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 삼 본 부

가 산 디 지 털 센 터

인 재 개 발 원

경 기 지 역 본 부

의 정 부 사 무 소

인 천 지 역 본 부

강 원 지 역 본 부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충 북 지 역 본 부

충 남 북 부 사 무 소

대 구 경 북 지 역 본 부

부 산 지 역 본 부

경 남 지 역 본 부

울 산 지 역 본 부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제 주 사 무 소

전 북 지 역 본 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9~20층

Tel. 1670-6009 Fax. 02-6009-4539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차 13, 15, 16층

Tel. 1670-6009 Fax. 02-2624-0333

경기 안성시 원곡면 천덕산로 490-44

Tel. 031-685-9805~7 Fax. 031-656-7555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9, 한국나노기술원 10층

Tel. 031-546-6030~9 Fax. 031-546-6040

경기 의정부시 망월로 18-26, 경기북부벤처센터 201호

Tel. 031-829-8182~4 Fax. 031-829-8185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6층

Tel. 032-260-0260~7 Fax. 032-260-0268

강원 춘천시 수변공원길 11, 대호빌딩 2동 2층

Tel. 033-252-9423 Fax. 033-256-9423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경제통상진흥원 6층

Tel. 042-864-2301~5 Fax. 042-864-236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40, 충북테크노파크 선도기업관 2층

Tel. 043-236-2451~3 Fax. 043-236-2454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46번길 45-21, MSJ빌딩 4층

Tel. 041-532-7200~5 Fax. 041-532-7213

대구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벤처센터 5층

Tel. 053-384-1562~4 Fax. 053-384-1565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12, 보인빌딩(구, 대신증권빌딩) 4층

Tel. 051-557-1239 Fax. 051-557-0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사무동 602호

Tel. 055-212-1212 Fax. 055-212-1213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2층

Tel. 052-289-6601~3 Fax. 052-289-6604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4층

Tel. 062-953-1435~7 Fax. 062-953-1438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401호

Tel. 064-754-4631 Fax. 064-727-9140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Tel. 063-214-2234~7 Fax. 063-214-2238

본부 및 지역본부 안내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천덕산로 490-44

Tel. 031)685-9805~7  Fax. 031)656-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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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인재개발원 시설 안내01 시설 임대02

➲ 인재개발원 시설 안내

다양한 강의장 및 숙소, 장기 시설 임대,  

전관 시설 임대 가능, 계약금 없음

➲ 시설 사용 대관료

구분 금액 비고

숙실 2인실 60,000원 / 일

식사
일반식 8,000원 / 인

특식 33,000원 / 인 바베큐장

강의실

대강당 1,200,000원 / 일 200명 기준

중강당 1,000,000원 / 일 120명 기준

대강의장 600,000원 / 일 60명~80명 기준

중강의장 400,000원 / 일 40명~50명 기준

소강의장 250,000원 / 일 20명~30명 기준

분임토의실 100,000원 / 일 15명 기준

운동장 1,000,000원 / 일 200명 기준

※ 시설 사용 대관료는 부가세 별도 금액입니다.

➲ 임대 문의

•전화 : 031-685-9809 이운용 선임연구원(a2312@ksa.or.kr)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http://td.k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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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관 

2. 제1교육관

3. 제2교육관

4. 체육시설(농구장, 족구장, 골프연습장)

5. 행동교육관

6. 종합운동장

7. 주차장

•안 내

 오산 IC약 100m 앞 고가도로 밑에서 좌회전

 사거리에서 안성 / 남사방면 좌회전

 경부고속도로 상단 고가도로 방향 진입

 안성방면 / 한국표준협회 이정표 방향으로 직진

 표준마트 휴게소에서 우회전 후 KSA인재개발원 도착

•문 의 : 031-685-9805~7  •팩스 : 031-656-7555 

•지번주소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 362-1 

•도로명주소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천덕산로 490-44

생활관

헬스장

매점 인터넷 휴게실식당

•전 숙소 2인 1실 200여 실 구비

•숙소 내 무선인터넷 사용 가능

•자율적인 학습 및 독서를 위한 자율학습실(24시간 개방)

•Fitness실 운영(06:00~22:00)

•  당일 신선한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구내식당  

(250명 동시 수용 가능)

