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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여의도연수센터대관안내

KMA 여의도센터는? 

1

교육 및 세미나, 채용인적성검사, 평가, 면접, 취업박람회에 최적인

KMA여의도센터를 소개합니다.   

 여의도의편리한접근성 9호선국회의사당역④번출구바로앞

 불편 NO! 편의시설 GOOD!  9개의강의실, 놀이터, 안마의자, PC존운영

 KMA만의부가서비스 최신식노트북대여, 참가자식권대행

 경쟁력있는대관료 주말할증없는대관료, 한꺼번에 9개강의장을빌리면할인은더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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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접근성

2

KBS 여의도공원

 서울영등포구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10층단독사용

 대중교통최고! 
9호선국회의사당역 4번출구바로앞
다양한노선버스

 이룸센터(평일 5부제) 및주변공영노상
주차장이용 상세내용다음페이지참고

국회

[국회의사당역] 하차 (서울19-133)
간선 153번, 162번, 260번, 362번
지선 5012번, 5618번, 5623번, 6513번

[국회의사당역,국민은행] 하차 (서울19-132)
간선 153번, 461번, 463번
지선 5615번, 5618번, 7613번

4
글래드호텔

현대캐피탈3관

국민은행

K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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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접근성 [주차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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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여의도공원

 이룸센터(KMA 입주건물) 주차장
- 30분무료, 10분당 1000원,
일주차 2만원

- 5부제실시

- 토/일무료개방
- 행사팀당 1매주차권제공

국회

4
글래드호텔

현대캐피탈3관

국민은행

이룸센터주차장

입차불가차량번호끝자리
월 - 1, 6번 화 – 2, 7번 수 3, 8번
목 – 4, 9번 금 -5, 0번

 노상공영주차장
- 5분당 500원, 일주차 2만원
- 일주차이용시주차요원과주차개시시점에
협의필수

- 야간(19시-9시) 및토요일 15시이후, 
일요일전일무료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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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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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크기의연수실 9실
스피커, 빔프로젝터, Wi-Fi 완비
분임토의, 채용면접(면접장/대기실) 등
으로다양한활용
프리미엄연수실(5연수실)은임원회의, 
면접장소, VIP 미팅활용

안내데스크

놀이터

 행사접수공간(안내데스크)

 스트레스제로존(안마의자설치) 
남녀각 1실

 잼있는놀이터(휴게실) 1실

 교수휴게실(강사대기실) 1실

 프린팅, 스캔, 인터넷가능 PC존

 CCTV, 도어락설치강의장등
보안이필요한평가/채용프로젝트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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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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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수실(8실) 교육, 회의, 인터뷰, 시험, 전시가능 프리미엄연수실(1실) 임원회의, 교육, 면접, 세미나, 전시가능

잼있는놀이터 음료, 휴게시설, 게임기비치

강사휴게실안내데스크 스트레스제로존안마의자설치, 남녀각 1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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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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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행요원파견

교육, 세미나전문운영요원

 강의장세팅및정리

 데스크운영

 참여인원출결및응대

 외부강사접견및안내

 행사후설문취합및전달(예시)

보안전문요원

 보안시설물관리(CCTV, 보안강의장)

 출입자관리

 파일통제

 참여인원안전관리

 보안물품관리(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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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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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대행

최신노트북대여

참가자의식사제공을위해 KMA 식권을사용하실수있습니다. 

• 연수센터주변의 20여곳의 KMA 제휴식당이용가능
• 식당안내도제공
• 6천원이상협의된금액으로발행가능

운영편의를위한최신식노트북을대여해드립니다.  

• 유료대당 3만원이며총 50대구비(삼성)
• 센터내전지역 Wi-Fi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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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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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면적
사용가능인원 대관료

반일4H
오전/오후/야간

대관료
종일

비고
토의식 스쿨식

1연수실 75㎡ 30명 40명 40만원 60만원

2연수실 55㎡ 24명 30명 33만원 50만원

3연수실 50㎡ 18명 32명 33만원 50만원

4연수실 40㎡ 12명 18명 25만원 40만원

5연수실 66㎡ 18명 30명 55만원 80만원 프리미엄강의실

6연수실 62㎡ 18명 24명 33만원 50만원

7연수실 64㎡ 18명 24명 33만원 50만원

8연수실 83㎡ 48명 64명 40만원 60만원

9연수실 40㎡ 12명 18명 25만원 40만원

센터전체 180만원 280만원 40% 할인

VAT 별도, 주말할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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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절차및사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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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문의및
신청

유선상담및
승인

대관료결제
카드or 세금계산서

공간사용및
정리후퇴실

신청하러가기

1. 대관은최소반일기준이며그이하이용시에도반일기준금액을청구합니다. 

2. 행사준비및퇴실정리시간은반일기준행사전후 30분, 종일기준행사전후 1시간내입니다.  

3. 이용료는시설이용기준에준하며, 실제이용내역에따라정산하여카드또는온라인으로한국능률협회에지불합니다.

4. 사용한시설물및대여물품은사용후사용전과같이복원하여주시고, 시설물이나물품이훼손된경우사후조치를협의하고현금
또는현물로변상하여야합니다.

5. 본센터의대관목적에벗어나품위를훼손시키는불건전한행위는일체허용되지않으며, 적발시즉시퇴실조치됩니다. 

6. 대관취소시대관료는 2일전까지취소시 100% 환불, 1일전취소시 50% 환불, 당일취소시환불이불가합니다. 

사용약관

Presenter
Presentation Notes
신청하러 가기 주소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N59I_hNYAUkGRZjWu6tiIGOgTWjthgfGDiY0keMEnNmlT8g/viewfor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N59I_hNYAUkGRZjWu6tiIGOgTWjthgfGDiY0keMEnNmlT8g/viewform


KMA한국능률협회여의도센터대관문의
02-3274-9215   edu@k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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