국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관계자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프레젠테이션

	 평가

▶	1.5시간

중국어로 발표해보기 •	자기	소개하기

2.	도입

▶	1시간
도입표현

•	인사,	주제	소개하기

•	목적	제시/	개요	설명하기

•	본론	들어갈	때	주제	언급하기

3.	본문

▶	2시간
본문 표현

•	유용한	본문	표현하기

•	본문부분	작문	및	연습하기

4.	결론

▶	1시간
결론 표현

•	마무리할	때	결론	강조하기

•	결론부분	작문	및	연습하기

5.	프레젠테이션

	 실습

▶	1.5시간

실습 •	짧은	프레젠테이션	직접	해보기

6.	질문	응답

▶	1시간
질문 응답 표현 •	질문	응대	및	클로징	인사하기

중국어
표현패턴

알기

발표 실습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실습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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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36

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비

즈
니

스
 중

국
어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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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8 13 11

과정목적 본 과정은 쇼핑 관광객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인사에서부터 상품 소개와 안내, 구매에 이르기까지 중국인 

고객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면세점, 백화점 등의 직원이나 기타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분을 위한 

중국어 회화 과정입니다. 

학습목표 • 중국어 발음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 인사, 상품 권유, 제품 구매 등의 판매 상황 별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판매중국어 과정에서 배운 판매단어와 문장을 통해 실전에서 활용한다면 중국 관광객과의 기본적인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입문부터 초. 중급 수준의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과정입니다. 

• 한국어가 유창한 원어민 강사가 강의합니다. 

• 판매업무에 관한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회화를 위주로 학습합

니다. 

• 실제 그룹별 롤플레잉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이 용이합니다. 

교육대상 • 면세점과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재직(예정)자, 현지 주재원(파견 예정자), 기타 판매 실무를 담당하는 현장 

종사자 

학습구조

1 day 중국고객 맞춤형 판매 중국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발음

▶	2시간

1） 중국어의 발음

•	성모,운모	(권설음,	설치음)

•	성조

•	발음	규칙

•	외래어

2） 발음연습&교정
•	브랜드	별로	제품	이름

•	잰말놀이

2.	인사하기

▶	1시간
1） 기본 인사 하기

•	손님	맞이할	때

•	손님	배웅할	때

•	상품위치안내

•	칭찬하기

•	사과하기

3.	상품	권할	때

▶	4시간

1） 고객의 취향을 파악하기

•	취향	묻기

•	예산	묻기

•	상품	권유

•	수량	확인

2） 제품 설명

•	화장품

•	패션잡화

•	의류

•	전자제품

•	식품(홍삼)

3） 손님의 관심을 끌기

•	행사	안내	하기

•	가격교섭

•	포장

•	상품인도

4.	계산할	때

▶	1시간
1） 시설 안내

•	현금	계산

•	신용	카드	계산

•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	할	때

여러 판매
상황에 따라
의사표현

중국 판매
문화와 
에티켓

판매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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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비

즈
니

스
 중

국
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발음	

▶	2시간

1） 중국어의 발음

•	성모,운모	(권설음,	설치음)

•	성조

•	발음	규칙

•	외래어

2） 발음연습&교정
•	객실	내	용품	이름

•	잰말놀이

2.	인사

▶	2시간

1） 기본 인사 하기
•	손님	맞이할	때

•	손님	배웅할	때

2） 체크인&체크아웃
•	개인	손님

•	단체	손님

3.	수화물

▶	1시간
1） 수화물 픽업

•	인수

•	보관

•	객실	안내

4.	안내

▶	3시간

1） 시설안내

•	식당

•	카지노

•	스포츠센터

•	비즈니스센터

2） 각종 서비스

•	룸	서비스

•	세탁물	서비스

•	객실청소

•	모닝콜

•	환전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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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9 25 22

과정목적 본 과정은 호텔이나 관광객 접객장소에서의 언어소통 불편을 해소하고, 호텔현장에 근무하는 재직자들의 

업무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획된 실무 중심의 과정입니다. 

학습목표 • 호텔 예약에서 체크아웃까지 관련 중국어를 익힐 수 있고 중국 여행객을 손쉽게 상대할 수 있도록 합

니다. 

기대효과 • 중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들은 빠른 시간 안에 호텔 업계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며 현장

에서 빠른 시간 안에 즉시 활용 가능합니다. 

과정특징 • 입문부터 초. 중급 수준의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과정입니다.  

• 한국어가 유창한 원어민 강사가 강의합니다. 

• 호텔업무에 관한 직무분석과 호텔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화를 위주로 학습합니다.

• 실제 그룹별 롤플레잉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이 용이합니다.

교육대상 • 호텔에서 근무 하는 재직(예정)자, 현지 주재원(파견 예정자), 호텔 및 관광업계 관계자 

학습구조

1 day 중국고객 맞춤형 호텔 중국어

상황에 따라
의사표현

중국 숙박
문화와 
에티켓

호텔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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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비

즈
니

스
 중

국
어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4만원 / 비회원  50만원] / [2인 이상 - 회원  42만원 / 비회원  48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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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8-9 3-4 7-8

과정목적 본 과정은 중국어에 대한 중, 고급 실력을 갖춘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품설명부터 클레임까지 중국 무역 

실무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로 구성된 중국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심화 과정입니다.

학습목표 • 본 과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비즈니스 상황을 체험하고 협상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문장 표현과 더불어 실제로 쓰이는 서식과 실용적인 무역용어를 단숨에 익힐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쉽고 유용한 용어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감성 협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고급 수준의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과정입니다. 

• 한국어가 유창한 중국 원어민 강사가 강의합니다. 

• 실제 무역 실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실제 그룹별 롤플레잉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이 용이합니다.

교육대상 • 중국 진출(예정) 기업 관계자, 현지 주재원(파견 예정자), 중국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관계자

학습구조

중국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심화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분야별

	 커뮤니케이션	Ⅰ

▶	8시간

1） 영업

•	회사소개

•	성공한	거래를	위한	제품소개	및	설명하기

•	전시회를	통해	제품을	알리기

2） 협상
•	가격	및	견적	문의하기

•	가격	협상하기

3） 품질
•	수입	업자의	상품	품질에	대한	요구	및	설명하기

•	품질	관리

4） 클레임
•	클레임	제기하기

•	클레임	해결하기

2.	분야별

	 커뮤니케이션	Ⅱ

▶	2시간

1） 통관

•	관세	알아보기

•	수속절차	알아보기

•	운송	보험	알아보기

3.	분야별

	 커뮤니케이션	Ⅲ

▶	6시간

1） 금융
•	중국	주식시장	알아보기

•	중국	부동산	알아보기

2） 마케팅

•	마케팅	전략	짜기

•	중국인의	특징과	광고	탐색

•	광고	아이디어	발표하기

3） 인사

•	중국의	선호하는	인재상	파악하기

•	채용	및	면접

•	연봉협상하기

중국 무역 
전문가

인사

클레임

영업

협상

마케팅

품질

통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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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비

즈
니

스
 중

국
어

1 day 핵심 중국어 비즈니스 상용문 작성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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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9 16 22

과정목적 본 과정은 중국어에 대한 중, 고급 실력이 갖춰진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면상으로 서로 간에 의사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중국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중국 비즈

니스 업무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학습목표 중국 비즈니스 실무에서 목적 별로 분류된 실용 예문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중,고급 수준의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과정입니다. 

• 한국어가 유창한 원어민 강사가 강의합니다. 

• 교재는 실제 업무와 직결되는 각종 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특정 업종과 업무에 국한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었습니다.

교육대상 •  중국 진출(예정) 기업 관계자, 현지 주재원(파견 예정자), 중국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관계자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사외	문서

▶	4시간

1） 사교문서 개인서신

•	초대장

•	통지,	알림

•	축하장

•	위문문

•	조문

2） 일반 거래문서

•	견적의뢰서

•	판촉문서

•	승낙서

•	확인서

•	견적서,	주문서,	구매확인서

•	청구서,	지불통지서

2.	제안	문서

▶	3시간
1） 사업 제안서

•	의향서

•	사업제안서

•	합자사업제안서

•	업무개선제안서

•	입찰서류

3.	설명	문서

▶	1시간
1） 카탈로그

•	카탈로그

•	규격	설명서

•	취급	설명서

목적 별로 
분류된 상용 
예문 학습

개별 
실습

실무 문서 
작성 스킬 

향상

B
E

S
T



훈련기관인증평가
3년인증 우수기관

글로벌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비즈니스 영어

Advanced

Intermediate

Basic

Persuasive 
Business Writing 
[논리와 설득력을 
갖춘 영작 비법]

Professional 
Business Email: 

Basics & Essentials

Common Business 
Email Mistakes

[가장 많이 틀리는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법]

Business English 
Clinic [가장 많이
 틀리는 비즈니스 
영어 문법/표현]

English for 
Business 

Communication 
- Intermediate

Meeting and 
Telephone English
[미팅 및 전화 소통법]

English for 
Meetings

Business English 
Workshop [영어 

프레젠테이션
/이메일 워크숍]

Confidence Clinic
[영어 울렁증 클리닉]

Presentation Clinic 
[프레젠테이션 클리닉]

Basic Presentation 
Skills

[영어 프레젠테이션 
초보 탈출]

Pronunciation 
Clinic

[비즈니스 영어 발음]

Negotiating in 
English 1day

[협상 영어]

English for 
Presentations

Essential Financial 
English 

[필수 금융영어]

Essential 
Secretary English 

[필수 비서영어]

Navigating the 
Korean Workplace
[외국인 직원, 한국
직장에서 성공하기]

Advanced 
Presentation Skills 
[고급 프레젠테이션 

기법]

Negotiating in 
English 2days

[협상 영어]

Sales Skills in 
English

[영어 세일즈 스킬]

Persuading with 
Evidence

[분석 및 기획을 위한
 해외자료 리서치 기법]

BEST

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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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비

즈
니

스
 영

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Introduction

▶	0.5hour

1）  Introduction
•			The	participants	will	introduce	themselves	to	each	other	as	an	icebreaking	

exercise.

2）  Expectations, description and 

benefits of the course

•		I	will	go	over	the	expected	outcomes	of	the	course	and	a	brief	description	of	

what	we	will	be	covering.

2.	Prepositions

▶	1hour

1）  Time •		We	will	review	prepositions	of	time	and	go	over	common	mistakes.

2） Place •	We	will	review	prepositions	of	place	and	go	over	common	mistakes.

3） General •	We	will	look	at	various	mistakes	made	with	other	types	of	prepositions.

	3.	Meeting		 	

Someone

▶	1hour

1）  What to say
•		We	will	go	over	expressions	and	topics	that	are	suitable	for	business	

situations.

2） What not to say
•		We	will	review	expressions	and	topics	that	are	not	appropriate	for	business	

situations.

3） How to say it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useful	expressions	and	topics	for	business	

situations.

	4.	Grammar

▶	1hour

1）  Review common grammar 

mistakes

•		We	will	look	at	the	most	common	grammar	mistakes	in	business	related	

situations.

2）  Count and non-count nouns
•		We	will	review	the	most	common	mistakes	related	to	countable	and	non-

countable	nouns.

5.	Konglish

▶	1hour

1）  Spoken & pronunciation •		We	will	look	at	mistakes	related	to	Konglish	and	how	to	fix	them.

2）  English expressions vs. 

Korean expressions

•		The	participants	will	review	mistakes	related	to	the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6.	Email

▶	1hour

1） names •		Participants	will	review	how	to	use	names	in	business	writing.

2） Endings •	We	will	review	the	proper	way	to	end	a	business	email.

3） Direct vs. indirect
•		We	will	look	at	when	it	is	appropriate	to	be	direct	and	indirect	in	business	

emails.

	7.	British	vs.	American		

English	and	extra		 	

expressions

▶	1hour

1）  British vs. American English & 

extras

•		Participants	will	review	differences	between	British	and	American	English,	

especially	vocabulary	and	prepositions.

	8.	Conclusion

▶	0.5hour

1） Feedback
•		Participants	will	practice	correcting	an	email	based	on	what	they	have	

learned.

2） Tips and resources
•		I	will	give	the	participants	reference	material	and	book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교육시간 1일 7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2만원 / 비회원  48만원] / [2인 이상 - 40만원 / 비회원  4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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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3 9 18

Cours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review and correct many common mistakes related to business 

English.

Course Concept Across all levels of English speakers in Korea, there are a number of mistakes that are regularly made 

for a variety of reasons. In this course we will look at why many of the same mistakes are made by 

speakers of various levels. By understanding why the mistakes are made, it will be easier to correct 

them in the future. We will also review the most common of these mistakes that are related to business 

English and learn how to correct them. These mistakes are in the areas of grammar, tone and use.  

Course 

Expectation

 Participants will:

• Gain confidence in using English.

• Review numerous mistakes and corrections.

• Practice writing, reading and speaking related to business English.

•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why many common mistakes are made.

Target Audience •  Individuals who want to improve their English for business situations and in general.

Geography Of 

Course

Business English Clinic
[가장 많이 틀리는 비즈니스 영어 문법/표현]

Learn why we 
make mistakes 

Learn what the 
mistakes are

Learn how to 
correct the mistakes

Correct 
English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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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Introduction

▶	0.75hour

1） Introduction
•		The	participants	will	introduce	themselves	to	each	other	as	an	icebreaking	

exercise.

2）  Expectations, description and 

benefits of the course

•		I	will	go	over	the	expected	outcomes	of	the	course	and	a	brief	description	of	

what	we	will	be	covering.

3）  The purpose of business 

emails
•	We	will	look	at	the	main	purpose	of	business	emails.

2.	Audience	&	

Tone

▶	2hours

1）  Analyzing the audience
•		We	will	look	at	the	importance	of	being	audience	centered	in	our	business	email	

writing.

2）  Appropriate tone for business 

emails
•	We	will	look	at	how	tone	affects	and	is	related	to	business	emails.

3） Formality and directness
•		We	will	consider	the	difference	between	formal	and	informal	and	directness	in	

business	emails.

	3.	Email	Structure		

and	Expressions

▶	1hour

1）  Basic components •		We	will	review	the	basic	components	of	a	business	email.

2）  Standard business email 

structure
•		We	will	review	the	standard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a	business	email.

3）  Formal and less formal 

expressions for business 

emails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formal	and	less	formal	expressions	and	when	each	is	

appropriate.

4.		Formal	

Introduction

▶	1hour

1）  Common mistakes •		We	will	look	at	the	most	common	mistakes	when	introducing	oneself	in	writing.

2） Introduction expressions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useful	expressions	related	to	introducing	themselves	

and	their	companies	and	practice	a	basic	introduction.

5.		Arranging	a	

Meeting

▶	2hours

1） Common mistakes
•		We	will	look	at	the	most	common	mistakes	related	to	business	meeting	emails,	

especially	tone	and	directness.

2） Meeting expressions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expressions	and	key	grammar	points	related	to	writing	

business	meeting	emails.

3）  How to invite, refuse and 

reschedule
•		Participants	will	do	some	exercises	to	practice	using	the	new	expressions.

6.	Conclusion

▶	0.25hour

1） Final assignment •		Participants	will	practice	correcting	an	email	based	on	what	they	have	learned.

2） Tips and resources
•		I	will	give	the	participants	reference	material	and	book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교육시간 1일 7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2만원 / 비회원  48만원] / [2인 이상 - 40만원 / 비회원  4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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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2 8 21

Cours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the participants improve their business email writing.

Course Concept This is a short course in business email writing. The participants will learn practical and essential 

expressions and information that will help them improve their business correspondence.  By reviewing 

the most common mistakes made in professional business email and learning how to avoid making 

them, the participants will improve their writing.  This course will focus on professional and formal 

expressions commonly used in business emails and the participa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improve their writing through various exercises and some writing practice.

Course 

Expectation

 Participants will:

• Learn about the most common mistakes in business emails and how to fix them.

• Review the most essential information for writing business emails.

• Learn useful and common expressions for emails and letters.

• Have the opportunity to practice in class.

Target Audience •  Individuals who regularly send and receive emails in English and want to improve in a short period 

of time, especially focusing on email wirting.

Geography Of 

Course

Common Business Email Mistakes
[가장 많이 틀리는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법]

practice

Correction

Key Expressions &
Common Mistakes

Basic Formal Structure

B
E

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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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Course	Overview

▶	3hours

1）  Introduction
•			The	participants	will	introduce	themselves	to	each	other	as	an	icebreaking	

exercise.

2）  What is expected •		I	will	go	over	the	expected	outcomes	of	the	course.

3）  Description and benefits of the 

course
•		I	will	give	a	brief	description	of	the	course	and	its	content.

4）  Phrasal verbs and review of 

common mistakes
•		We	will	look	at	importance	of	phrasal	verbs	and	review	common	mistakes.

	2.	Presentation	of		

Business	Writing

▶	4hours

1）  The purpose of business 

writing

•		We	will	discuss	the	general	purpose	of	business	writing	and	how	it	relates	to	

emailing.

2）  Basic structure and 

expressions of business emails
•		We	will	review	the	basic	structure	and	expressions	related	to	business	emails.

3）  Audience and tone
•		We	will	look	at	the	importance	of	being	audience	centered	in	our	writing	and	how	

tone	relates	to	business	emailing.

4）  Guidelines for good business 

writing
•		I	will	give	the	participants	some	basic	guidelines	for	good	business	writing.

	3.	Inquiries	and	

Requests

▶	2hours

1）  Writing and responding to 

inquiries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various	expressions	related	to	inquiries	and	practice	

writing	an	inquiry	email	and	a	response	to	an	inquiry.

2）  Making and responding to 

requests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useful	expressions	related	to	making	and	responding	to	

requests	via	email.		They	will	practice	writing	a	request	and	a	response	to	a	

request	email.

4.	Routine	Business		

Topics

▶	5hours

1） Meeting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expressions	related	to	writing	and	responding	to	

business	meeting	invitations.		Additionally	they	will	write	an	invitation	to	a	business	

meeting	and	a	response.

2）  Making and responding to 

complaints

•		We	will	learn	expressions	and	basic	elements	of	writing	and	responding	to	

complaints	and	practice	writing	them.

3）  Checking and reporting 

progress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useful	expressions	related	to	checking	and	reporting	

progress	and	practice	writing	these	types	of	emails.

	5.	Suggestions,		

Opinions	and		

Trends

▶	5hours

1）  Making proposals and 

suggestions via email

•		The	participants	will	practice	making	proposals	and	suggestions	using	formal	

English	in	professional	emails.

2） Responding to suggestions
•		We	will	focus	on	rejecting	suggestions	and	expressing	negative	opinions	in	a	

polite	and	professional	way.

3） Describing trends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expressions	and	key	grammar	points	related	to	

describing	movement	and	trends.

6.	Conclusion

▶	1hour

1）  Final tips •		I	will	give	the	participants	final	tips	related	to	writing	professional	emails.

2）  Reference material and further 

reading

•		I	will	give	the	participants	reference	material	and	book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64만원 / 비회원  70만원] / [2인 이상 - 60만원 / 비회원  6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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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8-10 5-7 13-15 27-29

Cours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the participants become better writers of business emails. By 

giving the participants numerous vocabulary words and expressions, and the opportunity to practice 

what they learn, they will increase both their confidence and writing ability. Through this course the 

participants will be exposed to a more formal business writing style and learn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ir audience and tone in their business writing.

Course Concept The best way to improve one’s writing is to practice writing and receive constructive feedback and 

correction. This course focuses on essential elements to polite and professional business writing. The 

participants will learn expressions related to writing business emails, practice writing emails and have 

those emails corrected and returned.  We will focus on the most common types of business emails.

Course 

Expectation

 Participants will:

• Gain confidence in their business writing abilities, especially related to emails.

• Learn and use a wide range of useful vocabulary and expressions for business writing.

• Receive individual feedback on their writing.

Target Audience •  Managers, team leaders and individuals who regularly send and receive emails in English and 

want to write in a more formal and professional way.

Geography Of 

Course

Professional Business Email:
Basics & Essentials

practice Writing

Key Expressions

Basic Formal Structure

Individual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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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Introduction		

to	Persuasive		

Business	Writing

▶	1hour

1）  Instructor’s and Participants’ 
introduction

•		The	instructor	will	introduce	himself	and	the	students	will	perform	an	ice-breaker	
activity.

2）  Description of course, 
instructor expectations

•		The	instructor	will	review	both	the	course	and	the	course’s	primary	goals.

3）  TASK 1 (read/discuss): Is this 
business- English paragraph 
persuasive? Why (not)?

•		The	participants	will	read	and	compare	two	sample	paragraphs	to	see	which	is	
more	persuasive	and	why.

4）  TASK 2 (writing):  Write a                 
persuasive paragraph

•		The	participants	will	try	their	hand	at	writing	a	persuasive	paragraph	of	their	own.		
This	will	be	a	first	draft	that	the	students	will	come	back	to	in	the	final	hour	of	the	
course.

	2.	Elements	of		

Persuasive		

Rhetoric	for		

Business

▶	1hour

1）  Ethos, Pathos, and Logos  
(EPL): an explanation of the 
elements of rhetoric 
forbusiness purposes

•		A	brief	explanation	of	the	basic	Aristotelian	concepts	of	ethos	(authority),	pathos	
(emotive	power),	and	logos	(logic,	reason)	as	they	relate	to	writing	persuasively.

2）  Exercise 1: Identify EPL in 
Passage 1 (sales pitch)

•		Students	will	identify	these	3	elements	of	rhetoric	in	a	sample	paragraph.

3）  Exercise 2: Identify EPL in 
Passage 2 (persuasive email)

•		Students	will	identify	EPL	in	a	second	sample	paragraph.

4）  Exercise 3: Add EPL to this 
faulty passage

•		Students	will	help	improve	the	less	persuasive	paragraph	by	adding	EPL	
elements	to	the	prose.

	3.	Avoiding		

Logical	Fallacies		

in	Persuasive	

	 Business	Writing	

▶	1hour

1）  Overview of some common 
logical fallacies and how they 
apply to business English

•		The	participants	will	study	a	series	of	common	logical	fallacies.

2）  Exercises in detecting and 
repairing fallacies in business 
correspondence

•		The	participants	will	practice	identifying	logical	fallacies	and	rewriting	arguments	to	
make	them	more	logically	persuasive.

4.	Common		

Mistakes	in		

Business	Prose	

▶	1.5hours

1）  Overview of common 
business-English mistakes in 
grammar, mechanics (spelling, 
punctuation, capitalization, etc), 
and diction (word choice), etc.

•		The	participants	will	have	the	task	of	proofreading	some	sentences	and	
identifying	what,	exactly,	is	wrong	with	each	one.

2）  Identification of common 
mistakes in grammar and 
diction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to	identify	common	errors	in	grammar	and	diction.

3）  Repairing mistakes (proofing/
editing exercise) 

•		The	participants	will	work	actively,	proofreading	and	correcting	a	paragraph	that	
is	full	of	mistakes	in	order	to	make	it	sound	persuasive.

5.	Business	Writing		

as	Process	

▶	1.5hours

1） PHASES: Business Writing
 • conception • research
 • organizing  • drafting
 • review/revision
 • finalizing

•		The	participants	will	work	individually	to	produce	a	single	English	paragraph,	then	
will	gather	into	groups	for	critique	and	revision,	as	in	a	writer’s	workshop.

•		The	stages	of	the	writing	process	will	be	divided	into	(pre-writing	and	(writing.	
Some	focus	will	also	be	placed	on	the	rhetorical	element	of	pathos	(emotional	
force).		Pre-writing	will	involve	brainstorming	and	outlining.	Writing	will	involved	
drafting,	revision,	and	finalizing.

6.	Final	Task:	Write		

a	Persuasive	

	 Business	

English			

Paragraph

▶	1hour

1）  Rewrite the paragraph written 
in Module 1 so that it is more 
persuasive. 

•		Participants	will	now	rewrite	the	business-English	paragraph	they	had	written	at	
the	outset,	including	improvements	that	will	make	their	argument	more	persuasive.

2）  Compare the final draft with 
the initial draft and note the 
improvements.

•		We	will	compare	the	original	and	revised	paragraphs.

교육시간 1일 7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2만원 / 비회원  48만원] / [2인 이상 - 40만원 / 비회원  4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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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9 28 16

Course 

Objective 

By the end of the seven-hour course,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 identify (verbally) and incorporate the Aristotelian elements of ethos, pathos, and logos 

(character, emotion, and logic) that make a business-related argument persuasive.

 identify (verbally) and repair logical fallacies that make an argument less persuasive.

• identify (verbally) and repair common prose mistakes made by native Korean-speakers in business 

English writing.

• move through the process of business writing (conception, research, organizing, drafting, review, 

finalizing).

• use the above elements to write a persuasive prose paragraph such as might appear in a 

business letter or email.

Course Concept This is a short course in persuasive business English writing. The main focus of this course is 

rhetoric, i.e., effective or persuasive use of language.  Participants in this course will learn the basic 

components of all persuasive writing (Aristotle’s ethos, pathos, and logos); they will also learn how to 

avoid certain logical fallacies in business writing, and will review some of the more common mistakes 

that native Korean-speakers make when writing in English for business. By the end of the class,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write a persuasive paragraph, having moved through the process of 

conception, research, organizing, drafting, review/revision, and finalizing. The course format will be 

diverse:  lecture, discussion, partner/group work, and a final writing task.

