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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개인과 기업의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KMA

Group
1사단법인 아래 3주식회사 체제

KMAC는 대한민국 기업의

경영혁신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경영컨설팅 기관

KMA 미디어는 온/오프라인 미디어매체 대상

KMA 그룹 사업의 광고, 정기간행물 발행,

전략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발간 기관

미디어 리서치

KMA 리서치는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모니터링 조사 등 국내 소비자 분석 및

조사사업의 실사 업무 진행 기관

대한민국 No.1
지식서비스 기관

KMA는 기업과 공공부문의 경영혁신, 나아가 개인의 경쟁력 강화 및 자아 실현을 위해 설립된 민간 주도의 평생교육기관입니다. 

경영 전반에 걸쳐 진단 지도 활동과 교육 및 연구 조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경영혁신의 밑거름이 되어 왔으며,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교육에서 개인의 자기 계발까지 기여하고 있습니다.

KMA는 한국 경제발전의 태동기인 1962년, 뜻있는 기업인들에 의해 설립되어 60여년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이제  KMA는 그 동안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60여년의 역사를 기반으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펼쳐나갈 새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최고의 지식 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국의 경영자상 역대 수상자 제 300회 최고경영자조찬회 비전 2020 선포식 개최
산업교육전국대회 진행:

최신 교육프로그램과 트렌드 공유

1962 한국능률협회 창립

1969 제1회 한국의경영자상 제정

1972 제1회 하계최고경영자세미나 개최

1973 제1회 최고경영자조찬회 개최

1978 KMA 조사보고서 발간

2005 ASTD(현ATD) 파트너십 체결

2006 Wharton-KMA CEO과정 개설

2010 우편원격교육 ‘노동부 기관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13 일자리창출우수 국무총리상 수상

2016 중국알리바바닷컴과 한 중 
기업간지식교류 MOU체결

1980 AMA(미국능률협회) 제휴

1985 미국 Kepner Tregoe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프로그램 도입

한국의 1000대 기업 선정 발표

1986 JMAC(일본능률협회컨설팅)와 
컨설팅 사업 제휴

1995 노동부 교육훈련기관 지정

1999 6-sigma 추진센터 국내 최초 설립

1992 국내 최초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K-CSI)조사 발표

1997 Global Standard Management 
프로그램 개발

1960~ 1980~ 1990~ 2000~

대한민국
경영의 시작

컨설팅과 교육으로
기업경쟁력 향상 주도

고객만족, 인증서비스를 통한
산업 혁신의 중심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서비스 기관으로 도약



 
Mission 과 Why

Why?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과 노하우 보유

대한민국 유일의 해외교육/연수 전문가 조직으로서 30년 이상을 

해외 프로그램의 기획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

글로벌 기업, 기관, 명문대학 및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KMA의 글로벌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글로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및 비대면 글로벌 프로그램의 다양한 레퍼런스 보유

뉴노멀(New Normal)시대에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추어 온/오프라인 

글로벌 프로그램이 모두 운영 가능한 풍부한 경험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체계적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맞춤형 글로벌 프로그램 제공

국내를 대표하는 교육-컨설팅 기관인 KMA만의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복잡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춘 글로벌 프로그램 

제안이 가능합니다.

한국능률협회글로벌교육센터

KMA 글로벌교육센터는 대한민국 기업과 공공부문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국

내 기업과 공공부문이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트렌드에 대비되어 있어야 할것

입니다. 이를 위하여 KMA 글로벌교육센터는 다양하고 차별화 된 교육/연수/교류사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검증된 양질

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변함없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

응할수있도록KMA글로벌교육센터가함께하겠습니다.

글로벌교육센터

글로벌교육센터의 Mission

user
사각형


user
텍스트박스
Mission



글로벌 컨퍼런스/전시회 연수

CES, MWC, ATD 등 글로벌 주요 컨퍼런스/전시회를 직접 참관하고 전문가의 
디브리핑 및 현지 특강 등 글로벌 컨퍼런스/전시회를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공공정책 연수/스타트업 해외진출 연수

글로벌 우수 정책 및 선진 시스템 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공공정책 연수와 스타트업/민간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인프라 분석, 비즈니스 미팅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입니다.

글로벌 인문학 연수

리더에게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 인문학 멘토와 함께 세계적인 역사, 문화 현장을 직접 
탐방하고 동서양의 인문학적 소양과 사고를 함양하는 연수입니다. 

글로벌 
교류 사업

글로벌 행사 기획/운영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학술대회, 공모전 등 국제대회의 기획과 운영뿐만 아니라 KMA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가 별 현지 홍보마케팅까지 행사별 특성에 맞춘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합니다.

방한초청 및 국제교류 사업

대한민국의 우수 경영 및 정책 사례, 경쟁력 있는 그리고 지식콘텐츠의 글로벌 확산과 국가 
간 인적 교류 등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문화교류 및 사회공헌 사업

글로벌 청년 교류, 글로벌 봉사활동, 문화교류 사업 등 다양한 국가 별 문화 교류 및 
사회공헌을 위한 행사 기획과 현지 기관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연수/교류/교육 사업의 최고의 파트너

글로벌
연수 사업

맞춤형 글로벌 벤치마킹 연수

미주/유럽/아시아 등 전세계를 무대로 글로벌 우수 기업 및 기관 벤치마킹, 
다양한 지식 콘텐츠 학습 등 참여와 체험 중심의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연수로 기획에서 운영까지 One-Stop으로 제공됩니다.