제1·2교육관

•15~250명까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강의실 구비

체육시설 및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구장 골프 연습장

•축구장 겸용 천연 잔디 운동장(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족구, 배드민턴, 농구를 즐길 수 있는 탄성 우레탄 구장

•365일 사용 가능한 쾌적한 골프연습장

•사계절 자연의 신비를 모두 볼 수 있는 편안하고 안락한 야외 공원

•산책로 구비(1.5km, 30분)

➲ 이용절차

부지

131,339m2

숙실

217실 / 501명

대지

25,328m2

건물

15,679m2

강의실

28실 / 362명

KSA
인재개발원
시설현황

생활관

•전화, 이메일, 방문으로 일정 확인

이용문의

•메일 작성하여 사용 신청 

•사전 필요 작업 요청

•입소 및 진행
진행

•퇴소 후 세금계산서 발행 or 현장 카드결제
정산

신청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KSA 인재개발원은 최상의 시설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기업의 미래 가치인 우수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 목적

•새로운 마인드 전환 교육을 통해 생활의 활력과 동기부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교육 대상

•전 직원(신입직원~대표)

➲ 교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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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개 교육

•교육기간 : 2박 3일, 19시간, 합숙

•교   육   비 : 회원 50만 원, 비회원 55만 원

•교육문의 : 031-685-9813~14, 17

➲ 교육 목적

•행동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갖춘 직장인 양성

•새로운 환경 도전을 통한 자신감 배양

•‘나 아닌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

•‘최선(最善)’의 참 의미 체득과 긍정 마인드 배양

➲ 교육 대상

•전 직원(신입직원~대표)

•일반인 참석 가능(중학생 이상)

한 단계
도약

자기 다짐

자기 인식 실전 역량

새로운 변화의 계기와 열정을 

회복시켜주는 교육

2) 기업혁신 레벨 업

35년 전통(1984년부터 현재까지 800회 개최)의 

직장인 의식전환 프로그램 

1) 핵심인재 의식고도화

•교육기간 : 4박 5일, 46시간, 합숙

•교   육   비 : 회원 74만 원, 비회원 79만 원

•교육문의 : 031-685-9813~1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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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26

인재원
-

12-14

인재원
-

7-9

인재원
- - -

10-12

인재원
-

※ 한 회사에서 10 명 이상 참여 시 별도 일정 추가 개최 가능

➲ 교육 내용

모듈 세부 내용 일차

자기 자신 알아가기

•소통과 관점을 디자인하라(나 자신 바로 알기)

•자신의 경쟁력 다지기(인사, 관찰 및 감사 일기)

•파워 자신감 교육(발표력 원고 작성)

1일차

변화의 실전 역량

•기업혁신 레벨 업Ⅰ(지혜의 샘)

•기업혁신 레벨 업Ⅱ(변화와 실전역량)

•기업혁신 레벨 업Ⅲ(조직력 강화, 따로 또 같이)

2일차

자기다짐

•두려움 극복과 자신감 배양을 위한 ‘챌린지 어드벤처’ 로프 코스 체험

•마음치유(불편한 마음 걷어내고 새 마음 담기)

•파워 자신감 교육(발표력 조별 발표)

- 학습 내용의 핵심인 자신의 목표 설정과 계획 발표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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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7

인재원

10-14

인재원

16-20

인재원

20-24

인재원

18-22

인재원

15-19

인재원
-

17-21

인재원

14-18

인재원

19-23

인재원

16-20

인재원

7-11

인재원

➲ 교육 내용

모듈 세부 내용 일차

목표 및 동기부여

•행동교육(과정 소개) 지도 및 실습

     - 예의 / 행동강령 / 발성 / 3분 스피치

•명사 특강 : “내 삶의 여행에 도전장을 던져라”

1일차

환경변화 적응력

•행동 교육 지도 및 실습 - 정독/발표력

•행동 교육 심사(행동강령, 발성, 정독, 3분 스피치)

•팀 워크 야간산행(동료애 및 문제해결능력 배양)

•자기 관찰 및 감사 일기

2일차

두려움 극복

•자신감 배양과 두려움 극복을 위한 - ‘챌린지 어드벤처’ 로프 코스 체험

•행동 교육 심사(행동강령, 발성, 정독, 3분 스피치, 발표력)

•자기발전계획(자기능력진단, 목표설정)

•자기 관찰 및 감사 일기

3일차

도전에 대한 성취 및 

자신감 회복

•자기발전계획 개인 발표 및 조별토론

•행동 교육 종합심사(행동강령, 발성, 정독, 3분스피치, 발표력)

•담임과 대화의 시간

•명사 특강 : 나에게 답이 있다.