Course 

Expectation

 Participants will:

• learn the basic elements of rhetoric for business purposes.

• recognize fallacious (illogical) argumentation commonly used in business.

• recognize common mistakes in business prose (grammar, mechanics, diction, etc.).

• integrate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persuasive business writing learned in this course. 

Target Audience •  Individuals who wish to make their business writing more persuasive. 

Geography Of 

Course

Persuasive Business Writing
[논리와 설득력을 갖춘 영작 비법]

Introduction

Common Mistakes in Business prose

Elements of persuasive Rhetoric Writing a persuasive paragraph

avoiding Logical Fallascies Business Writing a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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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Course	Overview

▶	0.5hour

1） Introductions •		The	participants	will	introduce	themselves	to	the	class	as	an	icebreaking	exercise.

2） Course expectations •	We	will	go	over	the	expected	outcomes	of	the	course.

3）  Description and benefits of the 

course
•	I	will	explain	the	content	and	basic	structure	of	the	course	and	its	benefits.

2.	Before	the		

Meeting

▶	1.5hours

1）  Arranging a meeting •		We	will	practice	writing	an	email	to	set	up	a	meeting.

2） Review: reported speech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and	practice	expressions	related	to	reported	speech.

3）  English for telephone 

messages

•		We	will	review	useful	expressions	for	making	and	receiving	phone	calls	in	

English.

4）  Practice telephone calls and 

taking messages

•		Participants	will	work	in	pairs	and	practice	making	phone	calls	and	taking	

messages.

5）  Confirming and rescheduling 

by email and telephone
•		Participants	will	learn	how	to	politely	refuse	and	reschedule	a	meeting	invitation.

	3.	Starting	a		

Meeting

▶	1hour

1）  Structure of the introduction
•		We	will	go	over	the	basic	structure	of	the	beginning	of	a	formal	meeting	in	

English.

2） Aspects of the introduction •		We	will	review	useful	expressions	for	the	beginning	of	a	meeting	in	English.

3）  Writing and practicing an 

introduction
•	Students	will	write	an	introduction	to	a	meeting	in	English.

	4.	During	the		

Meeting

▶	2hours

1）  Expressing opinions and 

making suggestions

•		We	will	learn	and	practice	useful	expressions	for	making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and	expressing	our	opinions.

2）  Responding to opinions and 

suggestions
•	Participants	will	focus	on	how	to	politely	disagree	with	someone.

3）  Checking and reporting 

progress

•		We	will	learn	and	practice	various	expressions	for	checking	and	reporting	

progress	on	projects.

	5.	Ending	the		

Meeting

▶	1.5hours

1）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meeting

•		We	will	learn	and	practice	various	expression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a	

meeting.

2）  Ending the meeting and 

thanking the participants
•		We	will	review	the	basic	structure	of	the	conclusion	of	a	formal	meeting.

3）  Meeting simulation
•		We	will	hold	a	simulated	meeting	to	practice	all	the	aspects	and	expressions	we	

have	learned	about	meetings.

6.	Conclusion

▶	0.5hour

1） Final study tips
•		I	will	give	the	participants	final	study	tips	for	improving	their	ability	to	participate	in	

business	meetings	in	English.

2） Course feedback •	I	will	give	the	class	general	feedback	on	the	course.

3）  Reference tools and further 

reading

•		I	will	introduce	the	participants	to	useful	websites	and	books	to	help	them	

continue	to	improve	their	English	ability.

교육시간 1일 7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2만원 / 비회원  48만원] / [2인 이상 - 40만원 / 비회원  4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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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8 16

Cours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professionals build the language skills and confidence necessary 

to use the telephone and participate in business meetings in English. The participants will learn about 

the structure of formal meetings and various useful expressions. To help increase their confidence, the 

participants will have many opportunities to practice what they learn during class.

Course Concept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the participants be more prepared and better able to participate 

in meetings and use the telephone in English. Two important keys to achieve these goals are for 

the participants to gain confidence in using English and to learn and practice useful and relevant 

vocabulary and expressions used in meetings and on the telephone. Using workbook exercises 

and simulated meeting situations and phone calls the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achieve these goals.

Course 

Expectation

 Participants will:

•  Gain confidence in attending business meetings and conducting telephone conversations in 

English.

•  Learn and practice a wide range of essential expressions and skills for business meetings and 

telephone conversations.

• Participate in simulated meetings in English.

Target Audience • Managers, team leaders and individuals who want to participate in business meetings and use the 

telephone in English.

Geography Of 

Course

Meeting and Telephone English
[미팅 및 전화 소통법]

Listening
practice

Correction &
Feedback

Simulated
Meetings &
phone Calls

Improved 
Telephone&

Meeting
Skills

Learn Key 
Words &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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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비

즈
니

스
 영

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Introduction

▶	1hour

1） Introductions •		The	participants	will	introduce	themselves	to	the	class	as	an	icebreaking	exercise.

2） Course expectations •		We	will	go	over	the	expected	outcomes	of	the	course.

3）  Description and benefits of the 

course
•		I	will	explain	the	content	and	basic	structure	of	the	course	and	its	benefits.

	2.	Before	the		

Meeting

▶	2hours

1）  Arranging a meeting
•		We	will	cover	various	expressions	for	arranging	a	meeting	in	English	and	writing	

a	professional	meeting	email.

2）  Refusing and rescheduling via 

email
•		Participants	will	learn	how	to	politely	refuse	and	reschedule	a	meeting	invitation.

	3.	Starting	a		

Meeting

▶	3hours

1）  Kinds of meetings and what 

makes a meeting successful

•		We	will	look	at	the	different	types	of	meetings	and	discuss	the	aspects	that	

makes	them	successful.

2） Structure of the introduction
•		We	will	go	over	the	basic	structure	of	the	beginning	of	a	formal	meeting	in	

English.

3）  useful expressions for the 

introduction
•		We	will	review	useful	expressions	for	the	beginning	of	a	meeting	in	English.

4）  Writing and practicing an 

introduction
•	Students	will	write	an	introduction	to	a	meeting	in	English.

	4.	During	the		

Meeting

▶	6hours

1）  Checking and reporting 

progress

•		We	will	learn	and	practice	various	expressions	for	checking	and	reporting	

progress	on	projects.

2）  Asking for opinions and 

clarification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and	practice	various	expressions	used	to	elicit	opinions	

and	ask	for	and	give	clarification.

3）  Making suggestions and 

politely disagreeing

•		We	will	learn	and	practice	useful	expressions	for	making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and	expressing	our	opinions,	especially	disagreeing	politely.

4）  Describing graphs, charts, 

movement and trends

•		We	will	review	and	practice	expressions	for	describing	movement	and	trends,	

especially	as	they	relate	to	graphs.

5） Meeting simulation •		We	will	have	a	simulated	meeting	to	practice	what	we	have	learned.

5.		Ending	the	

Meeting

▶	3hours

1）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meeting

•		We	will	learn	and	practice	various	expressions	to	summarize	the	results	of	a	

meeting.

2）  Confirming decisions and 

action plans

•		The	participants	will	practice	using	expressions	for	confirming	decisions	and	

assigning	actions	plans	at	the	end	of	a	meeting.

3）  Ending the meeting and 

thanking the participants
•		We	will	review	the	basic	structure	of	the	conclusion	of	a	formal	meeting.

4） Meeting simulation
•		We	will	hold	a	simulated	meeting	to	practice	all	the	aspects	and	expressions	we	

have	learned	about	meetings.

5） Follow-up emails
•		We	will	learn	how	to	write	a	follow-up	email	about	what	was	discussed	and	

agreed	upon	during	a	meeting.

6） negotiating
•		We	will	learn	various	expressions	related	to	negotiating	and	discuss	strategies	for	

successful	negotiation.

6.		Conclusion

▶	1hour

1） Final study tips
•		I	will	give	the	participants	final	study	tips	for	improving	their	ability	to	participate	in	

business	meetings	in	English.

2） Course feedback •	I	will	give	the	class	general	feedback	on	the	course.

3）  Reference tools and further 

reading

•		I	will	introduce	the	participants	to	useful	websites	and	books	to	help	them	

continue	to	improve	their	English	ability.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4만원 / 비회원  60만원] / [2인 이상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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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31-8/1 1-2

Cours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professionals build the language skills and confidence necessary 

to participate in business meetings in English. The participants will learn about the structure of formal 

meetings and various useful expressions. To help increase their confidence, the participants will have 

many opportunities to practice what they learn during class.

Course Concept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the participants be more prepared and better able to participate 

in meetings in English. Two important keys to achieve these goals are for the participants to gain 

confidence in using English and to learn and practice useful and relevant vocabulary and expressions 

used in meeting. Using workbook exercises and simulated meeting situations the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achieve these goals.

Course 

Expectation

 Participants will:

•  Gain confidence in attending business meetings held in English.

• Learn and practice a wide range of essential expressions and skills for business meetings.

• Participate in simulated meetings in English.

Target Audience • Managers, team leaders and individuals who want to improve their skills to participate in meetings 

in English.

Geography Of 

Course

English for Meetings

English For 

Meeting

Listening
practice

Correction &
Feedback

Simulated
Meetings

Improved 
Meeting
Skills

Learn Key 
Words &

Exp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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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비

즈
니

스
 영

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Course	Overview

▶	1hour

1） Introductions •		The	participants	will	introduce	themselves	to	the	class	as	an	icebreaking	exercise.

2） Course expectations •	I	will	go	over	the	expected	outcomes	of	the	course.

3）  Description and benefits of the 

course
•		I	will	give	a	description	and	general	overview	of	the	content	of	the	course.

	2.	Business		

Communication

▶	3hours

1）  Cultural differences
•		We	will	list	various	cultural	differences	and	discuss	how	they	relate	to	business	

communication.

2）  Issues and potential problems

•		We	will	look	at	an	example	of	workplace	miscommunication	and	how	it	could	

have	been	avoided	and	two	resources	for	finding	cultural	related	information	for	

doing	business	in	foreign	countries.

3）  Phrasal verbs and common 

mistakes

•		We	will	look	at	the	importance	of	phrasal	verbs	in	English	and	review	common	

mistakes	Koreans	make	when	using	English.	

	3.	Using	the		

Telephone	&		

Emailing

▶	4hours

1）  Telephone expressions •		We	will	review	common	expressions	for	using	the	telephone	in	English.

2） Practice •	We	will	practice	using	the	expressions	that	we	learned.

3） Business correspondence
•		We	will	go	over	the	structure	and	elements	to	emails	in	English.	Additionally	we	

will	look	at	the	importance	of	audience	and	tone	in	writing	business	emails.

4.	Communication		

at	Work

▶	4hours

1）  Talking about our job and 

company

•		Participants	will	learn	and	practice	expressions	related	to	describing	their	job	and	

company.

2） Business meetings
•		We	will	review	the	structure	and	learn	key	expressions	related	to	meeting	in	

English.	We	will	have	a	simulated	meeting	in	English.

5.		Routine	Business	

Situations

▶	4hours

1）  Making and responding to 

suggestions and opinions

•		Participants	will	learn	and	practice	useful	expressions	related	to	giving	and	

responding	to	opinions.		We	will	especially	focus	on	disagreeing	politely.

2）  Reporting and checking 

progress
•		We	will	review	how	to	write	emails	related	to	reporting	and	checking	progress.

	6.	Persuasion	&		

Negotiation

▶	3hours

1）  Three pillars of persuasion •		We	will	look	at	Aristotle’s	three	pillars	of	persuasion	in	a	business	context.

2） negotiation
•		Participants	will	learn	some	expressions	related	to	negotiation	and	various	

strategies	for	negotiating.

7.	Conclusion

▶	1hour

1） Final study tips
•		I	will	give	the	participants	final	study	tips	for	improving	their	business	

communication	in	English.

2） Course feedback •	I	will	give	the	class	general	feedback	on	the	course.

3）  Reference tools and further 

reading

•		I	will	introduce	the	participants	to	useful	websites	and	books	to	help	them	

continue	to	improve	their	English	ability.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64만원 / 비회원  70만원] / [2인 이상 - 60만원 / 비회원  6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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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5 3-5 19-21 9-11 23-25 29-12/1

Course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build confidence, fluency and effectiveness in various forms of 

business communication. By learning and practicing useful words and expressions for different 

business situations, the participants will improve their ability to communicate in English.

Course Concept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crease the participants’ confidence and ability to use English in business 

situations. Through learning new expressions, having the opportunity to practice these expressions 

in class and receiving correction the participants will increase their confidence in using English. This 

course will cover a number of basic skills related to using English in business situations. 

Course 

Expectation

 Participants will:

• Gain confidence when interacting with international clients and business colleagues.

•  Learn and practice a wide range of essential expressions and conversational skills for business 

communication.

• Learn how to deliver their message more effectively.

• Receive the tools necessary to continue to develop their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Target Audience •  Managers, team leaders and individuals who want to improve their business English communication 

skills.

Geography Of 

Course

English for Business Communication - 
Intermediate

Improved Business Communication
Meeting 
Skills

Listening
Email 
Writing

persuasion 
&

negotiation

Common 
Mistakes
Correction

Essential 
Business

Expressions

Classroom 
practice &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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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비

즈
니

스
 영

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Course	Overview
▶	0.5hour

1）    Introduction •	 		The	participants	will	introduce	themselves	to	each	other	as	an	icebreaking	exercise.

2） What is expected •	 I	will	go	over	the	expected	outcomes	of	the	course.

3）  Description and benefits of the 
course

•	 I	will	give	a	brief	description	of	the	course	and	its	content.

	2.	Presentation	of		 	

Business	Writing
▶	2hours

1）  The purpose of business writing •	 	We	will	discuss	the	general	purpose	of	business	writing	and	how	it	relates	to	emailing.

2） Audience and tone
•	 	We	will	look	at	the	importance	of	being	audience	centered	in	our	writing	and	how	tone	

relates	to	business	emailing.

3）  Basic structure and expressions of 
business emails

•	 We	will	review	the	basic	structure	and	expressions	related	to	business	emails.

	3.	Inquiries,	Requests		

&	Introductions
▶	3hours

1）  Writing and responding to 
inquiries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various	expressions	related	to	inquiries	and	practice	writing	an	
inquiry	email	and	a	response	to	an	inquiry.

2）  Making and responding to 
requests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useful	expressions	related	to	making	and	responding	to	requests	
via	email.	They	will	practice	writing	a	request	and	a	response	to	a	request	email.

3）  Introducing yourself and your 
company

•	 Participants	will	practice	writing	formal	company	and	self-introductions.

4.	Meeting	Emails
▶	1.5hours

1） Arranging a meeting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expressions	related	to	arranging	a	meeting	via	email.

2）  Rejecting a meeting invitation •	 	We	will	learn	expressions	and	practice	writing	an	email	rejecting	a	meeting	invitation.

3） Rescheduling a meeting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useful	expressions	related	to	rescheduling	a	meeting	via	email.

5.	Sample	WritingTask
▶	1hour

1） Write a business email •	 	The	participants	will	write	a	practice	email.

	6.	Writing	Feedback
▶	1hour

1） Common mistakes •	 	We	will	go	over	common	mistakes	made	in	the	practice	writing	assignment.

2） Tips for improvement •	 I	will	give	a	set	of	tips	for	the	participants	to	improve	their	writing.

3）  Guidelines for good business 
writing

•	We	will	review	some	guidelines	for	becoming	a	better	email	writer.

7.	Practicing		 	

Presentation	Skills
▶	2hours

1）  Self-introduction presentation •	 	Participants	will	give	a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class.

2） Delivery techniques
•	 	We	will	review	delivery	techniques	related	to	body	positioning,	movement,	eye-contact	and	

gestures.

8.	Planning	a		 	

Presentation
▶	1hour

1） Basic presentation structure •	 	We	will	look	at	the	two	most	common	structures	for	business	presentations.

2） The 3 Ps •	 Participants	will	review	the	3	Ps	of	presentation	planning.

3） Choose presentation topic •	 The	participants	will	choose	the	topic	for	their	presentation.

	9.	The	Introduction
▶	2hours

1） W.I.S.E.O.W.L. •	 	We	will	review	the	basic	structure	and	key	expressions	of	the	introduction.

2） Hooks
•	 	We	will	go	over	the	importance	of	being	audience	centered	and	how	to	attract	the	audience’s	

attention	at	the	beginning	of	a	presentation.		Additionally	we	will	watch	effective	examples	of	
getting	the	audience’s	attention.

3） Introduction writing practice
•	 	The	participants	will	practice	writing	the	introduction	of	a	presentation	using	what	they	have	

learned	in	this	module.

	10.	The	Body
▶	2hours

1） Structure of the body •	We	will	learn	about	the	proper	structure	of	the	body	of	a	presentation.

2） Supporting information •	We	will	review	using	supporting	information.

3） Simple transitions •	 Participants	will	learn	about	and	practice	writing	simple	transitions.

11.	The	Conclusion
▶	1.5hours

1）  Structure and key expressions of 
the conclusion

•	 We	will	review	the	structure	of	the	conclusion	and	practice	key	expressions.

2）  Strategies for an effective 
conclusion

•	 	We	will	discuss	effective	ways	to	end	a	presentation	and	watch	sample	conclusions	to	
presentations.

3） Presentation tips •	 The	class	will	review	tips	for	making	effective	presentations.

	12.	Making	a	Presentation
▶	2hours

1） Presentation
•	 	The	participants	will	make	a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class.		Each	participant	will	be	given	

an	individual	evaluation	of	their	presentation,	including	ways	to	improve.

13.	The	Wrap-up
▶	0.5hour

1） Resources for the future
•	 	I	will	go	over	a	number	of	useful	resources,	including	websites	and	books	for	improving	

one’s	presentation	skills.

2） Presentation videos •	 I	will	give	the	participants	the	videos	of	the	presentations	they	made	in	class.

3） Final comments •	 I	will	make	some	concluding	comments	about	the	course.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64만원 / 비회원  70만원] / [2인 이상 - 60만원 / 비회원  6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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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1-23 28-30 26-28

Cours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the participants become better writers of business emails and 

offer them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and practice presentations in English.  Through learning 

numerous vocabulary words and expressions, and having the opportunity to practice what they 

learn, participants will increase both their confidence and ability. Through this course the participants 

will be exposed to a more  formal business writing style and learn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ir 

audience in their business writing and presentations.  

Course Concept Writing emails and giving presentations are two of the most common ways of communicating in 

business. In this course we will learn practical and useful expressions for both, and practice both in 

class. Participants will receive individual feedback on both their presenting skills and writing samples.  

Course 

Expectation

 Participants will:

•  Gain confidence in their business writing abilities, especially related to emails and giving presentations 

in English.

•  Learn and use a wide range of useful vocabulary and expressions for email writing and making 

presentations.

• Have an opportunity to practice writing emails and giving a presentation in English.

Target Audience • Managers, team leaders and individuals who regularly send and receive emails in English, and 

who have little to no experience giving presentations in English.

Geography Of 

Course

Business English Workshop
[영어 프레젠테이션/이메일 워크숍]

Key
Expressions

Effective 
Techniques

Classroom 
practice

+
Feedback

Improved 

Presentation 
Skills

practice Writing

Individual 
Correction

Key expressions

Basic Form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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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비

즈
니

스
 영

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Course	Overview

▶	0.5hour

1）  Description, benefits and 
expectations of the course

•		We	will	review	what	the	participants	should	expect	to	get	out	of	the	course	and	I	
will	go	over	the	structure	and	benefits	of	the	course.

2.	Presentation

▶	2hours

1）  Videotaped presentation •		The	participants	will	be	video	taped	giving	an	introductory	presentation.

2） In-class critique
•		We	will	watch	the	video	and	participants	will	be	given	feedback	about	their	

presentations,	especially	related	to	their	delivery	and	body	language.

3.		Non-verbal	Skills	

&	Voice

▶	3hours

1）  Body positioning, eye contact, 
movement and gestures

•		We	will	review	delivery	techniques	related	to	body	positioning,	movement,	eye-
contact	and	gestures.

2）  Voice control, volume and 
pauses

•		Participants	will	learn	about	how	voice	impacts	a	presentation	and	practice	skills	
related	to	voice.

3） Rhetorical devices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about	a	variety	of	rhetorical	devices	used	by	effective	

speakers.

4.	The	Introduction

▶	2hours

1）  The topic vs. the point
•		I	will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pic	and	point	of	a	presentation	and	the	

importance	of	the	presenter	understanding	this	difference.

2）  Monroe’s motivated sequence
•		We	will	review	Monroe’s	motivated	sequence	and	its	impact	on	presenting	

effectively.

3）  Structure of the introduction •	We	will	look	at	the	general	organization	of	an	introduction.

4）  Getting the attention of the 
audience

•		We	will	go	over	the	importance	of	being	audience	centered	and	how	to	attract	the	
audience’s	attention	at	the	beginning	of	a	presentation.		Additionally	we	will	watch	
effective	examples	of	getting	the	audience’s	attention.

5.	The	Body

▶	3hours

1）  Signposting and transitions
•		We	will	learn	about	signposting	and	how	to	effectively	use	it	in	giving	a	

presentation.		Participants	will	practice	writing	transitions.

2） using visuals effectively •		We	will	learn	how	to	verbally	describe	slides	and	positions	on	a	slide	in	English.

3）  Describing graphs, charts and 
trends

•		Participants	will	learn	key	expressions	and	grammar	points	related	to	describing	
movement	and	trends	in	English.

4）  Making numbers meaningful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about	and	practice	how	to	put	numbers	in	a	meaningful	

context	for	their	audience.

5） Storytelling
•		We	will	look	at	the	relevance	of	storytelling	in	presentations	and	how	to	use	it	

more	effectively.

6.	The	Conclusion

▶	2hours

1）  Strategies for effective 
conclusions

•		We	will	discuss	effective	ways	to	end	a	presentation	and	watch	sample	
conclusions	to	presentations.

2）  Writing and practicing a 
conclusion

•	The	class	will	have	time	to	write	and	practice	a	conclusion.

7.	Q	&	A

▶	1hour

1）  Preparing for the question and 
answer session

•		We	will	discuss	the	best	ways	to	prepare	for	questions	after	giving	a	presentation.

2） Handling difficult questions •	We	will	learn	expressions	and	strategies	for	handling	difficult	questions.

	8.	Making	a	

Presentation

▶	2hours

1） Presentation
•	The	participants	will	make	a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class.		Each	participant	

will	be	given	an	individual	evaluation	of	their	presentation,	including	ways	to	
improve.

9.	Wrap-up

▶	0.5hour

1） Resources for the future
•		I	will	go	over	a	number	of	useful	resources,	including	websites	and	books	for	

improving	one’s	presentation	skills.

2） Presentation videos •	Participants	will	receive	the	videos	of	the	presentations	they	made	in	class.

3） Final comments •	I	will	make	some	concluding	comments	about	the	course.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4만원 / 비회원  60만원] / [2인 이상 -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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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 29-30 4-5 18-19

Cours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refine current presentation skills and focus on advanced presentation 

techniques. Participants will learn and practice a variety of skills for making effective presentations and 

receive individual feedback throughout the course. 

Course Concept This course is built around the idea that there are numerous skills that a presenter can learn to 

become an even better presenter. We will not be focusing on English expressions in the course, but 

rather presentation skills. Participants will watch video of themselves giving a presentation and receive 

feedback as to how to improve the delivery of their presentations. Additionally, the participants will 

learn and practice useful techniques for making effective presentations, such as hooks, storytelling 

and making numbers meaningful. By focusing on these specific skills, the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improve their presentation skills.

Course 

Expectation

 Participants will:

• Gain confidence in giving presentations in English.

• Hone their current presenting skills.

• Learn advanced expressions and techniques for making an effective presentation.

• Practice presenting in English.

Target Audience •  Managers, team leaders and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 giving presentations and have a 

desire to improve.

Geography Of 

Course

Advanced Presentation Skills
[고급 프레젠테이션 기법]

Effective 
Techniques

Classroom 
practice +
Feedback

Improved 
presentation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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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비

즈
니

스
 영

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Introduction

▶	0.75hour

1） Introduction •	I	will	go	over	the	basic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course.

2）  Confidence self-assessment

•		The	self-assessment	will	have	the	students	write	down	what	they	think	of	their	

English	and	also	what	the	other	participants	think	of	their	ability.	Then	we	will	

compare	and	discuss.

2.	Why	am	I	not		

as	confident		

as	I	should	be	in		

English?

▶	2hours

1）  Reasons for lack of confidence
•		We	will	look	at	the	most	common	reasons	for	a	lack	of	confidence	and	ways	to	

overcome	this.

2）  Western vs. Korean thinking •		We	will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two	different	ways	of	thinking.

3） Values •	Participants	will	look	at	how	their	values	influence	their	confidence.

