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youtube.com/watch?v=vc0dzUfYC_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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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개인의 비전을 Align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포부를 스스로

찾아보고 기록하는 과정입니다. 조직과 개인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가시화 하는 과정을 통해,

비전추구와 실현을 위한 구성원들의 적극적 사고와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합니다

참가 기수별 소통,화합, 도전을 주제로 팀빌딩 교육활동이 매 차수 병행되어, 목적과 의미가 있는

트레킹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2020 OST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비전을 추구하기 위한

사고지향의 교육적 효과는 물론, 소통하는 조직문화 형성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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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보는 2020 OST는,  전직원 모두가 함께

공감 할 수 있는 비전달성에 한걸음 다가 갈 수 있는 강력한 동인을 마련할 것입니다

· ·



해파랑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19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사)한국의 길과 문화가 총괄 주도하여

국내 최장 770km의 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KMA는 총괄주관 단체인 (사)한국의 길과 문화의 협조를

받아 금번 2020 O.S.T 프로그램을 개발런칭 하였으며, KMA 자체적으로 해파랑길 트레킹 및

팀빌딩 교관을 선발 및 육성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5주년을 맞이하는 KMA는 조직활성화, 핵심가치 내재화 등을 위한 다양한 아웃도어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국 15개 지역을 거점으로 KMA 리더십트립을

성공적으로 런칭· 운영하여, 국내 아웃도어 교육 프로그램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

이기도 합니다.  아웃도어 프로그램의 특성상 교육기획과 운영의 노하우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KMA만의 신선한 기획력과 최적화된 교육운영 노하우를 제공 할 것입니다

원활한 교육운영 위해 강원(속초,원주), 대구·경북(대구), 부산·경남(부산)의 KMA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편의시설과

안전문제를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는 지역인프라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OST 프로그램

에 필요한 출판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분 단가 수량 단위 비용합계 비고

교육비

워크숍/강의 300,000 5 시간 1,500,000 KMA교수/출장비별도

트래킹/팀빌딩/OST제작 3,500,000 1 회 3,500,000 전임강사

교재비 5,000 40 명 200,000 실비

운영비 300,000 2 일 600,000 KMA운영인건비

시설
이용비

1일차 중식 13,000 40 명 520,000 

강원,경남권
리조트시설기준

1일차 석식 15,000 40 명 600,000 

2일차 조식 13,000 40 명 520,000 

2일차 중식(지역식) 20,000 40 명 800,000 

숙박 110,000 10 개 1,100,000 

전용버스 1,500,000 1 회 1,500,000 전세버스

교육비합계 (1인당평균 27만원) 10,840,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