•자기 관찰 및 감사 일기

4일차

자신과의 약속과 

다짐의 시간

•행동 교육 종합심사(행동강령, 발성, 정독, 3분스피치, 발표력)

•마음 치유(불편한 마음을 걷어내고 새 마음 담기)

•교육 소감문 작성(교육에서 배우고 익힌 부분을 수기 작성을 통해 다짐과 약속의 시간)

5일차

핵심 인재
양성

목표 달성

행동 체험목표 부여

의식 전환



➲ 교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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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집을 짓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신개념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자연 속에서 나와 동료 사이에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와 즐거움을 주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즐거움은 곧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며, 좋은 분위기는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통통 1박2일은 딱딱한 연수가 아닌 대자연 속에서 행동하며 함께 느끼는 즐거운 시간을 통하여 소통하고  

분위기 좋은 조직, 신바람 나는 조직, EXCITING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조직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 조직활성화 프로그램(프로그램 구성 예)

시간 1일차 2일차

07:00~08:00

이동(10:00 도착)

생활안내

조식

08:00~09:00

변화와 

혁신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워크아웃 타운미팅’
※ 자체 워크숍 진행 가능

09:00~10:00

10:00~11:00
특강 

우리의 발자취가 우리의 역사다

조직의 힘을 만드는 3가지 법칙11:00~12:00

12:00~13:00 중식 중식

13:00~14:00

소통/팀웍
•통나무 집 짓기(팀 빌딩 과정으로 가능)

•챌린지 어드벤처
 ※ 기타 아웃도어 / 인도어 프로그램 운영 가능

교육종료(복귀) / 13: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어울림
바비큐 식사 / 뷔페

※ Open Mind를 위한 레크레이션 / 휴식
19:00~20:00

20:00~21:00

※ 상기 프로그램 고객의 Needs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이 제안하는 

참여형 맞춤식 교육을 소개합니다.

1) 조직활성화 교육

맞춤식 교육프로그램04

※ 모든 프로그램 고객의 Needs에 따라 상호협의하에 세부 제안서를 설계합니다.

아웃도어

프로그램

인도어

프로그램+ + =맞춤형

강의

조직활성화 교육

신입사원 교육

계층별 교육

+
기업체(기관) 맞춤식 교육문의

- 신입사원, 계층별, 조직활성화 교육

- 전 직원 한마음 워크숍

팀 빌딩 프로그램

- 챌린지 어드벤처, 수상훈련, 팀워크 산행

- 기타 아웃도어 및 인도어 훈련

교육설계, 이젠 어렵지 않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시설을 갖춘 KSA인재개발원과 상의하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체험식 프로그램을 고객 여러분의 Needs에 맞게 설계해 드립니다.

▶  세대차이로 인한 계층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싶다 .

▶  조직통합에 의한 신·구 인력의 부조화를 극복해 화합하는 조화로운 일터 문화가 필요하다.

▶  부서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을 이기는 벽 없는 조직문화 및 부서간 협력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  개인 이기주의 및 주인의식 부족으로 신뢰 쌓기 및 주인정신 강화가 필요하다.

▶  신입사원 교육을 통해 친밀감 형성 및 팀 빌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사내 멘토링 활동에 화합과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 및 워크숍이 필요하다.

▶  고객접점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비전에 대한 도전의식 고취 및 에너지 넘치는 조직문화가 필요하다.

▶  늘 같은 형태의 교육, 짜여진 각본, 이론과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다.

▶  더 이상 먹고 마시기만 하는 야유회, 단합대회는 그만! 이제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다.

통통 1박 2일(통나무 집짓기)

healing과 함께하는 통통 1박2일프로그램 특징

“좋은 분위기는 곧 신념을 압도한다!”프로그램 목적

“소통하는 일터 만들기” 통하는 사람， 통하는 조직 만들기 Project!