3.	Techniques		

to	Cure	a	Lack		

of	Confidence	in		

English

▶	3hours

1）  using body language to 

change your thinking

•		We	will	look	at	examples	of	facial	expressions	and	short	videos	to	see	how	to	

use	body	language	to	change	our	own	thinking	about	ourselves.

2）  Change the way you perceive 

things

•		Participants	will	learn	how	to	change	their	own	perceptions	and	the	perceptions	

of	others	about	them	via	body	language.

3） Practice the cures
•		We	will	practice	the	cures	for	a	lack	of	confidence	by	using	voice	training,	

projection,	and	clarity.

4.	What	Foreigners		

Think

▶	1hour

1）  Learn what foreigners think 

about your English

•		We	will	go	into	the	mind	of	a	foreigner	to	better	understand	how	they	think	about	

others'	English	ability.

2）  understand why they think this 

way

•		The	above	topic	will	allow	the	participants	to	better	understand	what	foreigners	

think	and	why	they	think	this	way.

3）  use this knowledge to your 

advantage

•		Armed	with	this	knowledge,	the	participant	now	has	an	advantage,	better	

confidence	and	will	ultimately	be	more	successful	when	dealing	with	foreigners	

they	meet.

5.	Conclusion

▶	0.25hour
1）  Tips and further resources •	I'll	give	a	number	of	tips	and	articles	that	are	related	to	the	topic	of	this	course.

교육시간 1일 7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2만원 / 비회원  48만원] / [2인 이상 - 회원  40만원 / 비회원  4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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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1

Cours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the participants develop more confidence in their English ability. 

Through a series of team based activities, the participants will be shown how to develop confidence, 

maintain it and think differently about themselves.

Course Concept The main concept for this course is that with some small modifications to our personal thinking and 

behavior, we can make huge changes in ourselves and how we feel about ourselves. Consequently 

and more importantly, this can lead to positive changes in how others view us and our abilities. We 

will learn many techniques designed to do this in the course.

Course 

Expectation

 Participants will:

• Gain confidence in their speaking ability related to business English.

• Learn how to apply the new techniques in this course to real world situations.

• Develop the necessary tools to better themselves in the areas that need help.

Target Audience •  All individuals who want to improve their confidence and be part of a conversation, not just a 

bystander.

Geography Of 

Course

Confidence Clinic
[영어 울렁증 클리닉]

practice with
Classmates

Self-
reflection

Changes in Others' 
perception

Changes in Our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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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비

즈
니

스
 영

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Introduction

▶	0.5hour

1）  Course expectations •			We	will	review	what	the	participants	should	expect	to	get	out	of	the	course.

2） Course description •		I	will	go	over	the	structure	and	benefits	of	the	course.

2.	Letters	and		

Sounds

▶	2hours

1）  English letters

•		The	participants	will	observe	a	PowerPoint	presentation	that	provides	diagrams	

and	explanations	of	the	proper	positioning	of	the	lips,	teeth	and	tongue	to	

correctly	pronounce	troublesome	letters.	

2） Troublesome letter pairs
•		Emphasis	will	be	made	for	troublesome	letter	pairs	such	as	‘p’	and	‘f’,	‘l’	and	‘r’,	

etc.	

3） Troublesome letter groups
•		Letter	groups	such	as	‘ch’,	‘dg’,	etc.	will	also	be	included,	particularly	at	the	end	

of	words.	

	3.	Troublesome		

Numbers	and		

Words

▶	1hour

1）  Difficult numbers: 14 vs. 40 

and large numbers 

•		Participants	will	learn	and	practice	how	to	distinguish	the	ending	sounds	of	

number	13	-19	from	the	similar	ending	sounds	of	numbers	30,	40,	and	so	on	

through	90.	Participants	will	learn	how	to	easily	recognize	and	pronounce	large	

numbers,	such	as	those	in	the	thousands,	million,	billion	and	trillion.

2） Difficult words to pronounce

•		Participants	will	learn	common	syllable	stress	patterns	for	2,	3,	and	4-syllable	

words	as	well	as	different	pronunciation	patterns	for	different	word	forms,	e.g.	

nouns	and	verbs.

4.	Syllable	Stress

▶	2hours

1）  Patterns for words with multiple 

syllables 

•		Participants	will	learn	and	practice	the	common	patterns	for	pronouncing	words	

with	more	than	one	syllable.	Special	attention	will	be	paid	to	difficult	words.

2）  Distinguishing between word 

forms

•		Participants	will	learn	the	different	pronunciations	for	words	that	are	spelled	the	

same,	but	have	different	grammatical	forms	such	as	noun	vs.	verb.

5.	Word	Stress	and		

Pausing

▶	1hour

1）  Grammatical structure
•		Participants	will	learn	to	divide	sentences	into	grammatical	structures	in	order	to	

know	where	to	pause	naturally.

2） Strategic pausing
•		Participants	will	learn	about	using	pauses	within	and	between	sentences	for	

effective	communication.

3）  Emphasizing key words and 

practice

•		Participants	will	learn	how	to	emphasize	certain	words	in	a	sentence	so	that	intent	

is	clear.	

4） Intonation practice
•		Participants	will	also	practice	different	intonation	styles	to	communicate	different	

meanings.

6.	Wrap-up

▶	0.5hour

1）  Resources for the future, 

sound files and final comments

•		The	instructor	will	go	over	a	number	of	useful	resources,	including	websites,	cell	

phone	apps,	sound	files	and	books	for	improving	one’s	pronunciation.

교육시간 1일 7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2만원 / 비회원  48만원] / [2인 이상 - 40만원 / 비회원  4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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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0 2 9

Cours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train participants to improve their pronunciation at different levels. 

The first level is at individual sounds, represented by solo or paired letters. The second level is at the 

level of the syllable, to correctly pronounce common words encountered in business situations. The 

third level is at the level of the sentence, to learn how to correctly enunciate sentences for improved 

comprehension. Participants will first learn the concepts, then engage in plenty of practice with various 

exercises and games. Resources for further training will be made available at the end of the course.

Course Concept This course is built around the idea that pronunciation is one of the most common obstacles to 

effective communication for a person who is learning English. If proper training is given specifically in 

this area, English learners will be able to express themselves much more quickly and efficiently with 

practice. To this end, participants will receive training in the correct pronunciation of sounds, syllables 

and sentences and practice these concepts for immediate improvement. Additionally, the participants 

will receive resources for continued training after the course is finished.

Course 

Expectation

  Participants will:

•  Learn how to use the tools they already have (teeth, lips and tongue) to correctly pronounce 

English letters.

• Learn how to correctly pronounce many common words used in business situations.

• Learn how to use pauses and enunciation in sentences to facilitate comprehension.

Target Audience • People who use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o communicate for business, especially those with 

pronunciation difficulties.

Geography Of 

Course

Pronunciation Clinic
[비즈니스 영어 발음]

Learn 
characteristics 
and patterns

practice

More effective
communication

Learn correct 
placement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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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비

즈
니

스
 영

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Course	Overview

▶	0.5hour

1）  Course expectations and 

description
•		We	will	review	the	expectations	and	description	of	the	course.

2.	Presentation	

Assessment

▶	2hours

1）  Self-introduction presentation •		Participants	will	give	a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class.

2）  Focus on delivery techniques •		We	will	begin	to	review	delivery	techniques	related	to	their	presentations.

	3.	Presentation	

Skills

▶	1hour

1）  Body positioning, eye contact, 

movement and gestures

•		We	will	review	delivery	techniques	related	to	body	positioning,	movement,	eye-

contact	and	gestures.

	4.	Presentation	

Planning

▶	1hour

1）  Basic presentation structure
•		We	will	review	the	different	types	of	presentations	and	structures	for	each	of	

them.

2） Planning a presentation
•		We	will	discuss	as	a	group	the	important	aspects	that	need	to	be	considered	

before	writing	a	presentation.

3）  Choose presentation topic
•		Participants	will	choose	the	topic	of	the	presentation	they	will	give	at	the	end	of	

the	course.

5.	The	Introduction

▶	4hours

1）  W.I.S.E.O.W.L. •		We	will	review	the	basic	structure	and	key	expressions	of	the	introduction.

2） Hooks

•		We	will	go	over	the	importance	of	being	audience	centered	and	how	to	attract	

the	audience’s	attention	at	the	beginning	of	a	presentation.		Additionally	we	will	

watch	effective	examples	of	getting	the	audience’s	attention.

3）  Introduction practice and 

writing

•		The	participants	will	practice	writing	the	introduction	of	a	presentation	using	what	

they	have	learned	in	this	module.

6.	The	Body

▶	2hours

1） Structure of the body •		We	will	learn	about	the	basic	structure	of	the	body	of	a	presentation.

2） Supporting information
•		We	will	learn	about	how	to	use	supporting	information	in	the	body	of	a	

presentation.

3） Simple transitions •	Participants	will	practice	writing	simple	transitions	for	presentations.

7.	The	Conclusion

▶	3hours

1）  Structure of the conclusion •		We	will	review	the	structure	of	the	conclusion	and	practice	key	expressions.

2）  Strategies for an effective 

conclusion

•		We	will	discuss	effective	ways	to	end	a	presentation	and	watch	sample	

conclusions	to	presentations.

3） Presentation tips •	The	participants	will	review	guidelines	for	giving	effective	presentations.

8.	Making	a	

Presentation

▶	2hours

1） Presentation

•		The	participants	will	make	a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class.		Each	participant	

will	be	given	an	individual	evaluation	of	their	presentation,	including	ways	to	

improve.

9.	The	Wrap-up

▶	0.5hour

1） Resources for the future
•		I	will	go	over	a	number	of	useful	resources,	including	websites	and	books	for	

improving	one’s	presentation	skills.

2） Presentation videos •		I	will	give	the	participants	the	videos	of	the	presentations	they	made	in	class.

3） Final comments •	I	will	make	some	concluding	comments	about	the	course.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4만원 / 비회원  60만원] / [2인 이상 -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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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6 10-11 28-29

Cours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the participants learn basic skills for giving presentations in 

English. We will look at the basic structure of a presentation and learn useful expressions and 

techniques for making presentations in English. 

Course Concept This course is designed for participants with little to no experience giving presentations in English. 

In this course, participants will learn key expressions for giving presentations in English and about 

the basic structure of a presentation. Additionally, participants will watch video of themselves giving 

a presentation and receive feedback as to how to improve the delivery of their presentations. By the 

end of the course, the participants will have learned the basics in giving presentations in English and 

gained some experience presenting.

Course 

Expectation

 Participants will:

• Learn and practice proper and effective expressions for making presentations in English.

• Gain confidence in giving presentations in English.

• Learn about and practice delivery techniques for presentations.

• Practice giving a presentation in English.

Target Audience •  Managers, team leaders and individuals who have had little to no experience in giving presentations 

in English.

Geography Of 

Course

Basic Presentation Skills
[영어 프레젠테이션 초보 탈출]

Key
Expressions

Effective 
Techniques

Classroom 
practice

+
Feedback

Improved 

Presentation	
Skills



471470

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비

즈
니

스
 영

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Introduction

▶	0.25hour

1） Course expectations •		We	will	review	what	the	participants	should	expect	to	get	out	of	the	course.

2） Course description •	I	will	go	over	the	structure	and	benefits	of	the	course.

	2.	Presentation	

Practice

▶	1.5hours

1）  Self-introduction presentation

•		The	participants	will	be	video	taped	giving	an	introductory	presentation	and	be	

given	feedback	about	their	presentations,	especially	related	to	their	delivery	and	

body	language.

3.	Planning	Your	

Presentation	

▶	1hour

1）  Different types of presentations
•		We	will	review	the	different	types	of	presentations	and	important	considerations	for	

each	of	them.

2） Presentation structure •		Participants	will	learn	about	the	two	most	common	presentation	structures.

3） Planning a presentation •		We	will	go	over	the	3	Ps	of	planning	a	presentation.

4.	The	Introduction	

▶	2hours

1）  useful expressions •		We	will	review	key	expressions	used	in	the	introduction.

2）  Getting the attention of the 

audience

•		We	will	go	over	the	importance	of	being	audience	centered	and	how	to	attract	

the	audience’s	attention	at	the	beginning	of	a	presentation.	Additionally	we	will	

watch	effective	examples	of	getting	the	audience’s	attention.

	5.	Skills

▶	2hours

1） Storytelling •		Participants	will	look	at	the	importance	of	storytelling	in	effective	presentations.

2） Talking about visuals

•		We	will	go	over	the	purpose	of	visual	aids	and	how	to	use	them	more	effectively,	

additionally	we	will	learn	how	to	verbally	describe	slides	and	positions	on	a	slide	

in	English.

3） Signposting
•		We	will	learn	about	signposting	and	how	to	effectively	use	it	in	giving	a	

presentation.	

4） Transitions •		The	participants	will	review	and	practice	expressions	for	making	transitions.

5） numbers
•		Participants	will	look	at	the	importance	of	numbers	and	making	them	meaningful	

to	the	audience.

6.	Wrap-up

▶	0.25hour

1）  Resources for the future
•		I	will	go	over	a	number	of	useful	resources,	including	websites	and	books	for	

improving	one’s	presentation	skills.

2） Presentation videos •		I	will	give	the	participants	the	videos	of	the	presentations	they	made	in	class.

3） Final comments •	I	will	make	some	concluding	comments	about	the	course.

교육시간 1일 7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2만원 / 비회원  48만원] / [2인 이상 - 40만원 / 비회원  4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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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3 14 2

Cours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teach the participants useful techniques for making presentations 

in English. Through this course the participa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present in English and 

receive feedback, especially related to their delivery. 

Course Concept This course is built around the idea that one can greatly improve his or her presentation ability, in a 

short time, by increasing one’s awareness about the way one delivers a presentation and learning 

key expressions to giving presentation in English. To these ends, the participants will watch video 

of themselves giving a presentation and receive feedback as to how to improve the delivery of 

their presentations. Additionally, the participants will learn about a few useful skills related to making 

presentations in English.  By focusing on these two areas, the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improve their 

ability in giving presentations in English.

Course 

Expectation

 Participants will:

• Gain confidence in giving presentations in English.

•  Learn and use a wide range of essential expressions and skills for making an effective presentation.

• Practice presenting in English.

Target Audience • Managers, team leaders and individuals who want to improve their English presentation skills.

Geography Of 

Course

Presentation Clinic
[프레젠테이션 클리닉]

Key
Expressions

Effective 
Techniques

Classroom 
practice

+
Feedback

Improved 

Presentation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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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비

즈
니

스
 영

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Course	Overview

▶	2hours

1） Course expectations •		We	will	review	what	the	participants	should	expect	to	get	out	of	the	course.

2） Course description •	I	will	go	over	the	structure	and	benefits	of	the	course.

3）  Self-introduction and delivery
•		The	participants	will	be	video	taped	giving	an	introductory	presentation	and	be	

given	feedback	about	their	presentations,	especially	related	to	their	delivery	and	
body	language.

	2.	Planning	Your	

Presentation

▶	3hours

1）  Different types of presentations
•		We	will	review	the	different	types	of	presentations	and	important	considerations	for	

each	of	them.

2）  Planning a presentation
•		We	will	discuss	as	a	group	the	important	aspects	that	need	to	be	considered	

before	writing	a	presentation.

3）  What makes a good 

presentation?
•	We	will	watch	two	presentations	and	evaluate	them.

3.	The	Introduction

▶	5hours

1）  Structure and key expressions 

of the introduction
•		We	will	review	the	basic	structure	and	key	expressions	of	the	introduction.

2）  Getting the attention of the 

audience

•		We	will	go	over	the	importance	of	being	audience	centered	and	how	to	attract	
the	audience’s	attention	at	the	beginning	of	a	presentation.	Additionally	we	will	
watch	effective	examples	of	getting	the	audience’s	attention.

3） Topic vs. point
•		I	will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opic	and	point	of	a	presentation	and	the	

importance	of	the	presenter	understanding	this	difference.

4）  Introduction writing practice
•		The	participants	will	practice	writing	the	introduction	of	a	presentation	using	what	

they	have	learned	in	this	module.

4.	The	Body

▶	5hours

1） Signposting
•		We	will	learn	about	signposting	and	how	to	effectively	use	it	in	giving	a	

presentation.	Participants	will	practice	writing	transitions.

2） Describing visuals •		We	will	learn	how	to	verbally	describe	slides	and	positions	on	a	slide	in	English.

3）  Describing movement and 

trends

•		Participants	will	learn	key	expressions	and	grammar	points	related	to	describing	
movement	and	trends	in	English.

5.	The	Conclusion

▶	2hours

1）  Structure and key expressions 

of the conclusion
•	We	will	review	the	structure	of	the	conclusion	and	practice	key	expressions.

2）  Strategies for an effective 

conclusion

•		We	will	discuss	effective	ways	to	end	a	presentation	and	watch	some	sample	
conclusions.

3） Writing the presentation
•		The	class	will	have	time	to	write	their	presentation	that	will	be	delivered	at	the	end	

of	the	course.

6.	Making	a	
Presentation

▶	2hours

1） Presentation
•		The	participants	will	make	a	presentation	in	front	of	the	class.		Each	participant	

will	be	given	an	individual	evaluation	of	their	presentation,	including	ways	to	
improve.

	7.	The	Wrap-up

▶	1hour

1） Resources for the future
•		I	will	go	over	a	number	of	useful	resources,	including	websites	and	books	for	

improving	one’s	presentation	skills.

2） Presentation videos •		I	will	give	the	participants	the	videos	of	the	presentations	they	made	in	class.

3） Final Comments •	I	will	make	some	concluding	comments	about	the	course.

교육시간 3일 20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64만원 / 비회원  70만원] / [2인 이상 - 60만원 / 비회원  6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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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7 17-19 25-27

Cours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teach the participants the structure, useful expressions and techniques 

for making presentations in English. By writing and giving a presentation, the participants will build their 

confidence in giving presentations in English.

Course Concept This course is built around the ideas that one can greatly improve his or her presentation ability by 

increasing one’s awareness about the way one delivers a presentation and learning key expressions 

to giving presentation in English.  To these ends, the participants will watch video of themselves 

giving a presentation and receive feedback as to how to improve the delivery of their presentations.  

Additionally, the participants will learn and practice useful expressions related to making presentations 

in English. By focusing on these two items, the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improve their ability in giving 

presentations in English.

Course 

Expectation

 Participants will:

• Gain confidence in giving presentations in English.

•  Learn and use a wide range of essential expressions and skills for making effective presentations.

• Practice making a presentation in class.

Target Audience • Managers, team leaders and individuals who want to improve their English presentation skills.

Geography Of 

Course

English for Presentations

Key
Expressions

Effective 
Techniques

Classroom 
practice

+
Feedback

Improved 

Presentation 
Skills



475474

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글
로

벌
비

즈
니

스
 영

어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Course	Overview

▶	0.5hour

1） Introductions
•		The	participants	will	introduce	themselves	to	each	other	as	an	icebreaking	

exercise.

2） What is expected •	I	will	go	over	the	expected	outcomes	of	the	course.

3）  Description and benefits of the 

course
•	I	will	give	a	brief	description	of	the	course	and	its	content.

	2.	Understand	What	

Negotiation	Is

▶	1hour

1）  Strategies for negotiating •		We	will	look	at	the	most	common	negotiating	strategies.

2）  Types of approaches 
•		Participants	will	learn	about	various	approaches	to	negotiating,	including	the	

interest	based	approach.

3）  Overall goals •	The	participants	will	review	the	overall	goals	for	negotiating.

3.	The	Seven	

Stages	of	

Negotiating

▶	1hour

1）  Identifying each stage •		We	will	look	at	the	seven	stages	of	negotiation.

2） Objectives for each stage •	We	will	go	over	the	objective	for	each	stage	of	the	negotiation.

3）  Expressions to use in each 

stage
•		We	will	learn	and	practice	various	expressions	for	each	stage	of	the	negotiation.

	4.	Case	Studies

▶	2hours
1）  Examples of negotiation

•		The	participants	will	look	at	some	examples	of	negotiations	and	analyze	them	

based	on	what	they	have	learned.

5.		Negotiation	Role	

Play

▶	2hours

1） Planning strategies
•		The	participants	will	receive	information	on	their	negotiation	and	plan	their	

strategy.

2） Meeting the other side •		Participants	will	meet	their	negotiation	partners	and	begin	the	mock	negotiation.

3）  Conduct first round of 

negotiations
•	We	will	role	play	the	negotiation.

	6.	Wrap-up

▶	0.5hour

1） Evaluation of role play •	The	participants	will	receive	feedback	based	on	their	negotiation.

2） Final study tips •	Participants	will	receive	some	final	tips	on	negotiating.

3）  Reference tools and further 

reading list
•		I	will	give	the	participants	a	list	of	websites	and	books	for	further	study.교육시간 1일 7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2만원 / 비회원  48만원] / [2인 이상 - 40만원 / 비회원  4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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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6 18

Cours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professionals build their confidence and learn the skills necessary 

to participate in negotiations in English. The participants will learn both theory and practical negotiating 

tactics in the course. To help increase their confidence, the participant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practice what they learn during class.

Course Concept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business professionals better prepare for negotiations with international 

partners. We will take a mostly practical approach to helping the participants become better negotiators 

by focusing on common expressions and role playing activities.  We will also examine a few different 

theories for negotiations, learn how to prepare for negotiations, and learn about interest-based 

negotiating in this course.

Course 

Expectation

Participants will:

• Learn and practice basic negotiating strategies for negotiating in English.

•  Learn and practice many English vocabulary and expressions specifically related to negotiating. 

•  Practice listening to sample negotiations to more effectively analyze the other side’s position.

• Discuss cultural differences that may impact negotiation techniques and strategies.

Target Audience • Managers, team leaders and individuals who want to improve their negotiating skills.

Geography Of 

Course

Negotiating in English(1 day)
[협상 영어]

Common negotiating Expressions

preparatio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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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Course	Overview

▶	0.5hour

1） Introductions
•			The	participants	will	introduce	themselves	to	each	other	as	an	icebreaking	

exercise.

2） What is expected •	I	will	go	over	the	expected	outcomes	of	the	course.

3）  Description and benefits of the 

course
•	I	will	give	a	brief	description	of	the	course	and	its	content.

	2.	Understand	What	

Negotiation	Is

▶	2hours

1）  Strategies for negotiating •		We	will	look	at	the	most	common	negotiating	strategies.

2） Types of approaches
•		Participants	will	learn	about	various	approaches	to	negotiating,	including	the	

interest	based	approach.

3） Overall goals •	The	participants	will	review	the	overall	goals	for	negotiating.

3.	The	Seven	

Stages	of	

Negotiating

▶	2hours

1）  Identifying each stage •		We	will	look	at	the	seven	stages	of	negotiation.

2）  Objectives for each stage •	We	will	go	over	the	objective	for	each	stage	of	the	negotiation.

3）  Expressions to use in each 

stage
•	We	will	learn	and	practice	various	expressions	for	each	stage	of	the	negotiation.

	4.	Case	Studies

▶	3.5hours

1）  Analyze various examples of 

negotiation

•		The	participants	will	look	at	some	examples	of	negotiations	and	analyze	them	

based	on	what	they	have	learned.

2） Role play •	Participants	will	role	play	various	aspects	of	a	negotiation.

3） Evaluation of role play •	The	participants	will	receive	feedback	on	the	role	play	activity.

5.	Language

▶	2hours

1）  Expressions for key skills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key	expressions	for	different	parts	of	a	negotiation.

2） Practice •	Participants	will	practice	the	expressions.

6.	Planning	a	

Negotiation

▶	3hours

1）  Pre-planning for role play •		The	participants	will	receive	information	on	their	negotiation.

2）  Create BATnA, strategies •	Participants	will	create	their	BATNA	and	plan	their	strategy	for	the	negotiation.

	7.	Case	Study

▶	2hours
1）  negotiation role play

•		The	participants	will	role	play	a	negotiation	situation	given	to	them	by	their	

instructor.

8.	Wrap-up

▶	1hour

1） Evaluation of role play •	The	participants	will	receive	feedback	based	on	their	negotiation.

2） Final study tips •	Participants	will	receive	some	final	tips	on	negotiating.

3）  Reference tools and further 

reading list
•	I	will	give	the	participants	a	list	of	websites	and	books	for	further	study.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4만원 / 비회원  60만원] / [2인 이상 -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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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4 16-17

Cours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professionals build their confidence and learn the skills necessary 

to participate in negotiations in English. The participants will learn both commonly used expressions 

and practical negotiating tactics in the course. To help increase their confidence, the participants will 

have many opportunities to practice what they learn during class.

Course Concept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business professionals better prepare for negotiations with international 

partners. We will take a mostly practical approach to helping the participants become better negotiators 

by focusing on common expressions and role playing activities. We will also examine a few different 

theories for negotiations, learn how to prepare for negotiations, and learn about interest-based 

negotiating in this course.

Course 

Expectation

 Participants will:

• Learn and practice basic negotiating strategies for negotiating in English.

• Learn and practice many English vocabulary and expressions specifically related to negotiating. 

• Practice listening to sample negotiations to more effectively analyze the other side’s position.