글로벌교육센터주요사업분야



글로벌 
교육 사업

KMA 글로벌트렌드포럼

글로벌 경제/경영/Tech/마케팅/HR 등 다양한 글로벌 트렌드 이슈와 지식콘텐츠를 
KMA가 선정, 구성하여 기업 경영과 조직의 관리, 나아가 개인의 역량개발을 위해 글로벌 
트렌드의 맥을 짚는 포럼입니다.

글로벌 컨퍼런스/전시회/세미나 디브리핑 포럼

주요 글로벌 컨퍼런스/포럼/세미나의 핵심 콘텐츠를 KMA와 글로벌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디브리핑과 결과보고서까지 제공해드리는 포럼입니다.

해외 우수 교육 프로그램

글로벌 우수 기관의 지식 콘텐츠, 주제 별 콘텐츠 등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대한민국의 기업과 개인의 발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글로벌 연사 초청(Speaker Bureau)

전세계 경영 구루, 유명 연사, 분야별 글로벌 전문가를 섭외하여 고객의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과 온/오프라인 방식의 운영을 통해 효과적으로 글로벌  지식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연수/교류/교육 사업의 최고의 파트너

글로벌교육센터주요사업분야



글로벌 [연수] 사업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나가는 KMA만의 글로벌 서비스

맞춤형 글로벌 벤치마킹 연수

#기획에서 운영까지 #민간기업에서 공공기관까지 #글로벌 기업에서 국제기구까지

#다양한 주제와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기획되고 운영까지 책임지는 KMA의  맞춤형 해외연수 프로그램

글로벌 컨퍼런스/전시회 연수

#글로벌 컨퍼런스/포럼/세미나의 학습효과를 높이려면?

#한국대표단(Delegation)구성에서 디브리핑(Debriefing)까지

#글로벌 컨퍼런스 현지 참가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최대로 높혀줄 KMA의 Total 해외연수 프로그램

공공정책 연수/스타트업 해외진출 연수

#글로벌 우수 사례 및 정책, 제도 벤치마킹이 필요한 공공기관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과 스타트업이라면?

#현지 인프라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공공정책 연수와 해외진출 연수

글로벌 인문학 연수

#세계 역사/문화 현장을 직접 보고

#인문학 멘토와 함께 그 가치를 파악하는

#KMA가  보장하는 최고의 멘토와 함께 진행되는 대한민국 명품 글로벌 인문학 연수프로그램



글로벌 [교류] 사업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나가는 KMA만의 글로벌 서비스

글로벌 행사 기획/운영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학술대회 #공모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모두 진행이 가능한

#글로벌  MICE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 KMA

방한초청 및 국제교류 사업

#대한민국의 우수 경영사례와 정책을 세계로 알리는

#국가 간 인적 교류와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글로벌 교류 및 방한초청 사업의 기획에서 운영까지 ONE-STOP 제공

글로벌 사회/문화 공헌사업

#글로벌 청소년 프로그램 #봉사활동 #문화체험 및 교류

#글로벌 사회공헌 및 문화사업의 기획에서 홍보, 그리고 성공적인 운영까지 가능한

#KMA의 독보적인 노하우와 경험



글로벌 [교육] 사업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나가는 KMA만의 글로벌 서비스

KMA 글로벌트렌드포럼

#분기별로 제공되는 글로벌 경제/경영/HR/금융/Tech 트렌드

#세계적인 기업들의 Mega Trend에서 조직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이슈와 트렌드를 세계적 전문가들이 KMA글로벌트렌드포럼을 통하여 지식을 공유합니다.

글로벌 컨퍼런스/세미나 디브리핑 포럼

#세계 3대 전시회(CES, MWC, IFA)에서 세계 최대의 글로벌 HR컨퍼런스 ATD까지

#세계적 컨퍼런스의 교육효과를 최대로 높이는 KMA의 디브리핑

#컨퍼런스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글로벌 트렌드를 담은 결과보고서까지 제공합니다.

해외 우수 교육 프로그램

#글로벌 우수 기관의 지식 콘텐츠, 주제별 교육프로그램

#기업에서 개인까지 모두가 선호하는 세계적 교육기관의 프로그램

#KMA의 지식 큐레이팅을 통한 지속적인 해외 우수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글로벌 연사 초청(Speaker Bureau)

#전세계 경영 구루, 유명연사, 분야별 글로벌 전문가 초청을 통한 지식 콘텐츠

#온/오프라인 모든 방식으로 가능한

#KMA 글로벌 연사 초청(Speaker Bureau)



KMA 글로벌 네트워크
전 세계에 있는 KMA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주 유럽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 전세계 많은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하고 폭 넓은 기업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KMA 와 함께하는 Global Network

대만홍콩

일본중국

유럽

미국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

국내 KMA 주요회원사 네트워크
미래를 함께하는 국내 고객사

☎    02-3274-9296   /  02-3274-9384  /  02-3274-9386
[ 상담 및 문의 ]

        cys@kma.or.kr   /  jhcoul@kma.or.kr  /  jongex@km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