“소통”하는 일터, 행복한 일터를 향한 우리의 새로운 출발!

“도전하는 일터 만들기” 도전하는 조직， 도전하는 당신이 아름답다!

함께해서 좋다! 통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즐거운 “도전”

“신바람나는 일터 만를기” Teamwork Upgrade Project!

친구같은 동료, 가족같은 회사, 조직을 “신바람”나게!

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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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린지어드벤처 미션임파서블 도전 99 초 우리회사 예체능 한마음 로잉

1박 2일 프로그램 예시

“즐겨라” 그때가 가장 가까워질 수 있으며 작은 소통의 시작이다!

하늘과 땅 차이~간식 복불복게임 간식타임 야외취침

복불복 게임

미션지 수령 QR 속의 숨겨진 미션

야간 프로그램(석식 음주 시 불가) “동료간에 벽을 허물어라”  스마트 서바이벌!

미션지 수령 식재료 깃발 획득 내가 우리 팀 쉐프 맛있는 아침식사

기상미션(쉐프 아침 한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많이 먹는다!

2일차 오전 프로그램 조직의 “공동 목표의식 공유”와 도전정신 극대화로 “실행력 강화”

기초 및 벽면 지붕 내부 마무리 통나무집 완성

“팀워크란 텃밭에 소통이란 밑거름을 뿌려 통나무집이란 우리의 비전을 만들자!”통나무 집짓기

통통 1박 2일(통나무 집짓기)

Module 1

Module 2

Module 3

Module 4

Module 5

시간 프로그램

1일차

~13:00 도착 통통 1박 2일 캠프장 도착

13:00~14:00 중식 구내식당

14:00~17:30 통나무 집 짓기
통나무 집짓기 / 문패 만들기

복불복 간식타임

17:00~18:00 복불복 게임 잠자리 복불복 게임

18:00~19:00 샤워 및 휴식 개인정비 시간

19:00~20:30 석식 삼겹살 바비큐

20:30~22:30 야간 프로그램 스마트 서바이벌

22:30~ 취침 개인정비 및 취침

2일차

07:00 기상 기상 나팔소리와 함께 기상!

07:00~07:30 기상미션 아침식사를 위한 식자재 획득 기상미션

07:30~09:00 조식 Self 취사

09:00~10:00 해체 통나무집 해체

10:00~12:00 선택 프로그램

기본                                  도전 99초

선택

챌린지 어드벤처 우리회사 예체능

                                 한마음 로잉

12:00~13:00 중식 구내식당

13:00 복귀

※ 상기 프로그램은 고객의 Needs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교육문의: 031)685-9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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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의 특징

1. 신규입사 직원들의 조기 전력화를 위하여 업무 수행역량을 향상시킨다.

2. 신규입사 직원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여 조직 적응력을 제고한다.

3. 신규입사자 교육을 통해 조직, 개인적 측면에서 도약 [ JUMP ]의 계기로 만든다. 

조기 이직이 높은 신입직원의 조기 전력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

2) 신입사원 교육

맞춤식 교육프로그램04

SERI 보고서에 의하면 심각한 구직난에도 불구하고 신입직원들의 조기 이직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기존 직원들의 사기 저하, 조직의 시간·비용 손실 등의 결과를 초래하며, 

따라서 신입직원의 조기 전력화와 함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입직원의 조기 이직 사유

1년 미만 퇴사자 비율

※ 출처 : SERI 경영노트 129호

신입직원의 조기 전력화와 안정적 정착 노력이 필요

파랑새 증후군
(Blue Bird Syndrome)

막연히 현재의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셀프홀릭 증후군
(Self-holic Syndrome)

본인의 역량에 비해 

가치가 낮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피터팬 증후군
(Peterpan Syndrome)

변화를 추구하며 

관료조직에 부적응

기존직원들의 
사기저하

시간/비용 
손실 부족한 

일손의 압박

기업 손실 
최소화를 위한
방안은 없는가?