• Discuss cultural differences that may impact negotiation techniques and strategies.

Target Audience • Managers, team leaders and individuals who want to improve their negotiating skills.

Geography Of 

Course

Negotiating in English(2 days)
[협상 영어]

Common negotiating Expressions

negotiating Strategy & Tactics

preparation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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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Introduction

▶	0.25hour

1）  Introductions •			The	participants	will	introduce	themselves	to	the	class	as	an	icebreaking	exercise.

2） Course expectations •		We	will	go	over	the	expected	outcomes	of	the	course.

3）  Description and benefits of the 

course
•		I	will	explain	the	content	and	basic	structure	of	the	course	and	its	benefits.

2.	Review	of	Formal	

&	Professional	

English

▶	0.5hour

1）  Audience and tone
•		We	will	look	at	the	importance	of	being	audience	centered	in	our	writing	and	how	

tone	relates	to	business	emailing.

2） Formal expressions •		Participants	will	review	the	difference	between	formal	and	less	formal	expressions.

3.	Introductions

▶	2hours

1）  Introducing yourself, your boss 

and your company

•		Participants	will	learn	how	to	formally	introduce	themselves	and	their	boss	and	will	

practice	introducing	themselves	and	others.

4.	Delivering	Your	

Boss’s	Message:	

Reported	

Speech	

▶	1hour

1）  Statements, requests and 

questions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about	and	practice	various	expressions	related	to	

reported	speech	that	they	would	use	in	the	course	of	their	job.

5.	Telephone	

English

▶	1hour

1）  Answering the phone and 

taking messages
•		Participants	will	practice	answering	the	phone	and	taking	messages	in	pairs.

2） Calling and leaving messages •		The	participants	will	practice	making	phone	calls	and	leaving	messages	in	pairs.

3） Scheduling and reservations •		We	will	review	common	expressions	for	making	reservations.

4） Telephone expressions •		We	will	go	over	a	list	of	common	expressions	for	using	the	telephone.

6.	Email

▶	1.5hours

1） Email structure •		We	will	review	the	basic	structure	and	expressions	related	to	business	emails.

2） Scheduling via email •		Participants	will	practice	writing	an	email	to	arrange	a	meeting.

3） Formal expressions for emails •		We	will	go	over	numerous	useful	expressions	for	formal	business	emails.

7.	Global	Etiquette

▶	0.5hour

1） Protocol •		Participants	will	learn	about	protocol	standards.

2） Dos and Don’ts
•		We	will	discuss	and	review	a	list	of	behaviors	and	actions	to	avoid	in	certain	

situations.

8.	Conclusion

▶	0.25hour

1）  Final study tips •		I	will	give	the	participants	final	study	tips	for	improving	their	business	English.

2） Course feedback •		I	will	give	the	class	general	feedback	on	the	course.

3）  Reference tools and further 

reading

•		I	will	introduce	the	participants	to	useful	websites	and	books	to	help	them	

continue	to	improve	their	English	ability.

교육시간 1일 7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2만원 / 비회원  48만원] / [2인 이상 - 회원  40만원 / 비회원  4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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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Cours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provide secretaries with English that will be helpful for their job.

Course Concept This course is designed around the idea that secretaries need to use English both on the phone and 

for emails. The participants will learn practical vocabulary and expressions related to these two topics. 

Additionally, participants will practice introducing themselves and others in business related situations and 

work on using reported speech, which they will use delivering their boss’s message.

Using workbook exercises and simulated situations the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improve both their 

confidence and ability.

Course 

Expectation

Participants will:

• Gain confidence using English.

•  Learn and use numerous useful expressions related to using the telephone and writing emails.

• Be able to introduce themselves, their company and others in English.

Target Audience • Secretaries who want to improve their business English.

Geography Of 

Course

Essential Secretary English
[필수 비서영어]

TelephoningCommunication

Email Writing

Essential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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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English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Course	Overview

▶	0.5hour

1） Introductions
•		The	participants	will	introduce	themselves	to	the	class	as	an	icebreaking	

exercise.

2） Course expectations •	I	will	go	over	the	expected	outcomes	of	the	course.

3）  Description and benefits of the 

course
•		I	will	give	a	description	and	general	overview	of	the	content	of	the	course.

	2.	Greetings	&	

Introductions

▶	1hour

1）  Professional ways to greet 

clients
•		We	will	look	at	the	best	ways	to	greet	our	clients.

2）  Introducing yourself to a client •	Participants	will	learn	and	practice	expressions	for	introducing	themselves.

3） Social business meetings
•		We	will	look	at	how	to	introduce	ourselves	and	conversation	starters	for	

social	business	situations.	

3.	Movement	&	Trends

▶	1.5hours

1）  Expressions for describing 

movement and trends

•		Participants	will	learn	key	expressions	and	grammar	points	related	to	

describing	movement	and	trends	in	English.

2） Graphs
•		We	will	practice	using	the	expressions	that	we	learned	to	describe	various	

graphs.

3） Stock prices •	The	participants	will	practice	describing	trends	related	to	stock	prices.

4.	KOSPI	&	KOSDAQ

▶	1.5hours

1）   Describing the KOSPI 

Describing the KOSDAQ
•		Participants	will	learn	and	practice	expressions	for	describing	the	KOSPI.

2）  Factors that influence each of 

them

•	We	will	learn	and	practice	expressions	for	describing	the	KOSDAQ.

•		We	will	look	at	th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both	the	KOSPI	and	the	

KOSDAQ.

	5.	Financial	Reporting

▶	1hour

1）  The introduction
•		Participants	will	review	the	important	aspects	of	the	introduction	of	a	financial	

report.

2） Reporting structure •	We	will	go	over	the	standard	structure	of	a	financial	report.

3） Concluding the report •	The	participants	will	review	how	to	write	a	conclusion.

6.	British	&	American	

Financial	Expressions

▶	1hour

1）  understanding the vocabulary
•		We	will	look	a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ritish	and	American	financial	

terms	and	expressions.

2） utilizing the vocabulary •	Participants	will	practice	using	the	different	terms.

7.	Conclusion

▶	0.5hour

1） Final study tips
•		I	will	give	the	participants	final	study	tips	for	improving	their	finance	related	

English.

2） Course feedback •	I	will	give	the	class	general	feedback	on	the	course.

3）  Reference tools and further 

reading

•		I	will	introduce	the	participants	to	useful	websites	and	books	to	help	them	

continue	to	improve	their	English	ability.	

교육시간 1일 7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2만원 / 비회원  48만원] / [2인 이상 - 회원  40만원 / 비회원  4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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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3

Course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course is to build confidence, fluency and effectiveness in using English related 

to finance, especially related to describing the stock market and financial reporting.

Course Concept This course is designed to increase the participants’ confidence and ability to use English related to 

finance. Through learning new expressions, having the opportunity to practice these expressions in 

class and receiving correction the participants will increase their confidence and ability. This course 

will cover a number of topics: describing graphs and trends, the KOSPI and KOSDAQ and financial 

reporting. 

Course 

Expectation

 Participants will:

• Discuss the latest market trends and movements.

• Review essential information about the stock market.

• Learn useful and common expressions related to finance.

• Have an opportunity to practice what they learn in class.

Target Audience • Managers, team leaders and individuals who want to improve their English related to finance.

Geography Of 

Course

Essential Financial English
[필수 금융영어]

Formal 
Introductions

Financial 
Reporting

The 
KOSdaQ

British & 
american
Financial 
Terms

describing 
Movement
and Trends

The 
KOSpI

Classroom 
practice &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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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Course	Overview

▶	1hour

1） Course expectations and 

description
•	We	will	review	what	the	participants	should	expect	to	get	out	of	the	course.

2） Self-introduction and delivery •	I	will	go	over	the	structure	and	benefits	of	the	course.

	2.	Understand	What	

Sales	Is

▶	1hour

1） What is sales? •	We	will	look	at	what	sales	means

2） Sales mindset change •	We	will	look	at	how	to	look	at	sales	and	salespeople.

3.	Building	Effective	

Relationships

▶	2hours

1） How to build good 

relationships quickly
•	We	will	learn	what	skills	you	need	to	develop	good	relationships	with	people.

2） The importance of listening 

skills
•	We	will	look	at	how	to	be	a	better	listener	and	why	that’s	important.

3） Paraphrasing and validating •	We	will	review	how	to	paraphrase	and	validate	what	a	speaker	is	saying.

4.	Sales	Introductions

▶	2hours

1） The importance of sales 

introductions
•	We	will	look	at	why	sales	introductions	are	important.

2） Talking about self, company, 

and product/service

•	We	will	learn	how	to	properly	introduce	yourself,	your	company,	and	your	

product.

•	Participants	will	practice	how	to	properly	ask	questions.

	5.	The	Needs	

Assessment

▶	3hour

1） Asking good questions •	We	will	look	at	how	to	ask	proper	questions

2） Identifying issues, priorities, 

and needs.
•	We	will	learn	how	to	identify	a	prospect’s	issues,	priorities,	and	needs.

3） Asking questions practice
•	Participants	will	practice	how	to	ask	questions	to	find	out	what	a	prospect	

wants.

6.		The	Presentation

▶	1hour

1） Summarizing a sales meeting •	We	will	learn	how	to	summarize	what	was	said	in	a	sales	meeting.

2） AIDA and presenting features 

and benefits

•	We	will	look	at	what	AIDA	is	and	how	to	present	the	features	and	benefits	of	

a	product	or	service.

7.	Handling	Objections

▶	3hour

1） Common objections •	We	will	look	at	common	objections	that	prospects	have	for	not	buying.

2） Overcoming objections
•	We	will	learn	how	to	overcome	the	objections	and	concerns	that	prospects	

have	during	a	sales	meeting.

3） Overcoming objections 

practice
•	Participants	will	get	a	chance	to	practice	overcoming	objections.

8.	Closing	The	Sale

▶	2hour

1） Closing the sale techniques •	We	will	learn	techniques	for	how	to	close	a	sale.

2） Buying signals •	We	will	look	at	buying	signals	that	a	prospect	might	give	you.

3） Following up •	We	will	learn	how	to	follow	up	with	a	client	after	the	sale.

9.	The	Wrap-up

▶	1hour

1） Final study tips •	I	will	give	the	participants	final	study	tips	for	improving	their	sales	skills.

2） Reference tools •	I	will	give	the	participants	a	list	of	websites	for	further	study.

3） Final comments •	I	will	make	some	concluding	comments	about	the	course.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4만원 / 비회원  60만원] / [2인 이상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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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7-28 23-24

Cours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teach the participants sales skills in English. By learning about the 

various steps in the sales cycle and useful techniques for each step, the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make better sales and be more confident about selling not only to an international audience, but also 

in Korea.

Course Concept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alespeople and business professionals with the know-how and tactics 

to more effectively prepare for and close sales deals. We will cover each stage of the sales cycle in 

great detail to help the participants become better salespeople by focusing on how and when to use 

each stage. 

Course 

Expectation

 Participants will:

• Gain confidence in sales. 

• Learn and use a wide range of sales tactics and strategies to be more effective in sales.

• Practice using sales techniques in class.

Target Audience • Sales people, marketing team employees, team leaders, and individuals who want to learn and 

improve their sales skills.

Geography Of 

Course

Sales Skills In English
[영어 세일즈 스킬]

Improved
Sales
Skills

Essential 
Skills

Classroom
Practice

Feedback

Effective
Techniques

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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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History

▶	0.5hour

1） Japanese Occupation •	We	will	review	the	impact	this	had	on	Korean	modern	history.

2） Korean War •	Participants	will	learn	about	the	effects	of	the	Korean	War	on	modern	Korea.

3） Development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about	the	effects	modern	development	had	on	Korean	

business	culture.

4） Chaebol •	We	will	look	at	the	importance	the	Chaebol	has	had	on	business	in	Korea.

	2.	Structure	&	

Hierarchy

▶	2hours

1）  Titles •		We	will	review	the	standard	titles	in	a	Korean	company.	

2） Business cards •		Participants	will	learn	and	practice	how	to	properly	exchange	business	cards.	

3） Chain of command •	I	will	go	over	the	usual	chain	of	command	in	a	Korean	office.

4） Constant restructuring •		We	will	look	at	the	practice	of	constant	restructuring	in	many	Korean	companies.

5） Group vs. individual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about	group	vs.	individual	dynamic	in	Korean	offices.	

3.	Communication	

Styles

▶	2hours

1） Direct vs. indirect 
•		Participants	will	learn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direct	and	indirect	

communication	in	the	Korean	office.

2）  High vs. low context culture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high	context	and	low	

context	cultures	and	how	it	affects	communication.

3） Body language •		We	will	look	at	the	importance	of	body	language	in	communicating	with	Koreans.

4） Korean language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some	Korean	words	essential	to	understanding	Korean	

office	culture.

5） Computers and software •	We	will	look	at	common	software	found	in	Korean	offices.

	4.	Social	Aspects

▶	2hours

1） Overtime and weekends 
•		Participants	will	learn	about	Korean	attitudes	toward	overtime	and	working	on	the	

weekend.

2）  Workshops and training
•		We	will	look	at	the	different	kinds	of	workshops	and	training	that	occur	at	Korean	

companies.

3） Meals •		The	participants	will	learn	about	Korean	table	manners	for	business	situations.

4） Events and celebrations
•		We	will	look	at	potential	events	that	the	participants	might	be	expected	to	attend	

and	what	to	expect	at	them.

5） Gifts •	I	will	go	over	the	practices	of	gift	giving	in	Korean	business	situations.

5.		Conclusion

▶	0.5hour
1）  Question and answer session

•		The	participa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ask	the	instructor	questions	about	

working	in	Korea.

교육시간 1일 7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2만원 / 비회원  48만원] / [2인 이상 - 40만원 / 비회원  4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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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4

Course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help non-Korean employees in Korea adjust to working in Korea, 

in particular, certain aspects of office life. This course has been created to ease the foreign worker’s 

transition into the Korean workplace and significantly reduce the probability of miscommunication and 

misunderstanding, thus leading to a better performing employee. 

Course Concept In this course, participants will learn the unique elements of Korean workplaces. Once understanding 

how a Korean work environment differs from ‘western’ offices, course participants will know how 

to integrate into this new environment and become more productive employees. Although primarily 

lecture-based, this course will provide opportunities for interaction between the instructor and the 

participants and between participants themselves.

Course 

Expectation

Participants will:

• Learn the intricacies of the Korean work environment.

• Understand how to work within the parameters of the Korean work environment.

• Become a more productive employee in Korea.

Target Audience •  Employees who are new to working in Korea and who could use training and orientation for 

working in a Korean work environment.

Geography Of 

Course

Navigating the Korean Workplace
[외국인 직원, 한국직장에서 성공하기]

navigating the Korean Workplace
Social 

aspects

What To 
Expect

Business
Etiquette

Communication
Styles

Korean 
attitudes

about Work

Structure
&

Hierarchy

Workplace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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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Introduction	to	Online	
Research	in	Business	
English

▶	0.25hour

1）  Instructor’s and Prticipants’ introductions
2）  Course description, Instructor’s expectations

•			The	instructor	will	begin	with	a	self-introduction	and	will	move	to	an	icebreaker	
activity	for	the	participants	to	get	to	know	each	other	better.

2.	Knowledge:	the	
Basics	of	Online	
Research	for	
Business

▶	0.75hour

1）  Research Task: business fact-checking •	 Participants	will	do	a	set	of	quick	research	exercises	to	test	their	fact-checking	skills.		

2）  Review of research methodology (discussion)
•	 	Participants	will	also	review	a	set	of	Google-specific	research	techniques	that	can	make	

research	faster	and	more	efficient.	In	addition,	they	will	learn	about	Bloom’s	Taxonomy	of	
Cognition.

3）  Research Task: crediting sources (avoiding 
plagiarism)

•	 	Participants	will	practice	citing	online	sources	properly,	and	will	learn	how	to		avoid	
plagiarism.

	3.	Comprehension:	
the	Art	and	
Science	of	
Presenting	and	
Interpreting	Data	

▶	0.75hour

1）  Research Task: interpreting, presenting, and 
paraphrasing business-related information 
(restating facts in one’s own words)

•	 	Participants	will	choose	one	research	task	(from	among	three)	that	involves	interpreting	and	
explaining	data.	They	will	do	the	research,	then	present	their	findings	and	cite	sources.

2）  Research Task: comparing and extrapolation 
(tracking trends) 

•	 	Participants	will	choose	one	research	task	that	involves	making	comparisons	and/or	
extrapolating	trends.

3）  Review of research methodology (discussion)
•	 	As	a	class,	the	instructor	and	the	participants	will	review	and	discuss		the	research	methods	

they	learned	and	used	in	this	module.

	4.	Application:	
Using	Information	
in	New	Business	
Scenarios	

▶	0.75hour

1）  Research task: How can  we make this 
product better? Researching customer 
opinions, competitor info, etc.

•	 	Participants	will	select	one	research	task	from	among	three,	with	the	purpose	of	improving	a	
product	or	service.

2）  Research task: Reprioritizing business aims 
(Case study: Microsoft’s shift to emphasize 
browsers in the 1990s)

•	 	Participants	will	relive	the	famous	history	of	Bill	Gates’s	reorientation		of	Microsoft’s	priorities	
from	software	to	the	Internet.	They	will	gather	evidence	in	an	attempt	to	convince	a	
hypothetical	Mr.	Gates	of	the	need	for	Microsoft	to	refocus	its	aims.

3）  Review of research methodology (discussion)
•	 	Together,	the	instructor	and	participants	will	review	and	discuss	the	research	methods	

learned	in	this	module.

	5.	Analysis:	
Understanding	
Parts	and	
Relationships	

▶	1.25hours

1）  Research Task:assessing  the competition’s 
product  vs. ours

•	 	Participants	will	do	research	to	compare	Korean	and	foreign	products.

2）  Research Task: comparing company flow 
charts

•	 	Participants	will	research	and	compare	corporate	flow	charts,	analyzing	strengths	and	
weaknesses	in	corporate	structure.

3）  Research Task: fun topic
•	 	This	section	involves	a	“free”	research	topic.	The	point	of	this	exercise	is	comparative	analysis.	

The	participant	can	choose	what	to	research,	and	will	present	his	or	her	findings	to	the	class.

4）  Review of research methodology (discussion) •	 	The	class	will	review	and	discuss	the	research	methods	learned	and	used	in	this	module.

	6.	Synthesis:	Being	
Creative	with	
Business-related	
Research

▶	1.25hours

1）  Research Task: gathering  information for 
creative marketing

•	 	After	a	quick	summary	of	research	techniques	and	cognitive	strategies		learned	up	to	now,	
participants	will	do	research	to	formulate	a	creative	marketing	strategy.

2）  Research Task: gathering  information for 
creative product design

•	 	Participants	will	do	research	with	an	eye	toward	creating	new	and	innovative	products.

3）  Research Task: gathering  information for 
creative employee motivation

•	 	This	exercise	will	ask	participants	to	do	research	into	ways	to	improve	quality	of	life	at	the	
company	by	implementing	creative	motivational	strategies.

4）  Review of research methodology (discussion)
•	 	Participants	will	review	and	discuss	the	research	techniques	learned	and	applied	in	this	

module.

	7.	Evaluation:	
Making	Crucial	
Judgments	and	
Forging	Ahead

▶	1.25hours

1）  Research task: Should we invest?
•	 	This	first	task	involves	determining,		through	research,	whether	it	would	be	worthwhile	to	

move	ahead	with	a	certain	large	project	(a	solar	updraft	tower).	Participants	will	research	the	
concept	and	come	to	an	executive	decision.

2）  Research task: Are we moving in the wrong 
direction?

•	 	Participants	will	do	research	and	offer	advice	to	a	restaurateur	who	is	wondering	whether	to	
change	her	approach	to	her	menu.

3）  Research task: What makes this product the 
best product?

•	 	Participants	will	perform	a	comprehensive	product	comparison	to	determine	which	product	is	
the	best,	and	why.

4）  Review of research methodology (discussion) 
•	 	Participants	will	review	and	discuss	the	research	methods	learned	and	applied	during	this	

module.

8.	Conclusion

▶	0.75hour

1）  FInAL RESEARCH TASK (OMnIBuS): 3 
Questions

•	 	Participants	will	engage	in	three	research	tasks	that	will	require	them	to	use	all	the	previous	
cognitive	and	research	skills	they	have	learned	over	this	course.		

2）  A summary of online- research methods learned 
in this course (discussion)

•	 	Participants	will	discuss	the	concepts	and	methods	they	learned	during	this	course.

3）  A race to find the answer
•	 	Finally,	a	race:		participants	will	see	who	is	fastest	at	determining	the	answer	to	a	bit	of	

Hollywood	trivia.

교육시간 1일 7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2만원 / 비회원  48만원] / [2인 이상 - 40만원 / 비회원  4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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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7 30

Course 

Objective 

By the end of the seven-hour course,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do the following online-research tasks 

in business English:

•  track down facts and fact-check the veracity of various business-related arguments and articles

• gather and interpret information necessary for a business presentation

• apply data found through research to new business scenarios

• analyze the results of online research for business purposes

•  synthesize (i.e., creatively integrate) information from two apparently different data sets to determine 

correlations and previously hidden relationships for business purposes

• use online-research data to make evaluative determinations (e.g., “Should our company proceed with 

this plan, given what we know about the current business climate?”)

Course Concept Performing online research in business English is a valuable skill. Participants in this course will learn 

research skills according to the skills’ respective levels of cognitive sophistication. To this end, the course 

will follow Bloom’s Taxonomy of Cognition: knowledge (memorize), comprehension (restate/interpret), 

application (use facts  in new situations), analysis (divide into rationally related parts), synthesis (creatively 

integrate, establish new interrelationships, etc.), and evaluation (make judgments based on all previous 

levels of cognition). Specific business-related skills to be learned include fact-checking, crediting sources 

(and avoiding plagiarism), framing research questions, data analysis, information synthesis, and using 

news portals, social networks, search engines, and other sites for research. NB: most of this course will 

concentrate on the English-speaking Internet and will thus be applicable to international business.

Course 

Expectation

Participants will:

• learn the various purposes for business-related online research.

• learn and review several online-research methods.

• understand what online sources are appropriate for what business-related research.

• integrate the principles and techniques of online research learned in this course.

Target Audience •  Individuals who wish to hone their online-research skills to be more persuasive in a business context.

Geography Of 

Course

Persuading with Evidence
[분석 및 기획을 위한 해외자료 리서치 기법]

Evaluation

Synthesis

analysis

Application

Comprehension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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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경력 컨설턴트 양성

교육시간 2일 14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2만원 / 비회원  48만원] / [2인 이상 - 회원  40만원 / 비회원  46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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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27-28 24-25 7-8

과정목적 본 과정은 취업·경력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에게,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 ·계획·지도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취업·경력 컨설팅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초기면담법과 조율·설정하는 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컨설팅을 위한 개인보유역량과 직업요구역량 파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제시된 도구 중 적합한 방

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및 면접 단계에서 주의할 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취업·경력 컨설팅 한 결과물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취업·경력 컨설팅 장면에서 필요한 일련의 지식·스킬·태도에 대해 마스터 할 수 있습니다. 

• 취업·경력 컨설팅 장면에서 고객을 주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컨설팅 프로세스에 맞춘 준비-분석-활동-보고 단계 학습을 통해 컨설팅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NCS(국가직무표준) 채용 컨설팅 내용과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 • 대학이나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상담 담당자

• 취업 및 경력 컨설팅을 준비 하시는 분

학습구조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취업·경력	

컨설팅	

	 준비단계

▶	1시간

1） 취업·경력 컨설팅 분야 현 

모습
•	취업·경력	컨설팅	분야의	현	실태와	향후	모습을	확인한다.

2） 취업·경력 컨설팅 

초기면담
•	취업·경력	컨설팅	범위	설정을	위한	초기면담	시	주의점을	정리한다.

3） 취업·경력 컨설팅 

범위설정
•	취업·경력	컨설팅	범위를	조율하고	설정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2.	취업·경력	

컨설팅	

	 분석단계

▶	4시간

1） 개인(고객) 특성·역량 분석
•	도구들을	활용하여	개인의	특성과	보유역량을	파악한다.		(직업심리검사,	직무역량모델,	

성격,	직업	가치관,	직업선호도	등)

2） 직업요구역량 수집·분석
•	개인(고객)이	희망하는	직업·직장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직업정보·

고용정보·직무능력표준·채용	공고문	등)

3.	취업·경력	

컨설팅	

	 활동단계

▶	8시간

1） 서류전형

•	(NCS	기반)	입사지원서의	구성요소와	주의점을	파악한다.

•	서류전형	관련(직무경력기술서,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작성	등)시	주의점과	요령을	

이해한다.

•	필기시험의	유형(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이해한다.

2） 면접전형 •	면접시험의	유형(PT,	개별면접,	토론	등)과	요령에	대해	이해한다.

4.	취업·경력	

컨설팅	

	 보고단계

▶	1시간

1） 취업·경력 컨설팅 

결과도식화
•	취업·경력	컨설팅	보고서	양식을	제시하고	양식	작성의	유의점에	대해	이해한다.

