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sion 2020 
달성을 위한

O·S·T프로그램

_해파랑길

기업의 2020 비전실현을 향한, 4년간의 끊임없는 여정

01
교육코스

•해파랑길 50코스, 총 770Km (국내최장)

•강원도 고성 ~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

02
교육방식

•2017년을 시작으로, 2020년 까지 

• 전 구성원이 릴레이 형식으로 770Km 구간 완주 

• 트레킹 구간별 소통,화합, 도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팀빌딩 프로그램 진행

• 트레킹 일정 전·후 KMA 교육프로그램 연계

03
활용범위

• 비전, 핵심가치의 내재화 교육  

•소통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조직활성화

• 신입사원,부서장, 임원 등 특정계층 워크숍 

04
기대효과

•2020 비전의 내재화 

•비전실행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動因 제공!

• 상하간, 부서간 이기주의 극복을 통한 

   소통문화형성

05
결과물

•�2020 비전을 구체화한 구성원들의 액션플랜과

   차수별 해파랑길 트레킹 모습이 담긴 

   Vision OST 앨범 4권 (년1권씩 제공) 

교육문의  KMA 한국능률협회  인재개발본부

  서동일 팀장  02)3274-9311 / diseo@kma.or.kr 

  

본 프로그램은 KMA 한국능률협회에 의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무단 도용 및 복제를 금지합니다. 본 프로그램의 무단 도용 및 복제 활용시,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770KM의 해파랑 트레일을, 구성원 모두가 4년에 걸쳐 

릴레이 형식으로 나누어 걷는 대장정 교육프로그램 입니다. 

2017년 ‘우리가 함께한 길’  

2018년 이후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 을 의미삼아, 2020년 우리의 비전을 꿈꾸고 

실현하기 위해, 힘든 여정을 함께하는 길입니다. 

길 위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구성원 각자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아, 

매년 1권의 책으로 펼쳐 제공하는 스토리와 

의미가 있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비전달성을 위한 긴 완주의 

여정을 위해, 2017년 KMA와 함께 

그 시작이란 출발점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Vision 2020 O·S·T
_ 해파랑길

교육 효과측면 : 비전의 내재화 · 소통의 조직문화 · 스토리텔링

➊ 구성원들의 가슴에 비전을 새기다
조직과 개인의 비전을 Align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생각

과 포부를 스스로 찾아보고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조직과 개인의 비전을 구체적

으로 가시화 하는 과정을 통해, 비전추구와 실현을 위한 구성원들의 적극적 사고

와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합니다

❷ 구성원간 소통을 통한 올바른 조직문화 형성의 계기 
참가 기수별 소통,화합, 도전을 주제로 팀빌딩 교육활동이 매 차수 병행되는,    

목적과 의미가 있는 트레킹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OST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비전을 추구하기 위한 사고지향의 교육적 효과는 물론, 소통하는 조직문화 형성

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➌ 비전추구의 動因! 스토리를 만들어 내다 
우리 기업의 2020 미래를 위해 단순 반복적인 메시지를 공유할 것인가?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공유 할 것인가?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스토리가 만들어 

내는 힘은 매우 큽니다. 해파랑의 아름다운 절경과 함께,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개인들의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를 담아 1권의 책으로 펼쳐보

는 2020 OST는, 전직원 모두가 함께 공감 할 수 있는 비전달성 에 한걸음 다가 

갈 수 있는 강력한 동인을 마련할 것입니다

➊ 새로 만든 길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길 
부산 갈맷길, 울산 솔마루길, 경주 주상절리길, 영덕 블루로드, 울진 관동팔경길, 

강릉 바우길, 고성 갈래길 등 원래부터 있어온 동해안의 좋은 길들이 하나의 길로 

이어져 국내를 대표하는 최장 트레일 770Km의 해파랑 길로 새롭게 태어났습니

다. 본연의 아름다움이 모여 새롭게 태어난 해파랑 길은, 구성원마다의 본연의 역

할이 모여 조직의 지향점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❷ 해(떠오르는 태양) 파(포용력 넓은 바다) 랑(그리고 함께라는 의미)  
해파랑 길은 떠 오르는 태양과 같은 희망을 상징하는 ‘해’, 넓은 포용력을 상징  

하는 바다의 ‘파’, 함께 라는 의미의 ‘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길입니다. 

2020 비전달성의 희망을 위해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포용하고, 함께 실현해 

나아가는 여정이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길입니다. 

➌ 지향점을 향하는 여정, 그  자체가 보상 
국내 최장거리 트레킹 코스인 해파랑 길은 삼국유사, 관동별곡 등 길 위에 쌓인 

오랜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일 뿐 아니라, 전체 길의 65퍼센트가 

동해안의 해안을 따라 조성된 길로, 동해안의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 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바다, 산, 마을, 도시, 숲길의 조화로운 정경에 은은한 파도소리

까지, 눈과 귀가 황홀해지는 매혹적인 길!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행복하고 의미있는 여정입니다.

O·S·T 를 펼치면, 2020 비전을 향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해파랑 길을 완주하는 여정의 스케치사진과 다양한 메시지를 담은, Vision 

2020 OST 1집부터 4집이 책형태로 제작되어 제공됩니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어, 자신이 참여하지 못한 트레킹 코스도 구성원들

의 다양한 스케치 사진과 메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도 

간접적으로 나마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향점을 향한 그 첫 번째 시작의 발걸음을, 

구성원들의 염원을 모아, 

Vision 2020 OST에 담아봅니다.

Original,
기업의 원천적 경쟁력 강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적 경쟁력뿐 아니라

도전과 개척정신을 지닌 조직 구성원들의 

경쟁력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재정진 하기 위한 시간  

Sound,
구성원들의 생각과 목소리
2020 비전을  공유하고 달성하기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힘든 여정을 함께 동행하며, 

서로의 생각과 목소리를 담아가는 시간   

Track,
발자취를 남기다
2017년을 원년으로 2020 비전달성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770KM의 트레일의 함께한 순간을 

OST앨범으로 제작하여 

의미있는 순간을 기록합니다

고성구간

양양-속초구간

강릉구간

삼척-동해구간

울진구간

영덕구간

포항구간

경주구간

울산구간

부산구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전실현

1. 왜 VISION 2020 O.S.T 인가?

2. 왜 VISION 2020과 해파랑 길인가?

비전 2020을향한! 

4년간의 끊임없는 여정의 기록

| Vision 2020 달성을 위한 O·S·T 프로그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