평균 

11.4개월 
근무 

신입사원 

조기 이탈로 인한 

기업의 고민

대기업

13.9%

중견기업

23.6%

중소기업

39.6%
40%

20%

0%

조직 차원의 

결속력 강화

개인 차원의 

역량 향상

개인과 조직의 

비전 일치

•  조직인으로 필요한 기본적 인성인 

적극성, 도덕성, 긍정적 마인드 

등 함양

•  스스로 조직에 적응할 수 있는 

셀프 리더십을 지닌 신입사원 

으로 재탄생

•  조직 비전의 공유 및 비즈니스 

마인드로 패러다임 시프트

•  동기, 상하 간 팀웍 및 결속력을 

강화하고 조직 내 소속감을 높여 

조기 이탈 방지

•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한 가치 공유

•  프로페셔널한 조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신입사원부터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

NEW R

E

C
R U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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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층별 최우선으로 

개발해야 할 역량에 대한 강화를 통해 

리더들의 체력 다지기가 필요함

업무의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몰입도를 

그 다음으로 꼽고 있음

새로운 변화의 계기와 열정을 

회복시켜주는 교육

➲ 교육 목적

승진자에 대한 교육의 지속적인 이슈는 조직의 전략과 리더십 역량개발 프로그램 간의 연결고리 부재이며 , 

리더십 교육 중 단 23%만이 조직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 우리 조직에서 요구하고 파급효과가 높은 컨텐츠 구성이 필요합니다.

➲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 ➲ 최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역량

일선관리자 중간관리자 상급관리자

코칭

(54.3%)

변화주도

(58.2%)

변화주도

(66.1%)

성과관리

(52.7%)

코칭

(52.9%)

전략과 실행

(62.3%)

변화주도

(48.9%)

전략적 사고

(42.7%)

전략적 사고 

(61.7%)

효과적인 

팀구축

(47.3%)

성과관리

(41.2%)

인재육성

(44.8%)

➲ 교육 프로그램(4박 5일 예시)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09:00 ~10:00 이동
(회사 → KSA 인재개발원) 조직생활의 이해 청렴 윤리 교육

열정적인
신입사원의
도전의식

효율적 업무처리
“업무관리의 신”

10:00 ~11:00

11:00 ~12:00 교육 오리엔테이션

12:00 ~13:00 중식

13:00 ~14:00

Ice Breaking
“우리회사 예체능”

나를 연출하라
3CODE Biz 매너

열린 혁신으로
소통하라

Winner player
팔로워십

효율적인 업무관리
“업무관리의 신”

14:00 ~15:00

15:00 ~16:00

16:00 ~17:00
복귀

17:00 ~18:00

➲ 교육 프로그램(1박 2일 예시)

구분 1일차 2일차

07:00 ~ 08:00

도착 오리엔테이션
(12:00)

조식 / 교육준비

08:00 ~ 09:00

신입직원의 자기관리09:00 ~ 10:00

10:00 ~ 11:00

11:00 ~ 12:00 조직과 자신의 발전을 위한 자기발전계획서 작성

12:00 ~ 13:00 중식 중식

13:00 ~ 14:00

인간관계 기술과 팀워크
조직과 자신의 발전을 위한 자기발전계획서 작성

14:00 ~ 15:00

15:00 ~ 16:00

협업 리더십16:00 ~ 17:00
직장예절과 비즈니스 매너

17:00 ~ 18:00

18:00 ~ 19:00 석식

교육 종료19:00 ~ 20:00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감성 커뮤니케이션

20:00 ~ 21:00

3) 계층별 / 승진자 교육2) 신입사원 교육

맞춤식 교육프로그램04

업무 
효율성

74.3 %

직원의 
몰입, 헌신

68.3 %

고객지향 
마인드

63.4 %

상품
및 서비스

41.9 %

인재발굴
및 육성

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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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받고, 마음의 힐링으로 

에너지도 재충전하는 맞춤형 국내연수

➲ 교육 프로그램(1박 2일 예시)

구분 1일차 2일차

07:00 ~ 08:00 조식

08:00 ~09:00
 집합 및 이동

교육 준비

09:00 ~ 10:00
[ Module3 ] 차장·과장 

“KIUM 코칭”

[ Module3 ] 대리·사원

“전략적 사고와 기획력 향상”
10:00 ~ 11:00 [ Module1 ] 차장·과장

“리더십 핵심 역량 개발”