2） 취업·경력 컨설팅 보고서 

작성
•	명확한	의미전달이	포함된	보고서	작성의	포인트를	파악한다.

취업·경력
컨설팅

준비단계

취업·경력
컨설팅

분석단계

취업·경력
컨설팅

활동단계

취업·경력
컨설팅

보고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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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상담의

	 이해

▶2시간

1） 상담 정의
•	기억에	남는	각자의	학생(내담자)	상담	사례를		공유한다.

•	사례퀴즈를	통해	상담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파악하고,	상담에	대한	정의를	확인한다.

2） 상담 유형 •	사례실습을	통해	자신의	습관적	상담유형을	파악한다.

2.	상담시

	 변화단계

▶	4시간

1） 변화단계 중요성

•	변화단계에	따른	상담접근법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변화단계를	제시하고,	학생(내담자)의	모습에서	어느	변화단계에	있는지를	포착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2） 변화단계 별 목표·전략

•	’전	숙고	단계’의	목표	및	효과적인	전략과	비효과적	전략을	이해한다.(라포형성·공감·

반영적	경청	기법활용)

•	‘숙고단계’의	목표	및	효과적인	전략과	비효과적	전략을	이해한다.(열린질문·인정하기·

직면하기	기법활용)

•	’결심/준비단계’의	목표	및	효과적인	전략과	비효과적	전략을	이해한다.	(성공시각화,	

행동정상화	기법활용)

•	’실행단계’의	목표	및	효과적인	전략과	비효과적	전략을	이해한다.	(구체적	피드백,	롤모델	

정하기	기법활용)

3.	상담	진행

▶	2시간

1） 사례실습

•	제시된	사례(진로·학습·적응	등의	문제를	가진	학생	상담	사례)를	가지고	변화단계에	

맞춘	상담을	연습한다.

•	자신이	상담한	내용에	대한	축어록을	작성하고	분석한다.

•	교수의	피드백을	받고,	재점검	한다.

2） 개인과제 실습

•	각자	실습하고	싶은	개인사례를	설정하고,	변화단계에	맞춘	상담을	연습한다.

•	자신이	상담한	내용에	대한	축어록을	작성하고	분석한다.

•	교수의	피드백을	받고,	재점검	한다.

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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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8 27 9

과정목적 본 과정은 대학의 교수들이 상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절차를 학습함으로써 학생들과 원활한 상담을 수행하

는데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상담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파악하고 바람직한 정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 변화단계에 따른 상담접근법의 중요성과 각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에 적합한 효과적 전략과   

비효과적 전략을 구분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맞춰 적합한 상담 스킬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학생들의 변화수준에 맞는 체계적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지도와 훈계가 아닌 진정한 상담의 자세와 스킬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단순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 이론적 배경을 갖춘 상담기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이론과 실습의 병행으로 바로 학교 상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진로·학습·학교적응 등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담하고자 하는 교수님

학습구조

교수를 위한 학생상담 스킬향상

상담 시

변화 단계

실행

전 숙고

결심/준비

숙고

상담!
자신있어요!

상담
이해

상담
진행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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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1일 8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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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5 28 16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액션러닝	

	 제대로	알기

▶	3시간

1） 액션러닝 이해

•	액션러닝의	형태와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	액션러닝	프로세스와	제반	양식에	대해	이해한다.

•	액션러닝의	바람직한	과제와	피해야	할	과제를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2） 액션러닝 프로세스 적용
•	과제선정-문제의	원인분석-해결방안-실행계획의	프로세스에	대해	이해한다.

•	액션러닝	적용	교육과정	사례를	공유한다.

2.	액션러닝		

실전

▶	1시간

1） 다양한 액션 러닝 

교수법의 활용

•	문제중심학습(PBL),	프로젝트학습,	역할극(RP),		프로그램학습,	시뮬레이션학습	등에	대해	

올바로	이해한다.

•	자신에게	적합한	교수법을	선택하여	실습을	통해	이해한다.

3.	참여형		 	

교수기법

▶	2시간

1） 다양한 참여형 교수법

•	NCS	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별	교수법	추천	사항과	교수법	선정	check-list에	대해	

이해한다.

•	활용	가능한	참여형	교수	기법에	대한	특징과준비사항을	파악한다.

2） 학습상황에 맞게 교수법에  

변화주기

•	학습과제를	부여하고	교수기법에	변화를	주는	방법을	연구한다.

•	강의방식에서	참여형	수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3） 참여형 교수법의 구사

•	전체토의,	그룹토의	기법을	구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수	스킬을	실습방식으로	

이해한다.

•	학습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교수기법	구사	스킬을	이해한다.

4.	학습촉진		

SPOT	구사

▶	2시간

1） 학습촉진과 SPOT기법 

개요

•	수업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학습촉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의	발생	과정과	학습촉진의	시기에	

대해	파악한다.

•	학습촉진을	도모하는	방법과	학습분위기	활성화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이해한다.

2） 학습촉진과 SPOT기법 

실전

•	수업	초기에	학습자들간/교육과정에	대한	어색함을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한다.	

•	주제별	또는	상황별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촉진	기법들을	파악한다.	

•	수업	종료	시	학습내용을	정리하며	여운을	남길	수	있는	멋진	마무리	기법을	찾아낸다.

과정목적 본 과정은 교수자로 하여금 학습목표와 취지를 살리면서 적극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한 교수법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액션러닝의 개요, 용도, 프로세스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액션러닝에 준하는 다양한 교수기법의 활용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참여형 교수법과 학습 상황에 맞춰 교수법에 변화를 주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습니다.

• 교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학습촉진 기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수업운영 시 학습자들에게 상황맞춤형 교수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교수자의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한 TIP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기본개념 강의·액션러닝 사례 탐구·본인의 참여식 교수법 공유 등 다양한 학습기법을 활용하여 학습효

과를 극대화합니다. 

교육대상 • 교육현장에서 학습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이끌어 내고 싶은 모든 교수자

학습구조

Action Learning과 참여식 교수법

 학습자 
중심의 

professor

  액션러닝         
실전

학습촉진 
SPOT구사

액션러닝 
제대로 알기

참여형 
교수기법

T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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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1일 7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29만원 / 비회원  35만원] / [2인 이상 - 회원  28만원 / 비회원  33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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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 26 2

과정목적 본 과정은 NCS 교육과정의 평가방법·평가영역·평가요소 등의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들의 능력향상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교육과정의 품질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교육과정 분석을 통하여 교과목의 평가방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의 성취수준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평가체계에 따른 평가도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완성된 평가체계와 평가문항을 바탕으로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NCS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나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평가계획을 바탕으로 정확한 평가와 피드백을 실시하여 학습자의 능력과 교육과정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와 평가요소, 평가항목을 직접 설계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평가계획서, 진단평가서, 직무능력평가서 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서식을 직접 구성하고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NCS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평가하는 교·강사 

학습구조

NCS 교육과정 평가관리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NCS	기반	

교육과정		

분석

▶	2시간

1） 교과목 분석

•	교육목표,	능력단위,	지식/기술/태도	등	교과목분석을	실시한다.

•	평가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분류하여	도출한다.

•	각	평가방법의	활용방법과	적용분야에	대해	파악한다.

2） 평가방법 설정
•	사례를	통해	적절한	평가방법을	찾아본다.

•	능력단위의	평가방법을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정한다.

2.	평가체계

	 수립

▶	2시간

1） 평가체계 구성
•	평가영역,	평가내용,	평가분야,	평가시기,	평가	지침	등	평가체계에	필요한	요소를	확인한다.

•	평가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한다.

2） 평가체계 수립
•	교과목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완성한다.

•	각자의	평가체계를	공유하고	피드백한다.

3.	평가문항

	 개발

▶	2시간

1） 평가요소 도출
•	능력단위요소와	지식/기술/태도를	분석하여	평가요소를	확인한다.

•	평가요소의	성취수준을	확인한다.

2） 평가문항 개발
•	평가방법에	적합한	평가문항을	개발한다.

•	평가문항의	적합성을	확인한다(상호	테스트).

4.	평가계획	

	 수립

▶	1시간

1） 평가계획 수립
•	완성된	평가체계와	평가문항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한다.

•	평가계획을	바탕으로	평가계획서와	직무능력평가서를	작성한다.교과목
분석

평가체계
수립

평가문항
개발

평가계획
수립

평가
실시

•	교육목표

•	능력단위요소

•	K.S.A.

•	성취	수준

•	평가	방법

•	평가영역

•	평가내용

•	평가항목

•	평가분야

•	평가시기

•	평가지침	

•	수행준거

•	K.S.A.

•	평가	방법

•	평가계획서

•	직무능력평가서

•	진단평가서	

•	평가결과서

•	미	이수자	관리방안

B
E

S
T



훈련기관인증평가
3년인증 우수기관

NCS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기업/기관

Advanced

Intermediate

Basic

AC 역량평가 전문가 양성 역량기반(DC) 관리자 능력개발

DC Facilitator 양성

역량기반 면접위원 양성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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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N
C
S

기
업

/기
관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역량과	역량면접

▶	3시간

1） 전통적 면접과 역량면접 •	전통적	면접과	대비하여	역량중심	면접의	의의와	효과성을	파악한다.

2） 역량면접 개요와 구성요소
•	역량면접의	구성요소로서	역량	–	평가기법	–	면접	절차	–	면접위원의	체계적	

구조를	확인하고	구성요소별	주요	내용을	파악한다.

3） 면접위원 역할과 필요역량 •	면접위원으로서	역할과	필요역량을	이해한다.

2.	경험과	면접과		

상황면접

▶	5시간

1） 경험면접 기법과 Skill의 

발휘

•	경험면접의	이론적	기반과	행동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론을	파악한다.

•	STAR	기법을	활용하여	완전한	행동사례를	찾아	내고	실습을	통해	이를	익힌다.

2） 구조화된 면접 질문과 

후속질문
•	효과적인	면접질문	(행동질문,	후속질문	등)을	만들어	내고	실습을	통해	익힌다.

3） 상황면접 기법과 Skill의 

발휘

•	상황면접이	적합한	역량,	상황면접의	질문구조와	활용Skill을	파악하고	실습을	통해	

익힌다.

3.	면접	Process와	

면접	Guide	활용

하기

▶	3시간

1） 면접 Process와 면접 

가이드 활용

•	면접가이드를	활용하여	면접준비	–	실시-	후속조치의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일과	

면접진행	방법을	파악한다.

2） 관찰 기록과 시간관리 •	관찰내용의	기록과	면접	시간관리	등	면접을	통제하며	Lead해	가는	방법을	익힌다.

3） 면접 시 대면 Skill 의 발휘
•	면접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Rapport	형성	등의	대면	Skill을	발휘한다.

•	면접	종합	실습을	통해	경험면접과	상황면접을	익히고	개선점을	찾아간다.

4.	발표면접과		

토론면접

▶	3시간

1） 발표면접 기법과 Skill
•	발표와	토론면접에	효과적인	역량들을	파악한다.

•	발표면접의	구조와	면접	평가방법을	이해한다.

2） 토론면접 기법과 Skill •	토론면접의	구조와	평가방법을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익힌다.

5.	면접자료와		

평가와	통합

▶	2시간

1） 자료통합의 의의 •	면접결과를	통합하고	Consensus를	통한	평점부여의	의의를	찾는다.

2） 면접자 미팅과 평점합의 •	면접자료의	분류에서	최종	평점부여까지의	단계	별	방법론을	익힌다.

3） 면접의 신뢰성과 타당성 

유지

•	평가와	통합	실습을	통해	면접자간	자료통합	방법을	익히고	면접	신뢰성과	타당성을	

유지한다.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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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16-17 2-3 11-12 27-28 6-7

과정목적 본 과정은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면접기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지원자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를 할 수 있

는 면접위원을 양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역량중심 면접의 구조와 면접위원의 역할, 면접 Process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역량면접의 대표적인 기법으로서 경험면접과 상황면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평가역량에 따라 발표와 토론면접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지원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평가, 통합함으로써 최적의 인재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우리조직에 맞는 최적의 인재를 선발, 유지함으로써 경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면접자원을 조직내부에 보유함으로써 선발 시스템의 효과성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선발 Process 전체를 통하여 역량 profile을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활용함으로써 선발의 정확성과 일관성

을 유지합니다.

•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지원자 정보를 체계적 면접 Guide와 다양한 면접기법을 활용하여 정확히 수집하

고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 면접과 선발 Process에서 선발 오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 • 채용 면접을 예정하는 면접위원·관리자

• 채용 기획 및 운영관련 인사부문 담당자

학습구조

역량기반 면접위원 양성

역량
Profile

경험
면접

상황
면접

발표
면접

토론
면접

최적인재
선발

역량면접
이해하기

평가와
통합

면접오류 극복 면접 Skill 면접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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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AC	기반

	 역량평가		

개요

▶	4시간

1） 역량평가 개요
•	역량평가에	관한	내용을	파악한다.
•	HA	활용사례를	공유한다.

2） 연습과제 •	HA	평가에서	활용되는	시뮬레이션의	종류와	연습	방법을	파악한다.

3） 역량 Dimension
•	HA에서	활용되는	역량	Dimension의	개념을	파악한다.
•	제시되는	역량	Dimension의	내용을	암기한다.

4） 전문평가자의 역할
•	전문평가자의	역할을	파악한다.
•	평가자의	유의사항과	관찰,	기록	요령을	파악한다.
•	평가상황에	적용되는	관찰기록	양식을	숙지한다.

2.	역할연기		

평가	 	

	 (RP:	Role	Play)

▶	4시간

1） 역할연기평가 지침
•	역할연기평가의	지침을	파악한다.
•	피평가자	자료를	파악한다.

2） 역할연기평가 연습
•	피평가자	역할을	수행하는	참가자를	선정하고	시뮬레이션	연습을	실시한다.
•	평가자	역할	수행자는	지침에	따라	관찰행동을	기록하고	평가한다.
•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피드백
•	실습	수행	후	개인별	소감을	공유한다.
•	교수가	제공하는	개별	피드백과	종합	피드백을	공유한다.

3.	사례연구		

/분석발표		

평가
	 (AP:	Analysis	

&	resentation)

▶	4시간

1） 분석발표평가 지침
•	분석발표평가의	지침을	파악한다.
•	피평가자	자료를	파악한다.

2） 분석발표평가 연습
•	피평가자	역할을	수행하는	참가자를	선정하고	시뮬레이션	연습을	실시한다.
•	평가자	역할	수행자는	지침에	따라	관찰행동을	기록하고	평가한다.
•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피드백
•	실습	수행	후	개인별	소감을	공유한다.
•	교수가	제공하는	개별	피드백과	종합	피드백을	공유한다.

4.	서류함과제	

	 평가
	 (IB:	In	Basket)

▶	6시간

1） 서류함과제평가 지침
•	서류함과제평가의	지침을	파악한다.
•	피평가자	자료를	파악한다.

2） 서류함과제평가 연습
•	피평가자	역할을	수행하는	참가자를	선정하고	시뮬레이션	연습을	실시한다.
•	평가자	역할	수행자는	지침에	따라	관찰행동을	기록하고	평가한다.
•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피드백
•	실습	수행	후	개인별	소감을	공유한다.
•	교수가	제공하는	개별	피드백과	종합	피드백을	공유한다.

5.	집단토의		

평가
	 (GD:	Group	

Discussion)

▶	4시간

1） 집단토의평가 지침
•	집단토의평가의	지침을	파악한다.
•	피평가자	자료를	파악한다.

2） 집단토의평가 연습
•	피평가자	역할을	수행하는	참가자를	선정하고	시뮬레이션	연습을	실시한다.
•	평가자	역할	수행자는	지침에	따라	관찰행동을	기록하고	평가한다.
•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피드백
•	실습	수행	후	개인별	소감을	공유한다.
•	교수가	제공하는	개별	피드백과	종합	피드백을	공유한다.

6.	평가종합		

및	보고

▶	2시간

1） 종합평정 회의와 보고
•	종합평정의	의미와	방법을	파악한다.
•	평정지침과	회의에	대해	파악한다.
•	평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를	파악한다.

2） 실무적용
•	어세서	양성과정을	학습한	개인별	소감을	공유한다.
•	실무현장에서	적용하는데	필요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종료한다.

교육시간 3일 24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4만원 / 비회원  60만원] / [2인 이상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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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13-15 부산 17-19 26-28 21-23

과정목적 본 과정은 평가센터(AC: Assessment Center) 기법에 따라 역량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평가전문가

(assessor)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센터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구성원의 선발, 승진, 육성에 필요한 평가기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서류함 처리(IB), 사례연구 분석 발표(AP), 역할연기(RP), 그룹토의(GD) 등의 기법을 적용하는 평가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역량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내부 인재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 개인적으로 역량평가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행동과학에 기초를 둔 평가센터 개념에 따라 객관적 인재평가 기법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 실제 평가상황에 가깝도록 연습장면을 연출하고, 실습 결과를 기록, 피드백 함으로써 학습자가 평가 역할

을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전적 과정입니다.

• 대한민국 최초로 평가전문가 양성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한 한국능률협회의 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현장감 

있는 사례와 최고의 강사진을 제공합니다.

교육대상 • 역량평가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조직의 인사·교육 부서의 실무자·관리자

• 조직에서 역량평가 전문 평가자로 활용할 인재

• 전문 평가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희망자

학습구조

AC 역량평가 전문가 양성

역량평가
방법론

시뮬레이션 별
평가 연습

평가 미팅 및
결과보고 연습

전문적
평가자

역할수행

사례연구
분석발표

역할연기 그룹토의
서류함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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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기
관

교육시간 2일 16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49만원 / 비회원  55만원] / [2인 이상 - 회원  47만원 / 비회원  52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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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15-16 7-8 부산 19-20 7-8

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역량과	역량

개발

▶	2시간

1） 스펙에서 역량으로 •	스펙	중심에서	역량(직무능력)	중심으로	변화하는	경영관리	패러다임을	이해한다.

2） 역량과 역량 Model
•	학습	전	자기역량을	진단한다.

•	역량의	개념과	구조,	유형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례로	조직의	역량	모델을	확인한다.

3） 역량평가(AC) Vs. 

역량개발 (DC)
•	역량평가(AC)와	기법들,	이와	연계한	역량개발(DC)	개념과	의의,	방법론을	파악한다.

4） 관리자의 핵심역량 •	K-역량	모델을	바탕으로	관리자의	역량	프로파일을	분석한다.

2.	업무	역량		

개발하기

	 (사례연구	기법	

-	AP	활용)

▶	4시간

1） 사례연구(AP) 과제 실습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례연구	기법의	특성과	평가	역량,	수행	방법을	이해하고	과제를	

수행한다.

2） 발표와 피드백
•	수행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며	토의한다.

•	평가역량	별로	피드백을	나누고	역량	강화의	필요부분을	확인한다.

3） 업무역량 강화 방법과 

학습 영역
•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과	향후	학습영역,	로드맵을	제시하고	토론한다.

3.	관계	역량

	 개발하기
	 (역할연기	기법			

-	RP	활용)

▶	4시간

1） 역할연기 (RP) 과제 실습
•	대인	업무상황과	관련하여	역할연기(RP)	기법의	특성,	평가	역량,	수행	방법을	이해하고	

과제를	수행한다.

2） 수행결과 상호 공유와 

피드백

•	수행과정을	관찰,	평가하며	관찰결과를	공유하고	토의한다.

•	평가역량과	연계하여	개인별	피드백을	나누고	역량	강화의	필요부분을	확인한다.

3） 관계역량 개발 방법과 

학습영역
•	관계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과	향후	학습영역을	제시하고	현업적용을	위한	계획을	구상한다.

4.	관리	역량

	 개발하기
	 (서류함	기법

		 -	IB	활용)

▶	5시간

1） 서류함 (IB) 과제 실습
•	관리상황과	관련하여	서류함(IB)	기법의	의의,	평가	역량,	수행	방법을	이해하고	과제를	

수행한다.

2） 수행결과 상호 공유와 

피드백

•	수행결과를	공유하며	수행	항목별	적절성을	토의한다.

•	평가역량과	연계하여	개인별	피드백을	나누고	역량	강화의	필요부분을	확인한다

3） 관리역량 개발 방법과  

학습영역
•	관리/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방법과	해당	학습영역을	제시한다.

5.	역량	강화	:	

이렇게	합시다

▶	1시간

1） 자신의 역량 피드백 정리
•	자신이	받은	역량	별	피드백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학습	전	자기진단과	비교·분석한다.

•	참가자	별	종합적인	상호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

2） 역량강화 Action Plan 

수립
•	역량강화를	위한	Action	Plan을	수립한다.

과정목적 본 과정은 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역량평가(AC) 방식의 모의과제를 활용하여 진단하고, DC기반 학습방

법론을 활용하여 역량강화 방법과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역량강화 지향점을 선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

로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공·사 조직의 역량평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이해하고 역량중심의 경영관리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사례발표(AP), 역할연기(RP), 서류함(IB)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현재 역량수준을 정확히 평가해 보고 피드

백을 통하여 강화와 개선 영역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스페 중심에서 직무능력 중심으로의 환경변화에 구성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평소 업무 상에서 역량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역량을 관리,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줍

니다.

과정특징 • 역량평가(AC) 방식의 모의과제를 활용한 실천적 학습입니다. 

• 과제실습-상호 피드백-개발영역에 이르는 DC기반 학습방법론을 활용하여 자신의 역량개발 필요 영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별로 역량수준과 개발 필요영역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역량평가를 앞둔 공·사기업의 예비 관리자·관리자

• 역량기반 핵심역량 강화를 준비하는 예비 관리자· 관리자

• 역량기반 육성을 계획하는 부서 담당자 

학습구조

역량평가 기반 (DC) 관리자 능력개발

B
E

S
T

역량진단

과제수행 

피드백

강화계획
서류함

사례
발표

역할
연기

Action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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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DC기반		

	 역량개발	

	 학습개요

▶	4시간

1） DC 기반 역량개발 개요
•	역량평가/개발에	관한	내용을	파악한다.

•	DC	활용사례를	공유한다.

2） 연습과제 •	DC에서	활용되는	시뮬레이션의	종류와	연습	방법을	파악한다.

3） 역량 Dimension
•	DC에서	활용되는	역량	Dimension의	개념을	파악한다.

•	제시되는	역량	Dimension의	내용을	암기한다.

4） DC 전문 FT의 역할

•	전문	FT의	역할을	파악한다.

•	FT의	유의사항과	관찰,	기록	요령을	파악한다.

•	DC	학습상황에	적용되는	관찰기록	양식을	숙지한다.

2.	역할연기		

연습	
		 (RP:	Role	Play)

▶	4시간

1） 역할연기연습 지침
•	역할연기연습의	지침을	파악한다.

•	피평가자(학습자)	자료를	파악한다.

2） 역할연기연습

•	피평가자(학습자)	역할을	수행하는	참가자를	선정하고	시뮬레이션	연습을	실시한다.

•	FT	역할	수행자는	지침에	따라	관찰행동을	기록하고	평가한다.

•	평가결과	피드백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피드백
•	실습	수행	후	개인별	소감을	공유한다.

•	교수가	제공하는	개별	피드백과	종합	피드백을	공유한다.

3.	사례연구		

/분석발표		

평가
	 (AP:	Analysis	

&	Presentation)

▶	4시간

1） 분석발표연습 지침
•	분석발표연습의	지침을	파악한다.

•	피평가자(학습자)	자료를	파악한다.

2） 분석발표 연습

•	피평가자(학습자)	역할을	수행하는	참가자를	선정하고	시뮬레이션	연습을	실시한다.

•	FT	역할	수행자는	지침에	따라	관찰행동을	기록하고	평가한다.

•	평가결과	피드백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피드백
•	실습	수행	후	개인별	소감을	공유한다.

•	교수가	제공하는	개별	피드백과	종합	피드백을	공유한다.

4.	서류함	과제	

	 연습
	 (IB:	In	Basket)

▶	6시간

1） 서류함 과제 연습 지침
•	서류함	과제	연습의	지침을	파악한다.

•	피평가자(학습자)	자료를	파악한다.

2） 서류함 과제 연습

•	피평가자(학습자)	역할을	수행하는	참가자를	선정하고	시뮬레이션	연습을	실시한다.

•	FT	역할	수행자는	지침에	따라	관찰행동을	기록하고	평가한다.

•	평가결과	피드백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피드백
•	실습	수행	후	개인별	소감을	공유한다.

•	교수가	제공하는	개별	피드백과	종합	피드백을	공유한다.

5.	집단토의		

연습
	 (GD:	Group	

Discussion)

▶	4시간

1） 집단토의연습 지침
•	집단토의연습의	지침을	파악한다.

•	피평가자(학습자)	자료를	파악한다.

2） 집단토의연습

•	피평가자(학습자)	역할을	수행하는	참가자를	선정하고	시뮬레이션	연습을	실시한다.

•	FT	역할	수행자는	지침에	따라	관찰행동을	기록하고	평가한다.

•	평가결과	피드백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피드백
•	실습	수행	후	개인별	소감을	공유한다.

•	교수가	제공하는	개별	피드백과	종합	피드백을	공유한다.

5.	종합	피드백	

및	보고

▶	2시간

1） 종합피드백 보고
•	종합	피드백의	의미와	방법을	파악한다.

•	개인별	종합	피드백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를	파악한다.

2） 실무적용
•	DC	FT	양성과정을	학습한	개인별	소감을	공유한다.

•	실무현장에서	적용하는데	필요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종료한다.

교육시간 3일 24시간

교육비용(인당) [정 상 가 - 회원  54만원 / 비회원  60만원] / [2인 이상 - 회원  52만원 / 비회원  57만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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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4-26 19-21 13-15 부산 13-15

과정목적 본 과정은 역량개발센터(DC: Development Center) 기법에 따라 DC기반 학습을 직접 진행하는 전문 퍼실리테

이터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개발)센터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구성원의 선발, 승진, 육성에 필요한 평가 기법과 역량개발 피드백 기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서류함 처리(IB), 사례연구 분석 발표(AP), 역할연기(RP), 그룹토의(GD) 등의 기법을 적용하는 DC기반 학습 

상황에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역량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역량개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내부 인재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 개인적으로 역량평가와 역량개발 퍼실리테이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행동과학에 기초를 둔 개발센터(DC) 개념에 따라 객관적 인재평가 및 육성기법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 실제 평가상황에 가깝도록 연습장면을 연출하고, 실습 결과를 기록, 피드백 함으로써 학습자가 퍼실리테이

터 역할을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전적 과정입니다.

• 대한민국 최초로 평가전문가 양성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한 한국능률협회의 서비스 경험을 토대로 현장감 

있는 사례와 최고의 강사진을 제공합니다.

교육대상 • 역량평가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조직의 인사·교육 부서의 실무자·관리자

• 조직에서 역량개발 전문 퍼실리테이터로 활용할 인재

• DC 전문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희망자

학습구조

DC Facilitator 양성

역량평가/개발
방법론 습득

시뮬레이션 별
학습진행 연습 

종합 피드백
전문적

퍼실리테이터

사례연구
분석발표

역할연기 그룹토의
서류함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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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diate

Basic

3D 프린팅
전문가 양성과정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기획 실무

ITIL(IT infrastructure Library)

NEWNEW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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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강
남

센
터

IT
 -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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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13,15,20,22,27,29 3,5

교육시간 10일 30시간 / 월·수반 : 매주 월/수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90만원

교육일정

모듈 세부내용

1.	Service

			Management
▶	3시간

1) IT 서비스 시장동향

2) ITIL/ITSM 개념 

3) Service Management 프로세스 

2.	Service	Life	cycle

▶	3시간
1) ITIL 5가지 핵심프로세스의 상호연관관계 

3.	Service	Strategy	

▶	6시간

1) IT 서비스 프로세스 

2) IT 서비스 전략 수립 

3) 요구정의 관리 및 재무적 관점의 IT 서비스 

4.	Service	Design

▶	3시간

1) IT 서비스 설계

2) IT 서비스 관리체계 

5.	Service	Transition

▶	6시간

1) IT 서비스전환 프로세스

2) 서비스 운영 및 관리 

3) 프로세스 구성항목, 변화관리 DB, 구성관리, 배포관리 

6.	Service	Operation

▶	3시간
1) IT 서비스 데스크, 이벤트 관리, 사건관리 개념 

7.	Contiual	Service	

				improvement	

▶	6시간

1) IT 서비스 생애주기 개념 

2) IT 서비스 측정 기준 

과정목적 본 과정은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IT환경에 의존하고 있는 때에 IT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호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과정은 조직이 원하는 수준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할 수 있는 

IT 서비스관리 전문 자격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계하였습니다.

ITIL이란?

IT 서비스관리에서 요구하는 주요 프로세스 및 실천 모델 제공, 품질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자

격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IT 서비스관리에 대한 산업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 가장 인기있는 

자격 중 하나입니다. 

ITIL자격사는 조직에서 개선해야 할 분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도우며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 비용

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일조합니다. 

학습목표 • IT Service의 정의, IT Service의 구성요소를 서술할 수 있습니다. 

• Service Stragegy, Service Design, Service Transition, Service Operation, Continual Service improvement

의 상호연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IT Service의 재무 가치 측정을 위한 재무관리를 학습합니다.

• IT Service운영 단계인 서비스 데스크, 이벤트 관리, 사건관리, 청구관리, 문제관리를 이해합니다. 

기대효과 • 국제적인 IT Service 관리 전문가로서 컨설팅 제공과 실무 경험 및 판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조직 내 효과적인 IT 인프라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IT Service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IT Service 제공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과정특징 • 실무에서 IT Service 관리를 위해 적용중인 ITILv3 핵심 이론과 실제 사례에 연계된 실습을 제공하며 

7가지의 시험 영역을 최근 출제경향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대상 • 조직 내 IT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분 

• ITSM에 ITIL 표준을 도입/적용하고자 하는 분 

• ITIL Foundation 자격을 획득하고자 하는 분

학습구조

ITIL(IT infrastructure Library)
자격증 완벽 대비

서비스 관리 및 전략 
서비스 디자인 및 

운영 
IT 서비스 측정

실전 상황에 맞는 실무 기본 예제실습 

ITIL 취득

N
E

W



513512

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강
남

센
터

IT
 -

 일
반

강
남

센
터

IT
 -

 서
비

스
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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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4,16,21,23,28,30 4,6,11,15(토)

교육시간 11일 38시간 / 화·목반 : 매주 화/목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14만원

교육일정

모듈 세부내용

1.	서비스기획	개요
▶	4시간

1) 서비스기획의 특징, 목적, 가치

2) 서비스 기획 시 반영해야 할 기본/필수 요소

3) 서비스기획자의 역할

2.	환경분석

▶	4시간

1) 시장/서비스 환경의 중요성 이해

2) 국내외 트렌드 파악

3) 벤치마킹, SWOT분석

3.	비즈니스	모델	설계

▶	6시간

1) 비즈니스 모델이란

2) 비즈니스 모델 설계 기초 이론

3)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활용

4) 비즈니스 모델 실습

4.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협업

▶	6시간

1) uI, uX, SX의 이해

2) 디자인 씽킹 등 디자인 업무의 이해

3) 린, 애자일 방법론 등 프로그래머의 이해

4)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방법론 및 실습

5.	서비스기획	문서작성

▶	10시간

1) 아이데이션

2) 서비스 컨셉 도출

3) 서비스 전략, 모델의 이해와 실습

4) 정보설계의 이해와 실습

5) uI, uX 중심의 스토리보드 작성

6) 서비스 마케팅의 이해

6.	발표	및	코칭

▶	8시간
1)팀별, 개인별 발표와 코칭

과정목적 본 과정은 모바일·스마트기기를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 기획을 위하여 목표 시장과 산업에 대한 조사부터 

기획서 작성, 관계자간 협업 등 실무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국내외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고, 목표시장과 산업에 대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기획자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기획자로서 작성해야 할 문서작성 노하우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이너와 개발자 등 프로젝트 관계자들과의 원활한 협업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모바일, 스마트디바이스를 포함한 인터넷 기반의 신규 서비스를 시장조사부터 서비스 론칭까지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기획자로서 본인이 해야 할 업무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개발자 등 관계자와의 협업을 위한 체계적

인 산출물 작성방법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서비스기획의 단계별 프로세스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와 실습을 제공해 드립니다.

교육대상 • 서비스 기획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경험하지 못한 주니어 기획자

• 서비스 기획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하려는 시니어 기획자

학습구조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기획 실무

서비스기획
개요 및
환경분석

비즈니스
모델설계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협업방안

서비스기획
문서작성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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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강
남

센
터

IT
 -

 일
반

강
남

센
터

IT
 -

 신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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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4,16,21,23,28,30 4,6,11,15(토)

교육시간 11일 38시간 / 화·목반 : 매주 화/목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14만원

교육일정

모듈 세부내용

1.	3D	프린팅	입문
▶	4시간

1) 3D 프린팅 이해

2) 과정 소개 및 3D 프린팅 개론

3) 3D프린터 소개 및 사용방법

2.	3D	프린팅	관련	산업

▶	6시간

1) 4차 산업혁명의 이해

2) 3D 프린팅 관련 산업의 동향 파악

3) 정부 정책의 현황 및 방향성

4) 다양한 사례 공유

3.	3D	모델링

▶	18시간

1) 3D 모델링의 이해

2) Primitive모델링 소개 및 이해

3) Primitive를 통한 모델링 방법

4) Sketch 이해

5) Sketch 를 통한 Modeling 방법

6) 기타 모델링 방법(123D, 블렌더, 트림블 등)

4.	3D프린터	운용

▶	10시간

1) 출력 및 출력오류 해결방법

3) 전문적인 후처리, 후가공 방법

4) 실제작, 설계검증 및 코칭

과정목적 본 과정은 전기전자, 건설, 의료, 건축, 패션, 주얼리, 제조 등 여러 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3D 프

린팅에 대하여 전반적인 이해와 실습을 통해 3D 프린팅의 전문가로서 역량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

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3D 프린팅에 대하여 시장동향부터 실습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3D 프린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모델, 기술, 마케팅을 위한 기술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3D프린터와 3D스캐너를 활용하여 제품 제작을 실습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3D 프린팅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3D 모델링과 3D스캐너의 실무를 배울 수 있습니다.

• 3D 프린팅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의 이론과 실습을 통해 고속 프로토 타이핑(Rapid Prototyping)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3D 프린팅을 활용한 결과물에 대하여 출력오류, 고급팁, 후처리, 후가공 등의 학습을 통하여  운용실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3D 프린팅에 대한 입문부터 실습까지 전반적인 분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3D프린터를 활용하여 사업의 혁신을 검토하는 사업전략가

•  신 산업, 신기술 분야의 취업 혹은 이직은 준비하는 분

•  전문적인 취미생활을 위하여 3D프린터 활용을 희망하는 일반인

학습구조

3D 프린팅 전문가 양성 과정

3D 프린팅
개요

3D 프린팅과 
관련산업의

이해
3D 모델링

3D 프린터
운용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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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인증평가
3년인증 우수기관

IT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보안

Advanced

Intermediate

Basic

정보보안기사 자격증 대비

CISA
(국제공인 정보시스템감사사)

CISSP
(국제공인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KCISA
(정보시스템감리사)

NEW

NEW

NEWNEW

강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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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강
남

센
터

IT
 -

 일
반

강
남

센
터

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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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13,15,20,22,27,29 3,5,10,12,17,19,24,26 8,10,15,17,22,24,29,31

교육시간 24일 72시간 / 월·수반 : 매주 월/수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80만원

교육일정

모듈 세부내용

1.	정보시스템	감사	프로세스	
▶	14시간

1) 정보시스템 감사 개요 및 프로세스 

2) 위험 분석 및 내부통제 

2.	IT	거버넌스	및	관리	

▶	10시간
1) IT 거버넌스 및 관리 개요 

3.	정보시스템의	획득,	개발	및	

구현	

▶	16시간

1) 프로젝트 관리 및 정보시스템 생명주기

2) 응용통제 및 비즈니스 응용 시스템 

4.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지원

▶	16시간

1)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2) 인프라 및 운영감사

5.	정보자산의	보호	

▶	16시간

1) 정보자산의 보호개요 

2) 인증 관리를 위한 SSO

CISA(국제공인 정보시스템감사사)
자격증 완벽 대비 

과정목적 본 과정은 정보 시스템 감사, 통제 및 보안 실무를 적용하고, 정보 기술 환경에서의 다양한 요구들을 인식

할 수 있는 공인된 국제공인정보시스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CISA란?

CISA는 Certified Information Systems Auditor 의 약자로  ISACA(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보 시스템 감사 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CISA 취득은 정

보시스템 지배, 통제, 보안 및 감사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인정받는것을 

의미하기에 최근 IT 자격증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학습목표 •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정보시스템 감사의 전문기술을 이해합니다. 

• 정보시스템 감사 프로세스와 IT 거버넌스 및 관리를 학습하고 정보시스템 감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정부기관, 대기업, 학교,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 보안이 중요한 환경에서 전산화된 정보를 감사하고 통제

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기업과 금융업체의 감사실, IT 및 경영컨설팅 업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실무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학습자의 이해와 응용을 위한 다양한 예제와 실습을 제공하여 과정 전반에 걸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CISA 의 5가지 시험 영역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5년 이상의 전문적인 IS 감사, 통제, 보증 또는 보안 경력이 있는 실무자 혹은 관리자 

학습구조

정보시스템 

감사 프로세스 

IT거버넌스 및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호

핵심 이론 및 예제 실습 

CISA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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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강
남

센
터

IT
 -

 일
반

강
남

센
터

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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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13,15,20,22,27,29 3,5,10,12,17,19,24,26 8,10,15,17

교육시간 20일 60시간 / 월·수반 : 매주 월/수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50만

교육일정

모듈 세부내용

1.	보안과	위험관리	
▶	8시간

1) 정보보안 개요 및 핵심 원칙 

2) 정보보호 거버넌스 및 기업의 행동양식 

3) 보안인식- 활동/훈련/교육 및 위험 관리 

4) 컴퓨터 윰리 및 범죄 

5) 컴퓨터 범죄 조사 및 컴퓨터 포렌식

2.	자산보안	

▶	8시간

1) 접근통제의 정의 및 주요 개념

2) 접근통제 카테고리와 유형 및 접근통제에 대한 위협

3)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통합 인증 체계

4)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중앙집중형 접근통제

5)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접근통제에 대한 보증

3.	보안엔지니어링

▶	8시간

1) 암호학의 기본 개념 및 용어

2) 암호 시스템 및 키 관리 방식 

3) 암호 알고리즘 및 메시지 무결성 통제 및 디지털 서명

4) 암호해독과 공격 및 암호화의 용도

4.	통신과	네트워크	보안

▶	8시간

1) 물리적 계층

2) 데이터링크 계층 및 네트워크 계층 

3) 전송 계층 및 세션 계층

4) 프레젠테이션 계층 및 스마트폰 기반의 보안 위협 및 대응책

5.	신원과	접근관리

▶	8시간

1) 물리적 보안 개요

2) 건물과 외곽 경계

3) 내부 지원 시스템 및 입구 통제 및 자산 보호

4) 정보보호와 관리서비스 및 기타

6.	보안평가와	검사

▶	7시간

1) 보안 아키텍처의 개요 및 컴퓨터 아키텍처

2) 보안 디자인 컴포넌트와 원칙

3) 보안 제품 평가 방법 및 기준

7.	운영보안

▶	7시간

1) Section 01 보안운영의 개요 및 특권개체 통제

2) 자원 보호 및 운영연속성

3) BCP 프로세스

4) 전략 개발 단계 및 데이터의 복구와 회복

8.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6시간

1) 응용 프로그램 환경에서 보안 위협 및 대책

2) 감사, 보증 메커니즘

3) 웹 응용 프로그램 환경

CISSP(국제공인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자격증 완벽 대비 

과정목적 본 과정은 보안 수행 및 위험분석을 수행하고 정보 기술 환경에서의 시설, 네트워크, 시스템, 정보 보호 등 

다양한 요구들을 인식할 수 있는 공인된 국제공인정보시스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CISSP란?	

(ISC)2에서 주관하는 정보보안 자격 중 하나로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자격증입니다. 각종 유명 매체에서 

1-2위를 하고 있으며 10대 유망 IT 자격증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보보안이 중요한 기업환경에서 CISSP는 보안 인프라구조 분석 능력과 비용 관리, 솔루션 제공 등 정

보보안 전문성을 보증하는 자격증입니다. 

학습목표 • (ISC)2의 개정 기준에 따른 8가지 도메인을 분석합니다. 

• 기업의 보안 현장에서 보안 전문가가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보호 체계를 학습합니다.  

기대효과 • 증가하는 정보보안 수요에 대한 충족과 정보보안 분야에서 공인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대기업, 금융 기관 등 보안이 중요한 환경에서 보안 전문가로서 수행하며 조직의 생존과 경쟁력을 유

지할 수 있습니다. 

• 정보시스템과 정보보안 전문가로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억제에 기여하는 국가적 공인으

로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학습자의 이해와 응용을 위한 다양한 예제와 실습을 제공하여 과정 전반에 걸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CISSP 의 8가지 시험 영역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ISC)2 CISSP CBK의 2개 이상의 도메인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실무자 혹은 관리자 응시자격

• CISSP에 관심있는 분

학습구조

N
E

W

CISSP
취득

보안과
위험관리

핵심 이론 및 예제 실습

보안
엔지니어링

보안 평가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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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강
남

센
터

IT
 -

 일
반

강
남

센
터

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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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13,15,20,22,27,29 3,5,10,12,17,19,24,26 1,8,10,15,17,22,24,29,31 5,7,12

교육시간 28일 84시간 / 월·수반 : 매주 월/수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210만원

교육일정

모듈 세부내용

1.	감리	및	사업관리	
▶	14시간

1) 정보화 관련 법 제도 및 가이드 

2) 감리 관련 법제도 및 조직 관리론 

3) 프로젝트 관리 개념

2.	소프트웨어	공학	

▶	20시간

1) 개발 방법론 및 요구사항 분석 기법 

2) 설계, 구현, 시험 및 유지관리 

3) 소프트웨어 품질 및 아키텍쳐 

3.	데이터베이스	

▶	20시간

1) 데이터 베이스 개념및 설계

2) DBMS 및 데이터베이스 응용

3) 빅데이터 

4.	시스템구조

▶	20시간

1) 아키텍쳐 설계 및 구축 기법 

2) 컴퓨터 시스템 및 통신 시스템 

3) 경영정보 시스템 

5.	보안

▶	10시간

1) 암호 및 보안 프로토콜 기법 

2) 정보보호 관리 개념 및 법규 

KCISA(정보시스템감리사)
자격증 완벽 대비 

과정목적 본 과정은 일반 기업 및 금융업체, 감사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정보시스템 통제와 소프트웨어 품질보증업

무를 담당하는 IS감사사를 양성하고 정보시스템감리사로서의 전문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설계하였습

니다.

KCISA란?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 National Informa tion Society Agency)에서 인정한 정보시스템 통제와 소프트

웨어 품질보증의 국가공인전문 자격증으로 CISA, CISSP 와 더불어 IT 분야에서 인정받는 자격입니다. 

조직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며, 정보시스템에서 감리

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습목표 • 정보화관련 법과 제도 및 감리 관련 법 제도를 기술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베이스 개념 및 설계 방법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구조를 이해하고 아키텍쳐 설계 및 구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정보시스템감리사로서 일반 기업 및 금융업계, 감리 컨설팅 업체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 국내 IT 분야의 최고 수준으로서 대우받으며 수석감리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국방부, 정통부 등 정부기관 및 일반 기업체의 감사부서에서 정보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제와 실습을 제공하여 과정 전반에 걸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KCIA 의 5가지 시험 영역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정보시스템 감리사에 관심이 있는 분 

• 기사 자격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분(응시자격) 

•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정보처리분야의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분(응시자격) 

학습구조

사업관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스템 설계  

및 정보보호

실전 상황에 맞는 실무 기본 예제실습 

KCISA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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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강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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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IT
 -

 일
반

강
남

센
터

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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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2,17,19,24,26 8,10,15,17,22,24,29,31 7,12,14,19,21,26,28 3,5,10,12,17,19 7,9,16

교육시간 30일 90시간 / 월·수반 : 매주 월/수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98만원

교육일정

모듈 세부내용

1.	Linux	
▶	10시간

1) File system & 압축 명령

2) find 명령과 정규식/ 패키지

2.	Programming	

▶	10시간

1) C 언어

2) 배열과 함수/ 구조체 실습 

3.	Network	보안	

▶	20시간

1) OSI 7 Layer & ARP & TCP, uDP

2) TCP 공격 기법과 포트 스캐닝

3) DHCP를 응용한 공격 기법 

4.	Web	보안

▶	20시간

1) 웹 서비스 구조 

2) Front-end/ Back-end 

3 웹 방화벽/ IDS Solution 

4) WAn

5.	Server	보안

▶	20시간

1) 리눅스의 서비스 관리 및 보안 

2) 솔루션을 활용 리눅스 보안

3) 윈도우의 서비스 관리 및 보안 

4) 솔루션을 활용한 윈도우 보안 

6.	Review

▶	10시간

1) 문제 유형 파악

2) 모의고사 문제 풀이

정보보안기사 자격증 완벽 대비

과정목적 본 과정은 국가기술 자격 정보보안기사 양성을 목표로, 자격 취득에 필요한 최신 정보 보안 기술과 시험 

정보를 전달하고, 나아가 보안전문가로서의 실무능력 수준 향상을 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

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리눅스의 특징과 서버 관리자로서 익혀야 할 파일시스템 관리, 디스크 관리, 네트워크 관리 등을 통한 실

무 구성에 이어 사용자 관리를 통한 보안강화에 사용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격 기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공격 기법에 대한 대응방법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 웹 설정 및 소스코드의 문제점과 취약점을 찾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원도우와 리눅스 기반 시스템의 체계적인 보안 절차와 솔루션을 활용한 기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정보보안기사 자격 대비 및 관련 시스템의 구조와 보안기법을 학습함으로써 정보보안기사 자격 시험에 

완벽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조직의 보안정책 집행을 위해 필요한 보안 지식도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보안 실무 이행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안전문가로서의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관리자의 보안관리 역량 제고를 통한 실무능력 수준향상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매 시간 예상문제 풀이와 전체 내용 리뷰를 통해 정보보안기사 자격 취득 대비를 도와드립니다.

• ‘러닝플러스 적용 과정’으로써 학습 전에 사전과제를 제공해 드리고, 학습 후에 온라인 Q&A 서비스

를 제공해 드립니다.

교육대상 • 정보보안기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

• 보안 전문가로서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분

학습구조
취약점 분석 및 보안설정

network Linux Web Server
정보보안기사

자격 취득
완벽 대비

문제 유형 파악 / 모의고사 문제 풀이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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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

Advanced

Intermediate

Basic

빅 데이터 R-HADOOP 분석 실무 빅 데이터 시각화 분석 실무

DAP
(Data Architecture Professional)

파이썬을 활용한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NEWNEW

NEW NEW

빅 데이터(Big Data)
이해와 활용, 분석 방법

강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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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강
남

센
터

IT
 -

 일
반

강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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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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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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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3,18,20,25,27 9,11,16,18,23,25,30 1,8,13,15,20,22,27

교육시간 20일 60시간 / 화·목반 : 매주 화/목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50만원

교육일정

모듈 세부내용

1.	전사아키텍쳐	이해
▶	10시간

1) 전사아키텍쳐 개요 및 정의 

2) 전사아키텍쳐 프레임 워크 및 프로세스 

3) 전사아키텍쳐 정보 구성 정의 및 구축 

4) 전사아키텍쳐 관리 및 활용 

2.	데이터	요건	분석		

▶	10시간

1) 정보 요구사항 개요 및 관리 

2) 정보 요구사항 수집 및 정리 

3) 정보 요구사항 확인 및 검증 

4) 정보 요구사항 상관분석 기법 

3.	데이터	표준화		

▶	10시간

1) 데이터 표준화 개요 및 필요성 

2) 데이터 표준 관리 도구 

3) 데이터 표준화 원칙 정의 

4) 데이터 표준 관리 프로세스 

4.	데이터	모델링	

▶	10시간

1) 데이터 모델링 개요 및 기법 

2) 대이터 모델링 표기법 이해

3) 논리 및 물리 데이터 모델링 

4) 물리 요소 조사 및 분석 

5.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이용

▶	10시간

1)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무결성 설계 

2) 데이터베이스 이용 및 관리시스템 

3) 데이터베이스 성능개선 및 어플리케이션 성능 개선 

6.	데이터	품질	관리	이해	

▶	10시간

1) 데이터 품질 관리 프레임 워크 

2) 표준 데이터, 모델 데이터, 관리 데이터, 업무 데이터 

3)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및 표준 관리 

DAP(Data Architecture Professional)
자격증 완벽 대비 

과정목적 본 과정은 데이터아키텍쳐 구축을 위한 전사아키텍쳐와 데이터품질관리 이론을 제공하며 조직의 데이터에 

관한 모든 구조를 체계화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데이터 아키텍쳐를 양성하고 SQL 튜닝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DAP란?

데이터아키텍처 전문가(DAP, Data Architecture Professional)란 효과적인 데이터아키텍처 구축을 위해 

전사아키텍처와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조직에서 데이터 요건분석,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이용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DAP는 데이터 

아키텍쳐 전문가를 인정하는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써 전사아키텍쳐 및 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한 IT분

야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학습목표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및 요구사항 검증방법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구성요소를 파악합니다. 

• 데이터 표준화 원칙을 수립하고 품질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계획합니다. 

• 데이터베이스를 설계 및 이용하고 성능개선을 수행합니다. 