[ Module1 ] 대리·사원

“Winner  player”11:00 ~12:00

12:00 ~ 13:00 중식 중식

13:00 ~ 14:00

[ Module2 ] 조직의 소통과  화합 

“우리회사 예체능”

[ Module4 ] 의식 변화

“ 우리의 땀방울이 에스프레소가 될때”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교육 종료

17:00 ~ 18:00 특강
이동

18:00 ~ 19:00 석식

맞춤식 교육프로그램04

4) 국내연수 프로그램3) 계층별 / 승진자 교육

경상권 전라권제주도

강원권 충청권

➲ 프로그램 특징

새로운 조직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교육

교육은 역량 향상을 위한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문화’로 정착되는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

‘실천’과 ‘일하는 방식’으로 정착되는 교육

교육은 이해와 공감을 넘어서 현업의 ‘실천’과 ‘일하는 방식’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조직과 교육생이 만족하는 맞춤형 교육

교육은 조직과 개인이 모두 ‘만족’하는 교육을 

맞춤형으로 개발해야 하며 다양한 촉진 기법이 필요하다.

01

02

03

지속/반복성, 문화로 정착   

관련 주요 키워드 

현업 실천 방안, 일하는 방식, 

실천 Tool 개발 

관련 주요 키워드 

재미와 몰입, 성찰과 체험, 

토론식 학습

관련 주요 키워드 

 교육과 힐링을 동시에 얻는 ‘재충전’프로그램! 한국표준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힐링과 교육을 동시에 만족하는 국내 연수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힐링』이 있는 곳! 그 곳으로 갑니다.  

명사특강 어울림 공연팀 빌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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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지 어드벤처는 행동하면서 

가슴으로 느끼는 체험학습입니다

체험식 프로그램05

1) 챌린지 어드벤처

오늘날 기업 조직은 각각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따라서 현 조직 체제에서는 팀원들 간의 팀워크, 타 부서나 팀과의 협력체제가 요구되며, 

조직에서 요구되는 필요역량들은 ‘행동과 실천’에 의해 가능합니다. 

‘나’보다 우리 의식(팀 정신)을, 말보다 행동하는 인재를, 개인과 팀 역량 개발을 통해 

조직(기업)발전과 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운영되는 검증된 아웃도어 프로그램입니다.

➲ 프로그램 특징

기업의 새로운 Outdoor Needs

•참가자 실전 체험 중심의 학습방법 요구 •사례 위주의 경험 학습

•행동실천을 통한 미래 가치 추구 •자발적인 자기혁신, 팀 빌딩, 도전의식, 목표의식 부여

•자발적인 문제해결, 리더십 배양, 자주적 사고 등 실천적 교육훈련 요구 •교육 수료 후 감흥과 구성원의 지속적인 효과 요구

01

챌린지 어드벤처 연혁

• 1970년대  |  미국에서 Adventure Based Counselling(모험 도전 치료)로 출발

•  1980년대  |  심리적, 신체적 장애 극복을 위한 상담에 활용

• 1990년대  |  美 교육청 인가 청소년 상호 나눔과 사귐을 목적으로 교과목에 활용

•  2000년대  |  북미, 유럽, 뉴질랜드 등에 5,000여 개소 설치운영

• 2000년 ~ 현재(국내)  |  KSA 인재개발원 내 설치운영

02

기업체(기관) 주문형 맞춤식 사내외 위탁교육

•신입사원 연수, 계층별 교육, 전 직원 한마음 워크숍 등03
조직 활성화 팀 빌딩 프로그램

•산악행군, 레크레이션, 숯불걷기, 모의조정게임, 수상훈련, 서바이벌 등 아웃도어 교육04

만족도 매우 우수
평균 4.8(5점 만점)

전문 퍼실리테이터
직접 운영

접근성 용이
(서울 및 지방 출발)

다양한 
코스 보유

우천 시 
실내 프로그램 대체 가능

코스 선택 / 목표 공유 시너지
개인, 팀별, 전체 

도전목표 설정

각 코스별 훈련 실시 / 리더십, 브레인스토밍 도입목표 달성 실행계획 수립

개인, 팀, 전체 피드백각 코스별 피드백

동기부여와 자주적 실천역량을 위한 전체 피드백
개인·팀의 비전 설정과 

실천 액션플랜 작성

챌린지 어드밴처의 기본개념은 행동하면서 배우는 것(Learning by doing)
개인과 팀 단위로 도전코스를 수행하면서 도전의식, 성취 및 팀워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CHALLENGE ADV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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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으로 즐기는