기대효과 • 데이터아키텍쳐 실무자로서 직무수행하며 전문가로서 개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기업 내에서 데이터분석,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데이터 모델링과 논리 데이터, 물리데이터 모델링 등 DAP 취득을 위한 핵심이론과 출제경향을 반영한 

문제를 제공하며 필기와 실기 시험 영역을 효과적으로 학습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대상 • 조직에서 데이터 모델링을 하거나 교육을 하시는 분

• 데이터 아키텍쳐에 관한 체계 정립이 필요하신 분 

• 데이터아키텍쳐 전문가를 꿈꾸는 분 

학습구조

N
E

W

DAP취득

전사 
아키텍쳐

핵심 이론 및 예제 실습

데이터 표준화 
및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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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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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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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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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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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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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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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3,18,20,25,27 9,11,16,18,23,25,30 1,8,13

교육시간 16일 48시간 / 화·목반  : 매주 화/목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44만원

교육일정

모듈 세부내용

1.	HADOOP
▶	10시간

1) HDFS

2) WordCount

3) Topn

4) CountTrigram

5) Join ID & Title

2.	Inverted	Index		

▶	10시간

1) Map Reduce: StringSort 

2) 검색엔진: CreateESIndex

3) 아마존: Elasticmapreduce ec2 

3.	HADOOP	ECO	System		

▶	10시간

1) §HIVE

2) SQOOP

3) MAHOuT

4.	R-HADOOP

▶	12시간

1) R 프로그래밍

2) R 데이터 구조 및 변형

3) R 그래픽스

4) RHADOOP & RHIPE

5.	Business	Insight	

▶	6시간

1) 빅 데이터 전략 및 활용

2)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과제

빅 데이터 R-HADOOP 분석 실무

과정목적 본 과정은 데이터 분석기술인 R과 하둡(HADOOP) 프로그래밍을 학습하고, R과 하둡(HADOOP)을 결합한 

R-HADOOP을 이용한 분석 뿐 아니라,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빅데이터 전략 및 활용까지 습

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빅 데이터의 플랫폼인 하둡 파일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하둡의 기본에서 고급 그리고 응용 프로그래밍까지 단계별로 직접 해보며 익힐 수 있습니다.

• R 프로그래밍을 학습하고, 빅 데이터에 R을 이용한 데이터분석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ap Reduce의 동작 원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하둡 에코시스템을 이해하고, 하둡과 R을 이용한 분산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 know-how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생성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빅 데이터로부터 비즈니스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여 성과 창출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시스템 관리자가 하둡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지식과 실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하둡 생태계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스템 관리자 또는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

고 이와 관련 있는 실습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분석에 대해 관심이 있는 입문자에게 마이닝에 대한 기초를 다질수 있습니다.

• ‘러닝플러스 적용 과정’으로써 학습 전에 사전과제를 제공해 드리고, 학습 후에 온라인 Q&A 서비스

를 제공해 드립니다.

교육대상 • 대량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및 검색이 필요하신 분

• 빅 데이터 관련 직무자 및 관심 대상자

•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는 리눅스나 유닉스의 배경지식이 있는 학생 및 일반인

학습구조
HADOOP 
System

HADOOP 
기본 개념

이해

Business 
Insight

빅 데이터 

RHADOOP 분석 

능력 향상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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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세부내용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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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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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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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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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8,23,25,30 1,8,13,15,20,22,27,29 4,6,11,13,18,20 8

교육시간 20일 60시간 / 화·목반 : 매주 화/목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50만원

교육일정

모듈 세부내용

1.	데이터	스토리텔링

▶	6시간

1) 데이터 시각화 개요

2) 데이터 스토리텔링

2.	데이터	구조화

▶	6시간

1) Data Parsing and Filtering

2) 시각화 구현

3.	네트워크	그래픽스	

▶	20시간

1) 위치 데이터 시각화

2) D3.js 데이터 연동

3) D3.js 기능 

4) D3.js 레이아웃

5) Choropleth map 구현

4.	3차원	그래픽스

▶	16시간

1) Three.js 데이터 연동

2) 동적 이미지 생성 

3) 텍스트 데이터 표현

4) 위치 데이터 표현

5.	Presentation

▶	6시간

1) 개별 데이터 시각화 과제 발표 

2) Feedback

6.	데이터	시각화	관리

▶	6시간

1) JavaScript 라이브러리 paper.js

2) 데이터 시각화 주제 간담회

빅 데이터 시각화 분석 실무

과정목적 본 과정은 데이터 분석결과를 단순히 표 또는 그래프, 등 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interactive 그래

프, 영상, 3D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여 데이터 소비자의 생각과 행동에 ‘정확하고 유용한’ 영향을 주는 디

자인을 제시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현상의 밀도를 나타내는 Choropleth map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텍스트 데이터를 3차원 공간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 위치 데이터를 3차원 공간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속 인사이트를 자유롭게 다양한 시각적 형태로 본인의 아이디어 그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 know-how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실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데이터를 직접 다뤄보고 표현해 낼 수 있도록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데이터 스토리텔링부터 

시각화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 그래픽 확장성이 높은 시각화 전문 프로그램 processing, D3.js, Three.js를 함께 학습하여 데이터 시

각화를 위한 다양한 개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러닝플러스 적용 과정’으로써 학습 전에 사전과제를 제공해 드리고 학습 후에 온라인 Q&A 서비스

를 제공해 드립니다.

교육대상 • 분석 결과의 다양한 표현방법을 익히고 싶은 데이터 디자이너 및 데이터 분석가

• 데이터 속 인사이트를 다양하게 표현해 내고 싶은 디자인, 미디어 관련 직무 종사자

학습구조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3차원 
그래픽스

데이터 
구조화

네트워크 
그래픽스

개별작품
제작

빅 데이터

시각화 

능력 향상 

N
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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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목적 본 과정은 파이썬(Python)을 활용한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의 기본을 정립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한 

데이터 분석의 실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파이썬의 기본 개념과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테이터 사이언스와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을 구분하고 서술할 수 있습니다. 

•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다양한 실습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알고리즘에 맞게 전처리, 그리고 분석결과를 시각화로 표현할 수 있습

니다.

기대효과 •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 know-how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 금융, 온라인 커머스, 에너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머신러닝을 비즈니스에 적용시

킬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머신러닝의 기초 이론부터 핵심 알고리즘 그리고 다양한 활용사례까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

적인 데이터 수집부터 시각화를 집중적으로 실습할 수 있습니다.

• ‘러닝플러스 적용 과정’으로써 학습 전에 사전과제를 제공해 드리고, 학습 후에 온라인 Q&A 서비스

를 제공해 드립니다.

교육대상 • 비즈니스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싶은 기획, 전략, 영업, 경영직군 종사자

• 파이썬 경험은 있으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데이터 분석에 적용하고 싶은 분

학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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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16,18,23,25,30 1,8,13,15,20,22,27,29 4,6,11,13,18,20 8,10,17,22,24,29,31 5,7

교육시간 30일 90시간 / 화·목반 : 매주 화/목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98만원

교육일정

모듈 세부내용

1.	파이썬(Python)

▶	10시간

1) Anaconda

2) Ipython과 Spyder

3) numpy

2.	데이터	마이닝

▶	6시간

1) Pandas

2) Matplotli

3.	데이터	분석(EDA)

▶	24시간

1) 데이터 확보 방법

2) 데이터 주기성 확인

3) Web Crawling and Parsing 

4) using APIs

5) 데이터 시각화

4.	알고리즘

▶	26시간

1) 머신러닝 알고리즘

2) 회귀분석 알고리즘

3) 분류분석 알고리즘

5.	머신러닝

▶	20시간

1) Scikit-learn 기능

2) 선형 분류를 이용한 붓꽃 판별

3) SVM 얼굴 이미지 인식 

4) 데이터의 주성분 추출

6.	자연어처리	및	텍스트	마이닝	

▶	4시간
1) Support Vector Machine

파이썬을 활용한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전문가

Python

알고리즘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EDA

실습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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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빅	데이터의	

▶	14시간

1) 빅 데이터의 정의 및 특징

2) 빅 데이터의 활용방안

•	빅	데이터의	정의를	수립한다.

•	빅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한다.

•	빅	데이터의	특징을	분석한다.

•	빅	데이터의	저장송을	파악한다.

•	빅	데이터의	생태계를	분석한다.

•	빅	데이터의	사례를	토의한다.

2.	데이터	분석주기

▶	8시간

1)  빅 데이터의 분석 주기 

단계별 학습

•	빅	데이터	분석	소개를	진행한다.

•	빅	데이터	분석	시	고려	사항을	파악한다.	

3.	기초	통계	및	데이터	

마이닝

▶	6시간

1) 기초 통계

•	귀무	가설/대립	가설	등	기초를	점검한다.

•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실습한다.

•	Regression을	실습한다.

•	Clustering을	실습한다.

•	Decision	Tree를	실습한다.		

4.	R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실습

▶	12시간

1)  R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방법

•	R	언어를	이해한다.

•	R의	데이터	타입을	이해한다.	

•	R을	이용한	데이터	평균/최솟값/최댓값/중앙값	구하는	법을	실습한다.	

•	Plot	그리는	법을	실습한다.	

5.		하둡의	이해	및	하둡	

설치

▶	12시간

1)  하둡 파일시스템 동작 

원리 및 하둡 설치

•	하둡을	파악한다.	

•	하둡의	특징	및	제약	사항을	파악한다.

•	하둡의	구성요소를	분석한다.

•	하둡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	하둡	설치하는	법을	실습한다.		

6.	맵	리듀스와	하둡의	

생태계

▶	8시간

1)  맵 리듀스의 동작 원리 및 

생태계의 이해 및 실습

•	맵	리듀스의	개념을	파악한다.	

•	맵	리듀스를	실습한다.

•	하둡	생태계	개념에	대해	분석한다.	

•	하둡	생태계를	파악한다.

과정목적 빅 데이터에 대한 정의 및 필요성에 대해 이해합니다.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둡 생태계를 이해

하며, R 언어를 이용하여 빅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구상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빅 데이터의 정의를 정립합니다.

• 빅 데이터 플랫폼인 하둡 파일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R을 이용해 빅 데이터 분석합니다.

• Map Reduce의 동작 원리를 설명합니다.

• 하둡 생태계를 설명합니다.

기대효과 • 빅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실무의 다양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시스템 관리자가 하둡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지식과 실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하둡 생태계에 대해 관심이 있는 시스템 관리자 또는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와 관련 있는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분석에 대해 관심이 있는 입문자에게 마이닝에 대한 기초를 다져 줄 수 있습니다.

• 빅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빅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회사원 (리눅스/유닉스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시스템 관리자

•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는 리눅스나 유닉스의 배경지식이 있는 학생 및 일반인

학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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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4,29,31 7,12,14,19,21,26,28 3,5,10,12,17,19 7,9,16

교육시간 20일  60시간 / 월·수반 : 매주 월/수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50만원

교육일정

빅 데이터(Big Data) 이해와 활용, 분석 방법

빅 데이터
활용

빅 데이터의 이해
R을 이용한 기초 통계 
연습 및 데이터 마이닝

하둡 및 하둡 생태계 
구축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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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20,22,27,29 4,6,11,13,18,20 1,3,8,10,17,22,24,29,31 5,7,12,14,19,21

교육시간 26일 78시간 / 화·목반 : 매주 화/목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95만원

교육일정

모듈 세부내용

1.	파이썬(Python)

▶	4시간

1) Python 기본 이해

2) Python 흐름 제어

2.	Django	&	ORM	(1)

▶	20시간

1) Django & uRL Resolver

2) Django MTV

3) ORM

4) QuerySet 

3.	Django	&	ORM	(2)

▶	20시간

1) View & Template

2) Form & Admin

3) Static files & Test 자동화

4) Middleware

5) Pystagram 구현

4.	운영	관리

▶	16시간

1) Error & logging

2) Signal & Celery

3) Template filter & tag

5.	사용성	개선	및	배포	

▶	18시간

1) Bootstrap3

2) AJAX

3) AWS

4) Server S/W Test

과정목적 본 과정은 파이썬(Python)과 장고(Django)을 활용한 개발의 기본을 다지고, 실무에서 요구되는 웹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 그리고 서버 배포까지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파이썬의 개념을 이해하고 흐름제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장고의 기본 개념과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ORM의 개념을 이해하고, QuerySet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Form과 Admin의 설정을 이해하고, 관리도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Test 자동화 하고 Middleware 및 Pystagram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현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파이썬과 장고 웹 서비스 개발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테스트 자동화, 배포 자동화 구현과 서버 배포를 실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파이썬을 활용한 웹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관리 know-how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파이썬과 장고 웹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서비스 개발에 그치지 않고 AWS를 활용한 서버 배포까

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 매 시간 과제를 선정하여 매 강의 시작 전 코드 리뷰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할 점들을 지도해 드립니다.

• '러닝플러스 적용 과정’으로써 학습 전에 사전과제를 제공해 드리고 학습 후에 온라인 Q&A 서비스

를 제공해 드립니다.

교육대상 • 파이썬에 관심이 있는 분

• 테스트 자동화, 배포 자동화 등 실제로 구현해보고 싶은 분

• 보다 많은 파이썬(Python)과 장고(Django) 기반의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개발자

학습구조

파이썬을 활용한 웹 서비스 개발 실무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Django 
& ORM

파이썬
(Python)

운영관리
사용성
개선

파이썬

웹 서비스 

개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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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14,19,21,26,28 3,5,10,12,17,19 7,9,16,21,23,28,30 4,6,11,13,18,20

교육시간 26일 78시간 / 월·수반 : 매주 월/수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95만원 

교육일정

모듈 세부내용

1.	Java	언어	및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	20시간

1) Java 언어 기본

2)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2.	Android	소개

▶	4시간

1)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 구축

2) 안드로이드 배포 설정 

3.	UI

▶	20시간

1) Layout 

2) Activity

3) Intent

4) SQLite

4.	Android	기본	구성

▶	20시간

1) SharedPreferences

2) Broadcast Receiver

3) Service

4) Content Provider

5.	서비스

▶	10시간

1) Google Firebase

2) 위치기반

3) 사운드

6.	Application	Market

▶	4시간
1) Google Play Store 등록

과정목적 본 과정은 Android Platform 기반의 Application을 개발하려는 개발자에게 Java Programming 의 기본을 

정립하고 Application 개발 전문가의 필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하

였습니다.

학습목표 • 객체 지향 언어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 주요 UI 아키텍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주요 Java API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안드로이드 앱 구조와 클라우드·위치기반 활용하여 오픈 API 의 안드로이드 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Android Platform 기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현업에서 Android Application 운영 관리자 및 구축 Project Manag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Java 언어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부터 기초를 다질 수 있으며,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Android 

Application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러닝플러스 적용 과정’으로써 학습 전에 사전과제를 제공해 드리고 학습 후에 온라인 Q&A 서비스

를 제공해 드립니다.

교육대상 • Java Programming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분

• Android Platform 기반의 Application을 개발하려는 개발자

• Android Application 운영 관리자 및 구축 Project Manager

학습구조

안드로이드 앱 개발 실무  

Android
App uI

프로그래밍 
언어 습득

Android
App

Service
Android

Application

개발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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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6,11,13,18,20 8,10,17,22,24,29,31 5,7,12,14,19,21,26,28 12,17,19,24,26

교육시간 26일 78시간 / 화·목반 : 매주 화/목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95만원 

교육일정

모듈 세부내용

1.	IOS

▶	16시간

1) 프로그래밍 언어

2) 자료구조론 및 데이터베이스

3) 네트워크 및 보안

4) 버전관리

2.	Objective-C

▶	20시간

1) 자료구조 및 객체지향

2) 함수 및 Coding

3) Project 실습

4) 함수와 객체 및 클래스 

3.	IOS	프로그래밍	

▶	20시간

1)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2) uI/uX

3) 화면 전환과 user defaults

4) Memory 관리 

5) 네트워크와 Table view 

4.	Team	Project

▶	22시간

1) 프로젝트 기획

2) Team Project 관리

3) 중간 발표 & Feedback

4) 프로젝트 마일스톤 점검

5) 최종 발표 & Feedback

과정목적 본 과정은 Apple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Application 개발의 기본을 다지고, 실무에서 요구되는 Objective-C

나 Swift 언어를 중심으로 개발에서 유지보수 관리까지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IOS 프레임워크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UI를 이루는 구성요소들에 관하여 분석하고, 화면 구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모델-뷰-컨트롤러 패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UI/UX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화면전환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User defaults를 사용하여 사진을 저장하며 불러오는 방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명령어들과 화면전환 및 멀티 뷰 컨트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메모리 관리와 네트워크 및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Table view에 대한 예외처리를 이해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팀 프로젝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정교화시켜 Application을 퍼블리싱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현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iOS 개발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Objective-C로 개발된 소스의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IOS 개발자가 되기 위한 기초부터 실무 테크닉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동안의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협업능력 및 현업 적응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 '러닝플러스 적용 과정’으로써 학습 전에 사전과제를 제공해 드리고 학습 후에 온라인 Q&A 서비스

를 제공해 드립니다.

교육대상 • iOS 개발자로 취업 준비하는 컴퓨터 공학도

• 개발자로 이직을 준비하는 기획자나 디자이너

학습구조

IOS 개발 실무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Objective
-C

iOS의
이해

iOS 
프로그래밍

Team
Project iOS 개발

실무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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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자바언어	소개

▶	6시간

1) 자바소개 및 환경설정

2) 자바응용프로그램 실습

3) API 문서 사용방법

•	자바	언어의	특징,	장점	및	환경설정을	실습한다.

•	자바	어플리케이션과	애플릿	실습한다.

•	API	문서	설치	및	사용방법을	실습한다.

2.	연산자와	제어구조

▶	10시간

1)식별자와 키워드

2) 자바 자료형

3) 연산자

4) 제어구조

•	자바의	식별자와	키워드를	분석한다.

•	기본형과	레퍼런스형	구분과	특징을	실습한다.

•	연산자의	종류와	기능을	실습한다.

•	제어	구조의	종류와	기능을	실습한다.	

3.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	30시간

1) 객체와 클래스 개념

2) 상속

3) 오버라이딩/오버로딩

4) 추상클래스/인터페이스

5) 내부클래스

6) 예외처리

•	객체와	클래스의	개념	및	특징	이해/클래스	설계를	실습한다.

•	상속의	기본	개념과	활용방법을	실습한다.

•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의	개념과	특징,	활용방법을	실습한다.

•	추상클래스,	인터페이스	개념과	목적,	활용방법을	실습한다.

•	내부	클래스의	종류	및	목적,	사용형태를	실습한다.

•	예외처리	필요성과	사용법을	실습한다.

4.	GUI	프로그래밍

▶	8시간

1) SWInG 소개

2) SWInG 컴포넌트실습

3) 레이아웃 매니저

4) 이벤트 처리

•	GUI	컴포넌트	소개,	SWING	특징과	차이점을	실습한다.

•	각종	SWING	컴포넌트의	사용	방법	및	UI	작성한다.

•	레이아웃	매니저의	종류와	특징,	사용방법을	실습한다.

•	작성된	UI에	이벤트	적용을	실습한다.

5.	스레드

▶	8시간

1) 프로세스/스레드 소개

2) 스레드 작성실습

3) 스레드 응용프로그램 작성

•	프로세스와	스레드	개요를	실습한다.

•	스레드	작성	방법	및	실습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	스레드	적용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한다.

6.	입출력

▶	8시간

1) 자바 입출력 개요

2) 스트림 실습

3)  입출력 응용 프로그램 

작성

•	스트림	개요	및	종류,	기능을	실습한다.

•	각종	스트림	실습	예제를	실습한다.

•	입출력	적용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한다.

7.	JDBC	프로그래밍

▶	8시간

1) JDBC 개요 및 API

2) JDBC 2.0 / 3.0 실습

3) JDBC 응용프로그램

•	JDBC	소개	및	드라이버	설치,	API를	소개한다.

•	JDBC	2.0	/	3.0을	적용시킨	응용프로그램을	실습한다.	

•	종합	JDBC	응용프로그램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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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17,22,24,29,31 5,7,12,14,19,21,26,28 12,17,19,24,26,31 2,7,9,16,21

교육시간 26일 78시간 / 화·목반 : 매주 화/목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95만원 

교육일정

과정목적 본 과정은 학습자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과 응용 방법 등에 대해 익히고, 응용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실질적인 실무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실습과 예제를 통해 다양하고 효율

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객체지향 언어의 개념과 특징, 장점을 이해하고 이를 프로그램 작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Oracle 공인 자격인 OCJP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기술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객체지향 개념을 처음 접하는 학습자에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와 사용법을 확실히 

이해시키기 위해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예제와 실습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추후 고급 자바 

프로그래밍 과정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교육대상 •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처음 학습하려는 초보자

• 기존의 절차지향 언어를 사용했던 프로그래머

학습구조

Java Programming 기초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가능

uI / Event / 
Thread

객체지향
기본지식

습득
DB 연동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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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Spring	개요

▶	16시간

1) Spring Framework 개요

2)  Spring Framework 

구성모듈

3) 환경 구성

4) Spring Container 

•	Enterprise	Application	Architecture를	이해한다.

•	Spring	Framework	등장배경	및	특징을	이해한다.

•	프로그램	설치	및	환경설정을	실습한다.

•	Spring	Framework	구성모듈을	이해한다.

•	Spring	Application	작성	및	Container를	실습한다.

•	Configuration	file	작성을	실습한다.

2.	Spring	DI	

▶	8시간

1) DI 개요

2) Injection 종류

3) Auto-Wiring

•	DI	개요를	이해한다.

•	Constructor	Injection을	이해한다.

•	Setter	Injection을	이해한다.

•	Auto-Wiring을	이해한다.

3.	Spring	AOP

▶	8시간

1) JSP 기초

2) 내장 객체

3) JSP 구성요소

4) JSP–JDBC 연동 실습

5) 쿠키, 세션 실습

6) EL/JSTL

•	JSP	동작	원리를	이해한다.

•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한다.

•	내장객체	종류	및	기능,	사용법을	이해한다.

•	지시어,	스크립팅	요소,	액션	원소를	이해한다.

•	JSP에서의	Form	처리를	실습한다.

•	DataSource	개요,	설정방법,	사용법을	이해한다.

•	JSP-JDBC	연동	응용프로그램을	분석한다.

•	JSP에서의	쿠키와	세션	사용법을	이해한다.

•	EL과	JSTL	개요,	사용법을	이해한다.

4.	Spring-JDBC

▶	14시간

1) Spring-JDBC

2) Spring-Transaction

•	Spring-JDBC	연동	개요를	이해한다.

•	Dependency	추가를	이해한다.

•	Data	Source	설정을	이해한다.

•	Transaction	Manager사용을	실습한다.

5.	Spring-ORM

▶	16시간

1) Spring-ORM

2) Spring Hibernate

3) Spring myBatis

•	Spring-ORM	Framework	개요를	이해한다.

•	Spring-Hibernate	연동	지원을	실습한다.

•	Spring-myBatis	연동	지원을	실습한다.

6.	Spring-MVC

▶	16시간

1) MVC Pattern 개요

2)  Spring-MVC Pattern 

어플리케이션 작성

•	MVC	Pattern	개요를	이해한다.

•	스프링	MVC	구성요소	및	흐름을	이해한다.

•	Controller,	View,	Model	구현을	실습한다.

•	Form	처리를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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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22,24,29,31 5,7,12,14,19,21,26,28 12,17,19,24,26,31 2,7,9,16,21,23

교육시간 26일 78시간 / 화·목반 : 매주 화/목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95만원 

교육일정

과정목적 본 과정은 학습자가 Spring Framework가 가지는 다양한 특성들에 대해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Enterprise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JEE가 제공하고 다수의 기능을 지원하는 Light Weight Application Framework인 Spring Framework에 

대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 Spring DI / AOP 기능의 Application 작성할 수 있습니다.

• Spring ORM을 이용하여 Hibernate, myBatis 프레임워크와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 MVC Pattern에 대해 이해하고 Spring Web MVC 구조를 이용해 Spring 프레임워크에서 독립적으로 

Model-View-Controller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Enterprise Application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활용도가 높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학습자의 이해와 응용을 위한 다양한 예제와 실습을 제공하여 과정 전반에 걸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정을 진행하면서 실무 활용도가 높은 응용 프로그램을 학습자 개개인이 결과물로 

산출해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 • Spring Framework을 이용한 Enterprise Application을 구축하려는 개발자

학습구조

Java Framework 
(Spring, myBatis, Hibernate)

Enterprise 

Application

구축

DI, AOP, 

Spring-ORM

Framework

기본지식 습득
Spring-MVC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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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웹	어플리케이션	개요

▶	4시간

1) 웹어플리케이션 소개

2)  프로그램 설치 및 

실행환경설정

•	웹	어플리케이션	개요	및	동작	방식을	이해한다.

•	Eclipse와	Tomcat	설치를	실습한다.

•	path	및	DB	드라이버	등	실행환경	설정을	실습한다.

2.	Servlet

▶	28시간

1) Servlet 개요

2) Servlet 기본 실습

3) form 처리

4) Servlet-JDBC연동 실습

5) 쿠키, 세션

6) 필터

•	Servlet	개념	소개,	동작	원리,	라이프사이클을	이해한다.