각종 체험식 교육프로그램

2) 아웃도어 교육프로그램

롤러코스터
소통과 화합을 통한 비전과 핵심가치 공유 및 일체감을 조성하여  

무한 경쟁 시대 환경에서 제일 중요시되는 소통, 협력, 창의, 열정  

등의 중요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 : 4H ~ 8H

한마음 로잉
한마음 로잉 조정 경기는 강한 믿음과 팀워크를 중심으로 액티비티

하고 Exciting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입 

니다. ‘무모한 도전에서 무한한 도전으로 하나된 팀이 만드는 완벽한 

팀워크!’  모두가 하나되는 짜릿한 질주가 시작됩니다.

소요시간 : 3H ~ 5H

도전 99초
도전 99초는 실내 팀 빌딩 대표 프로그램으로 팀별 과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해결하는 훈련입니다. 이를 통해 팀원간의 소통과 이해,  

배려와 존중의 의미를 체득하며, 성공적인 목표 달성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 : 2H ~ 5H우리회사 예체능
우리회사 예체능은 조직원들의 강한 믿음과 신뢰를 중심으로 팀웍을 

형성하며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빠르고 쉽게 터득하며, 재미있게 즐기는 

체험으로! 격하지 않은데 성취감은 극대화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요시간 : 3H ~ 5H

선택

1

선택

3

선택

2

팀워크 산행(행군)
팀원간 스킨십을 통해 동료애와 일체감을 강화하고 한마음 한방향 

목표의식을 함양하며,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팀워크 산행을 통해 인간적인 결속력과 신뢰를  

통한 파트너십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립니다.

소요시간 : 4H ~ 8H

선택

4

선택

5

챌린지어드벤처 High Course

대각선으로 놓여진 폴 위를 균형을 
잡아가면서 도전자가  등반한 후 
내려오는 코스

스턴트맨(2개 코스)

The Beam

도전자가 플랫폼까지 올라가서  
전방 2m 앞에 세로로 놓여 있는 
Stick을 잡는 코스

이글 점프(2개 코스)

Pamper pole

지상 10m까지 올라가서 먼산을 
바라보며 와이어에 몸을 맡기고 
옆으로 뛰어내리는 코스

환상특급
Giant swing

10m 높이의 플랫폼에서 반대편 
플랫폼으로 점프해서 이동하는 
코스

공중점프
Chasm

케이블을 이용하여 130m 길이를 
활강하는 코스

You are the best(2개 코스)

Flying fox long

사다리를 이용해 벽에 올라 좌에서 
우로 홀더를 잡고 극복하는 
클라이밍 코스

에베레스트2
Climbing wall2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인공암벽을 
가능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복
하는 코스

에베레스트(2개 코스)

Climbing wall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출렁다리를 
몸의 균형을 잡고 통과하는 코스

마법의 다리
Rickety bridge

챌린지어드벤처 Low Course

자신이 난이도를 선정하며 뒤로 
낙하하는 게임으로 팀원과의 신뢰
향상을 목표로 하는 코스

신뢰낙하
Trust fall

팀 전체가 하나가 되어 도구 위에 
올라가 지정된 반환 코스를 
돌아오는 코스

트롤리
Trolley

전체가 Whale watch판에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며 상호 커뮤니케이
션을 통해 과제를 달성하는 코스

우리는 한마음
Whale watch

과제에 따라 지상의 A지점에서 
반대쪽의 B지점으로 팀원들이 
이동하는 코스

화성착륙
Prouty landing

거미줄 모양의 그물망에 몸이 닿지 
않고 팀원간 협력과 전략을 통하여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코스

해커를 잡아라
SPIDER’S WEB

설치된 통나무 위에서 여러 가지 
미션에 따라 지상에 떨어지지 않고
정렬하는 코스

T.P 셔플
T.P Shuffle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장애물 벽을 
가능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넘어
가는 코스

모두가 하나되어
Over the w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