•	예제	프로그램	작성	및	환경	파일	설정을	실습한다.

•	Get/Post	방식으로	form	처리를	실습한다.

•	Servlet-JDBC	연동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한다.

•	쿠키와	세션	사용목적과	사용법을	이해한다.

•	필터	기능과	사용법을	이해한다.

3.	JSP

▶	30시간

1) JSP 기초

2) 내장 객체

3) JSP 구성요소

4) JSP–JDBC 연동 실습

5) 쿠키, 세션 실습

6) EL/JSTL

•	JSP	동작	원리를	이해한다.

•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한다.

•	내장객체	종류	및	기능,	사용법을	분석한다.

•	지시어,	스크립팅	요소,	액션	원소를	이해한다.

•	JSP에서의	Form	처리를	실습한다.

•	Data	Source	개요,	설정방법,	사용법을	분석한다.

•	JSP-JDBC	연동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이해한다.

•	JSP에서의	쿠키와	세션	사용법을	분석한다.

•	EL과	JSTL	개요,	사용법을	분석한다.

4.	MVC

▶	16시간

1) MVC Pattern 개요

2)  MVC Pattern 

어플리케이션 구성

•	MVC	Pattern	소개,	구성요소를	이해한다.

•	web.xml	구성을	이해한다.

•	Model,	Controller,	View	작성을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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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22,24,29,31 5,7,12,14,19,21,26,28 12,17,19,24,26,31 2,7,9,16,21,23

교육시간 26일 78시간 / 화·목반 : 매주 화/목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95만원 

교육일정

과정목적 본 과정은 Servlet, JSP, JDBC 등의 기본 지식과 활용방법을 익혀 성능이 뛰어난 자바 기반의 웹 응용프로

그램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실습과 예제를 통해 JSP 중급 개발자가 되

기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웹 페이지 개발에 필요한 자바 서버 프로그래밍 기술인 Servlet/JSP에 대한 기본 지식과 활용 기술을 습

득할 수 있습니다. 

• Servlet/JSP와 자바의 DB 연동 기술인 JDBC를 사용하여 게시판이나 쇼핑몰 등의 다양한 웹 응용프로

그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JSP 2.0 및 JSTL(JSP Standard Tag Library)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활용해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MVC Pattern에 대해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이를 적용해 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다양한 웹 페이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맞는 사이트를 구출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학습자의 이해와 응용을 위한 다양한 예제와 실습을 제공하여 과정 전반에 걸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정을 진행하면서 실무 활용도가 높은 응용 프로그램을 학습자 개개인이 결과물로 

산출해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 • JAVA 기본 문법 및 HTML, JavaScript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웹 프로그래밍 관련 업무 수행자

학습구조

JSP & Servlet을 활용한 Web 개발

사이트

구축

DB연동

JSTL

Servlet/JSP
기본지식

습득

MVC Pattern 

이해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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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자바스크립트

▶	20시간

1) 선수지식 리뷰

•	실습	환경을	설치한다.

•	HTML5를	이해한다.

•	CSS3를	이해한다.

2) 자료형과 구문

•	자료형에	대해	이해한다.

•	조건문에	대해	이해한다.

•	반복문에	대해	이해한다.

•	구구단출력코드를	작성한다.

•	가위바위보게임을	작성한다.

3) 함수 
•	함수선언에	대해	이해한다.

•	클로저에	대해	이해한다.

•	내장함수에	대해	이해한다.

•	금광찾기	게임을	작성한다.

4)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	객체정의에	대해	이해한다.

•	프로토	타입에	대해	이해한다.

•	캡슐화에	대해	이해한다.

•	상속에	대해	이해한다.

•	게임들을	객체화시킨다.

5) 내장 객체

•	Object에	대해	이해한다.

•	Number에	대해	이해한다.

•	String에	대해	이해한다.

•	Array에	대해	이해한다.

•	§Date에	대해	이해한다.

6) DOM

•	DOM	API에	대해	이해한다.

•	가위바위보게임의	입출력부분에	태그를	적용한다.

•	게임의	승패무에	따라	소리를	적용한다.

7) 이벤트

•	고전	이벤트	모델에	대해	실습한다.

•	표준	이벤트	모델에	대해	실습한다.

•	금광찾기	게임	입출력에	버튼을	적용한다.

2.	jQuery

▶	46시간

1) 선택자

•	기본	선택자에	대해	이해한다.

•	후손	선택자에	대해	이해한다.

•	속성	선택자에	대해	이해한다.

•	필터에	대해	이해한다.

2) 문서 객체 탐색

•	문서객체	탐색에	대해	이해한다.

•	클래스	속성에	대해	이해한다.

•	문서	객체	관리에	대해	이해한다.

•	금광찾기	게임에	동적인	입출력을	적용한다.	

3) 이벤트 

•	이벤트	연결에	대해	이해한다.

•	입력이벤트에	대해	이해한다.

•	윈도우	이벤트에	대해	이해한다.

•	입력양식	이벤트에	대해	이해한다.

4) 효과

•	기본	효과에	대해	이해한다.

•	애니메이션에	대해	이해한다.

•	게임에	애니메이션	효과	적용한다.

5) Ajax & Project

•	XMLHttpRequest	에	대해	이해한다.

•	$.ajax	에	대해	이해한다.

•	일기예보XML추출	및	파싱을	실습한다.

•	RSS리더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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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3,28,30 4,6,11,13,18,20,25,27 11,16,18,23,25,30 1,6,8,13

교육시간 22일 66시간 / 월·수반 : 매주 월/수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65만원 

교육일정

과정목적 본 과정은 HTML5의 기본 기술인 JavaScript와 jQuery를 심도 있게 학습하며 CSS3, JavaScript, jQuery를 

이용하여 웹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HTML5 API에 대한 기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JavaScript를 이용하여 HTML5 API를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JavaScript의 객체지향적인 원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 JavaScript 최신 기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jQuery를 이용하여 효과적인 코드 개발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JavaScript를 이용하여 HTML5 AP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웹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표준에 입각한 JavaScript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 HTML5 API를 활용하는 기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HTML5 표준을 서비스하기 위한 여러가지 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예제와 툴을 이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JavaScript로 객체 생성 및 활용법을 알고자 하는 분

• JavaScript와 jQuery를 한꺼번에 학습하려고 하는 분

학습구조

HTML5기반의 JavaScript & jQuery

JavaScript 

기술
HTML5 &
CSS 리뷰

jQuery 적용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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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C#	소개

▶	2시간

1). nET Framework 소개

2)  C#의 특징 및 프로그래밍의 구조
•	.NET	Framework의	전반적인	환경을	설명하고	C#	코드의	구조와	특징을	살펴본다.

2.	프로그래밍	

기본

▶	10시간

1) 데이터의 보관

2) 연산자

3) 코드 흐름 제어

4) 메서드

•	프로그래밍의	기초가	되는	변수,	연산자,	제어문,	반복문을	이해한다.

•	메서드의	목적을	이해하고,	실습을	중심으로	활용법을	연습한다.

3.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	15시간

1) 클래스의 구조

2) 접근한정자, 프로퍼티

3) 상속

4) 추상클래스, 인터페이스

•	객체지향의	여러	특성을	이해하고,	C#	코드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필요한	

문법과	구조를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분석한다.

4.	컬렉션과			

예외사항			

처리

▶	16시간

1) 배열

2) 컬렉션(Collection)

3) 인덱서(Indexer)

4) 제너릭(Generic)

5) Exception 처리

•	컬렉션의	개념을	이용하고	C#이	제공하는	다양한	컬렉션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	예외사항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를	이해하고,	적절한	예외처리를	하기	위한	구조를	

이해한다.

5.	C#심화문법

▶	16시간

1) 델리게이트와 이벤트

2) 람다식

3) LInQ

4) 리플렉션과 애트리뷰트

5) ADO.nET

•	이벤트	중심의	프로그래밍에	주로	사용되는	델리게이트와	이벤트를	자세히	

이해한다.

•	LINQ에서	활용되는	람다식의	구조를	학습하고	LINQ를	사용해	데이터를	다루는	

다양한	방법을	실습한다.

•	리플렉션과	애트리뷰트를	통해	확장된	기능을	제공하는	방법을	연습한다.

•	ADO.NET을	활용해	DB를	다루는	방법을	실습한다.

6.	C#	활용

▶	20시간

1) WinForm 기초

2)  WinForm DB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WinForm을	전반적으로	이해한다.

•	WinForm,	ADO.NET,	LINQ를	활용하여	CRUD를	처리하는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3) 디스크 관리와 사용자 별 공간 할당

•	하드디스크	한	개	추가한다.

•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를	하나처럼	사용한다.	

•	RAID를	구성한다.

•	사용자	별로	공간을	할당한다.

4)  셀스크립트 프로그래밍
•	셀에	대한	기본을	이해한다.

•	셀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연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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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3,28,30 4,6,11,13,18,20,25,27 11,16,18,23,25,30 1,6,8,13,15,20,22,27

교육시간 26일 78시간 / 월·수반 : 매주 월/수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95만원 

교육일정

과정목적 본 과정은 C# 언어의 기초부터 고급 C# 오퍼레이션까지 .NET 프로그래밍 언어습득의 기본을 배울 수 있

습니다. 특히 C# 디자인 패턴을 통해 C# 언어를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무베이스까지의 확대해 설명

함으로 언어를 더욱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과 객체 및 클래스를 활용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법을 습득할 수 있게 

되며, 더불어 C# 프로그래밍의 생산성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프로

그램 개발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Visual Studio에서 프로젝트 생성 하는 방법과 C# Application을 작성하는 방법, UI가 존재하는 

Application을 생성하는 방법, 프로젝트 내 코드를 문서화 하는 방법, 그리고 디버깅 하는 방법 등 C#

을 이용한 Application 작성의 기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NET 프로그램을 학습하고자 하는 개발자 

• .NET 에서의 웹/DB개발 경험이 있는 초급 개발자

• Windows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학습구조

C# .NET Programming

객체 지향 

어플리케이션 

개발

객체지향
기본지식 습득

UI / Event / Thread dB 연동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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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SQL문	처리	단계

▶	8시간

1)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구조
•	ORACLE	INSTANCE	메모리	구조를	토의한다.

•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파일들의	종류	구조를	토의한다.

2) SQL문 처리단계

•	SQL문의	구문	분석	단계를	토의한다.

•	바인드	단계를	토의한다.

•	실행단계를	토의한다.

•	패치단계를	토의한다.

2.	튜닝의	방법론	적용	

▶	28시간

1) 성능의 문제

•	부적절하게	리소스를	많이	수행하는	SQL문을	실습	한다.

•	데이터블록을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I/O발생하는	SQL문을	식별한다.

•	비효율적으로	작성한	SQL코드를	파악한다.

•	옵티마이저의	모드,	통계를	실습한다.	

2) SQL문 튜닝

•	테이블	및	인덱스	구조를	실습한다.

•	옵티마이저	통계	수집을	실습한다.

•	실행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이해한다.

•	실행계획을	토의한다.

3) 데이터 처리방법

•	성능에	중요한	액세스	경로를	토의한다.

•	전체	테이블	스캔으로	인한	비효율에	대해	토의한다.

•	인덱스	스캔의	유형에	대해	토의한다.

4) 조인의 최적화

•	조인	관련된	토의를	한다.

•	조인의	순서에	대한	토의를	한다.

•	조인의	최적화를	토의한다.

•	조인	방식에	대해	토의한다.

5) 실행 계획 확인 방법

•	EXPLAIN	PLAN명령을	사용하여	실행계획을	확인한다.

•	SQL	TRACE기능과	TKPROF를	통해	SQL문의	성능	정보를	파악한다.

•	AUTOTRACE를	사용하여	실행계획	통계	정보를	파악한다.

3.	SQL성능	개선

▶	6시간
1) 인덱스 전략

•	특정	명령문을	튜닝	하기	위해서	인덱스	생성에	대한	실습한다.

•	인덱스	유형,	인덱스	저장	기법,	액세스	방식을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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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19,21,26,28 12,17,19,24,26,31 2,7

교육시간 14일  42시간 / 화·목반 : 매주 화/목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26만원 

교육일정

과정목적 본 과정은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잘못 작성된 SQL문으로 인해 허용된 시간보다 오래 걸리고 과

도한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을 SQL문을 튜닝 하는 것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학습목표 •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비효율적인 SQL문을 최적화하여 고효율화 시키는 기본 원리를 습득할 수 있

습니다.

• SQL문의 실행계획을 이해함으로써 적절한 튜닝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튜닝의 여러 기법들을 적용하여 SQL문장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Database 안에 있는 SQL문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 SQL문의 실행계획을 만드는 Optimizer의 동작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SQL문을 효율적으로 튜닝 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SQL문의 실행계획을 만드는 옵티마이저가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 성능을 위해서 QUERY TRANSFORMER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Oracle Database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 튜닝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 기술지원 엔지니어

학습구조

실무를 위한 SQL 튜닝

튜닝의

방법론 적용
SQL문

처리 단계

SQL 성능

개선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효율적인 

Database

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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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Android	개요

▶	9시간

1) Android 개요

2) 환경 구성

•	Android	개요를	실습한다.

•	프로그램	설치	및	환경	설정을	실습한다.

3) Android Project 

4) Android Application 

•	Android	Project	구성을	확인한다.

•	Android	Application	개요	및	구조를	실습한다.

•	Android	Application	구성컴포넌트를	실습한다.

•	ManifestFile	구성을	확인한다.

2.	UI	Architecture	

▶	27시간

1) Widget •	Basic	Widget을	실습한다.

2) Layout 
•	Layout을	실습한다.

•	Advanced	Widget을	실습한다

3) Adapter •	Adapter	View를	실습한다

4) Event •	Event	Handling을	실습한다.

3.	Intent

▶	15시간

1) Intent 개요 •	Intent	개요를	확인한다.

2) Intent Filter
•	Intent	Filter를	실습한다.

•	Intent	활용	Application	작성을	실습한다.

4.	SQLite

▶	15시간
1) SQLite

•	Mobile	Database	개요를	파악한다.

•	SQLite	작업	개요를	확인한다.

•	Helper	클래스	활용을	실습한다.

5.	Thread	

▶	6시간

1) Thread 개요 •	Thread	개요를	확인한다

2) Thread 생성방법 •	Thread	생성	방법	및	라이프	사이클을	확인한다.

3) Thread 활용 예제 •	Background	Thread	활용	기법을	실습한다.

6.	BR	/	Service

▶	6시간

1) Broadcast Receiver
•	Broadcast	Receiver	개요를	파악한다.

•	Broadcast	Receiver	활용	예제를	실습한다.

2) Service
•	Service	개요를	파악한다.

•	Service	활용	예제를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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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3,28,30 4,6,11,13,18,20,25,27 11,16,18,23,25,30 1,6,8,13,15,20,22,27

교육시간 26일 78시간 / 월·수반 : 매주 월/수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95만원 

교육일정

과정목적 본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Android Platform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의 mobile Application

을 작성한 후 직접 핸드폰에서 실행해 볼 수 있으며 Android 마켓 활용법에 대해서도 익힐 수 있습니다.

학습목표 • Android Platform에 대해 이해하고 application의 기본 구조와 작성 방법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Android Application 구성을 위한 다양한 widget 종류와 그 사용 방법을 익혀 원하는UI 를 작성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Android Application 을 구성하는 네 가지 Component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의 

Application 구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다양한 Widget 사용으로 원하는 UI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Android Application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학습자의 이해와 응용을 위한 다양한 예제와 실습을 제공하여 과정 전반에 걸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정을 진행하면서 실무 활용도가 높은 응용 프로그램을 학습자 개개인이 결과물로 

산출해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대상 • Android Platform 기반의 Application 을 개발하려는 개발자

• Android를 이용한 시스템 프로젝트 개발자

학습구조

Android Application Programming 기초

Widget, Layout

Activity, Intent
Android App
기본 지식 습득

Mobile 

Database, BR, 

Service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Android 

Application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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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세부내용 학습진행 및 개요

1.		보안설계	이해

▶	13시간

1) 시큐어코딩 개요

2) 보안 개발 방법론

•	시큐어코딩에	대해	이해한다.	

•	보안	개발방법론을	이해한다.

3) 보안 취약점 DB 활용
•	CVE,	CWE,	CERT,	OWASP,	SANS,	안행부,	국정원	등에서	제공하는	보안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을	이해한다.

2.		보안	위협	이해	및				

보안	코딩	기법

▶	16시간

1) 인젝션 •	인젝션에	대해	이해한다.	

2) 인증과 세션관리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XSS)

4)  크로스사이트요청위조(CSRF)

•	인증과	세션을	관리하는	법을	실습한다.	

•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XSS)를	이해하고,	요청위조에	대해	이해한다.	

5)  안전하지 않은 직접 객체 참조

6) 민감한 데이터 노출

7) 잘못된 접근제어

•	취약점	진단	및	원인코드에	대해	이해한다.

•	취약점	제거를	실습한다.		

8)  안전하지 않은 리다이렉트와 

포워드

9)  안전하지 않은 자바 

프로그래밍기법

•	안전하지	않은	프로그램	기법을	실습한다.	

6.	보안	약점	진단도구		

활용

▶	13시간

1)  취약점 분석및 리포트 활용 •	Sparrow을	이용하여	정적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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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0,25,27 11,16,18,23,25,30 1,6,8,13

교육시간 14일  42시간 / 월·수반 : 매주 월/수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26만원 

교육일정

과정목적 본 과정은 JAVA 플랫폼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운영을 해야 하는 기업환경에서 안전한 SW 개발

을 위하여 소스코드 등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 약점을 제거하고, 보안을 고려하여 기능을 설계/

구현하는 기법을 익힐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보안 개발방법론과 위협모델링을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을 이해하고 보안 코딩 기법을 SW 개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시큐어 코딩 가이드나 취약점 DB를 이해하고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보안 취약점 진단 도구를 이용한 진단 결과를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프로젝트에 보안 코딩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웹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위험한 10가지 취약점(OWASP TOP 10 기준)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직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보안담당자, QA, 테스터

•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진단원

학습구조

해킹방어를 위한 시큐어코딩

보안 코딩

기법
보안

개발방법론
보안 설계

다양한 예제와 실습 /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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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15,17,22,24,29,31 7,12,14,19,21,26,28 3,5,10,12,17,19 7,9,16,21,23,28,30

교육시간 28일 84시간 / 월·수반 : 매주 월/수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210만원 

교육일정

모듈 세부내용

1.		UI디자인	환경에	대한	이해,	툴의	이해

▶	9시간

1) 실무 프로세스

2) 그래픽 활용하기

2.	그리드	시스템	소개,	레이아웃에	대한	이해,	

컨셉에	대한	이해,	이미지	맵	소개

▶	15시간

1) 그리드 시스템 소개

2) 레이아웃

3) 컨셉에 대한 이해와 제작

4) 이미지 맵 소개와 이해하기

3.	팀	프로젝트	

▶	30시간

1) 와이어 프레임에 대한 이해와 설계

2) 과제 컨셉 구현과 디자인 구현하기

3) 과제 디자인 구현

4) 프레젠테이션

4.	개인	프로젝트

▶	30시간

1) 모바일 와이어 프레임에 대한 이해

2) 과제 컨셉 구현과 디자인 구현하기

3) 프레젠테이션 및 결과보고서 작성

4) 오류 수정하기

과정목적 본 과정은 풍부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갖춘 UX/UI 전문가에게 생생한 노하우를 전수 받으면서, 

UX/UI 디자인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의 학습 뿐 아니라 UX 설계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UI/UX 디자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이론적 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실무에서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실전 프로세스를 경험합니다.

• 전문가로부터 직접 현장에서 필요한 디자인 기본 지식을 배우고 일방적인 정보 전달식의 강의가 아닌 

기본강의 –팀/개인 포트폴리오– 최종보고 순서로 실습합니다.

• 개인 및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리서치 및 사례분석을 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작업으로 UI를 이해

하고 UX 설계합니다. 

•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종 보고를 하는 완료 단계까지 실습

하고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개인 포트폴리오를 완성합니다.

기대효과 • UI/UX 디자인의 기본 개념과 이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팀 프로젝트를 통하여 실무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UI/UX 디자인의 기초부터 실전 포트폴리오까지 전 과정을 함축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 개인의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 제작에 집중하여 운영합니다.

교육대상 • UI/UX을 기초부터 배우고자 하는 타 분야 재직자

• 타 디자인분야에서 웹디자인, 웹퍼블리셔로 이직하려는 예비 디자이너 

• UI/UX 포트폴리오를 만들고자 하는 경력 디자이너

학습구조

기초부터 배우는 
UX/UI 디자인 포트폴리오 제작

문제 
인식하기 

문제 
분석하기 

문제 
해결하기 

시뮬레이션디자인적 사고 

uX 디자인은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개선방안 검토
및 실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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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4,16,21,23,28,30 1(토),4,6,11,13,18,20,25,27 9,11,13(토)

교육시간 18일 64시간 / 화·목반 : 매주 화/목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60만원 

교육일정

모듈 세부내용

1.		어도비	프로그램의	이해

▶	8시간

1) 어도비 프로그램의 특징과 비교

2) 프로그램 툴 설명

2.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

▶	18시간

1) Illustrator 기초와 Object drawing

2) Drawing의 이해와 Simbol, Pattern

3)Typography와 고급디자인 기법

4) 3D효과와 Effect

3.	포토샵	프로그램	다루기

▶	18시간

1) Photoshop Interface와 기초디자인

2) Layer의 이해와 활용

3) 이미지 보정과 Channel

4) Design응용

4.	인디자인/페이지메이커

▶	4시간

1) Typography와 디자인효과

2) 색상제어와 인쇄출력

5.	실기시험	대비	모의고사

▶	16시간

1) 기출 예제 실습

2) 수정 및 개인별 피드백

과정목적 본 과정은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자격증 시험인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실기

시험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툴부터 다양한 시각디자인 분야의 실기 작품을 주제로 자격증 

대비는 물론이고 개인의 창작 포트폴리오 제작까지 경험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RGB와 CMYK의 차이가 무엇인지,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는 정확히 어떻게 다른 프로그램인지 등의 

기본개념을 설명 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툴을 이해하고 나만의 툴 박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앞서 배운 툴을 바탕으로 광고, 포스터, 홍보페이지 등 다양한 예제를 실습 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작업물의 실무 노하우를 통해 실제 기출유형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기본적인 기능부터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자격증 취득까지 실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시각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최신 기출 모의고사를 통하여 실제 시험장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실습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초점을 맞춰 운영합니다.

교육대상 • 편집디자인분야에 근무하시는 현업 디자이너

•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자격증에 도전하시는 분

• 편집 및 시각디자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신 분

•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을 배우고 싶은 비전공자

학습구조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실기대비 과정

디자인 요소
도출 및

이미지 구체화

이미지 편집
및 응용

출력기법의
이해

오류 수정기본 개념

Illustrator Photoshop
InDesign or
Page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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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기관

2017 KMA한국능률협회교육프로그램

강
남

센
터

IT
 -

 일
반

강
남

센
터

디
자

인
 -

 타
이

포

과정목적 본 과정은 배달의 민족의 주아체, 네이버의 나눔고딕 등 전용서체 전성시대에 따라 단순히 읽는 문자의 

기능을 넘어 브랜드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어필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학습목표 • 타이포그래픽의 기본적인 구조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 타이포그래픽의 조형적 요소들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 실무에 필요한 디자인 발상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타이포 디자이닝을 통한 나만의 타이포 브랜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타이포그래픽 디자인의 기본 개념과 이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타이포그래픽의 상품화 과정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과정특징 • 컨셉 기획부터 서체 시각화까지 전 과정을 1:1 지도 합니다. 

• 개인의 능력에 맞는 포트폴리오 제작에 집중하여 운영합니다.

교육대상 • 서체 디자인 전문회사로 취업을 준비하는 지망생

• 나만의 서체를 만들고 싶은 모든 분 

• 브랜드 런칭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창업자

학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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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4,16,21,23,28,30 4,6,11,13,18,20,25,27

교육시간 16일 48시간 / 화·목반 : 매주 화/목 저녁 7시~10시

교육비용(인당) 144만원 

교육일정

모듈 세부내용

1.		타이포그래픽	디자인이란?

▶	4시간

1) 글자의 기본 개념이해와 원리

2) 서체의 시대적 흐름

2.한글,	영문의	개념	및	원리

▶	10시간

1) 리서치 및 자료조사

2) 한글 서체 표현하기

3) 영문서체 표현하기

4) 아라비아 숫자 표현하기

3.	서체디자인

▶	18시간

1) 아이디어 도출

2) 도안 작성하기

3) 디지털화 하기

4) 구체적 시안 작성하기

4.	타이포	브랜딩

▶	16시간

1) 타이포그래픽 브랜딩 하기

2) 개별 지도

3) 프리젠테이션

4) 최종 수정 보완

나만의 타이포 디자인으로 브랜딩 하기

컨셉 도출
디지털화로

정교화

디자이닝을
통한

브랜딩

도안 작업 시안 작업

아웃풋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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