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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Together, Innovation World

‘지식으로 산업사회를 선도하고
존경받는 기업 구현에 이바지한다’
KMAC가 추구하는 業의 본질이자 경영철학입니다.
지식으로 산업사회를 선도하고 산업계가 존경받는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진단평가를 기반으로 한 고품격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MAC의 모든 임직원들은 새로움, 탁월함, 시너지를 핵심적인 기업정신으로
하여 개척자 정신, 시장선도 역할, 토탈 솔루션 제공이라는 차별화된 사고와
행동으로 산업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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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존경받는 기업을 향한 든든한 동반자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지식산업의 메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KMAC는 1989년 순수 민간주도로 설립된 진단평가 기반의 경영컨설팅 전문 기관입니다.
국가산업의 비약적인 성장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영컨설팅 회사로 발전해 온
KMAC는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경쟁을 해야하는 우리 기업의 경영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당당히 이기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만이 가진 강점을 끊임없이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에 KMAC는 부단한 연구개발과 글로벌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준의
경영능력으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최적의 노하우를 제공해 왔습니다.
30년 간 축적된 KMAC만의 수준 높은 지식과 노하우는 고객의 성장과 행복을 창조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와 서비스를 바탕으로 21세기 기업 성장의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될 것을 다짐하며, 새로운 전략의 개발은 물론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립니다.
특히 KMAC만의 새로움·탁월함·시너지를 통해 고객 여러분께 최고의 가치를 드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KMAC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대표이사 사장

한수희

Always Toge th er, In n ova t io n Wo r l d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기업들의 성장에는 탁월한 창의성과 혁신능력이
바탕에 있었기에 가능한 일 이었습니다.
1989년 창립 이래 한국산업의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소명으로
Knowledge Provide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습니다.
KMAC 모든 구성원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존경받는
기업 구현을 사회적 책임으로 여기며 산업사회를 선도해 온 든든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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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 a r t n e r w i t h
‘ Ad m i re d C o m p a n i e s ’ t o m a k e
t h e i r f u t u re e v e n b e t t 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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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 on with KMAC
Around the Innovation world
단지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와 지식 서비스만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영혁신을 선도해 온 KMAC는 최고의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Knowledge Provider이며,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여
존경받는 기업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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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 Vision
우리의 미션은 지식으로 산업사회를 선도하여 존경받는기업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新가치를 창조하는 지식산업의 메카로서 끝없는 지식의 창출과 전파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業의
본질에 기반한 지식의 공헌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Mission

지식으로 산업사회를 선도하여 존경받는 기업 구현에 이바지한다

Vision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지식산업의 메카

고객신뢰

고객의 가치창조

최고의 인재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통한 신뢰받는 기업

Customer Oriented Mind & Business

늘 연구하고 행동하는 프로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 고객과의 철저한 약속이행

고객의 다양한 Needs를 선도하는 지식상품
기존 틀을 뛰어넘는 新가치의 창출

시장과 기업이 요구하는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Knowledge Provider
최고의 경쟁력을 스스로 키워가는 인재

Slogan

Always Together, Innovation World

We have always been with
our customers since 1989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30년 이상을 함께해 온 시간은 단순한 세월의 흐름이 아닙니다.
변화와 혁신을 아젠다로 모든 대한민국 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를 염원하는 KMAC의 의지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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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순수 민간 주도로 설립된 KMAC는 Innovation을 화두로 세계 최초로 KCSI조사 모델 개발, Six Sigma 등 신기법 도입,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 발표 등 대한민국 기업의 경영혁신을 선도해 오고 있습니다.

2002
정부 23부처 혁신 진단 / 국정토론 진행 / 청와대 비서실 변화관리

2003
2004

정부혁신 주관연구기관 선정
한국의경영대상 운영

제1회 제조경쟁력 실태조사 및 우수공장 인증

제1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KMAC) 조사 발표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PCSI) 평가모델 개발 및 조사 수행

2005
2006

와튼스쿨 CEO과정 개설

제1회 The Proud 명품 및 신상품 조사 발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주간사업자 선정

2007

정부혁신 유공기관 대통령 표창
방글라데시 공공부문 역량강화 수행기관 지정

2008

제1회 한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K-GWPI) 조사 발표

KMAC 창립 20주년, 2015 뉴 비전 선포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On-Site 아웃소싱 수주

2009

국책사업 공개교육기관 선정‘핵심직무과정ㆍ단기직무향상과정’

고객의 소리를 우선하는 기업(VOC-MS) 인증제 운영

2010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고객접점 부문 조사 발표
우수교육유공단체상 수상(서울시 최초)

Global CSR Conference 2011 개최
존경받는기업 컨퍼런스 개최

2011
2012

민관합동 포럼 존경받는기업·공공컨퍼런스 개최
미래창조과학부 조직진단 컨설팅

부산광역시 시정 경영진단

제20회 고객중심 경영혁신 컨퍼런스 개최

2013
2014

KMAC 두빛나눔봉사단-영등포구청 후원 협약

방글라데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 지정

제1회 Smart Brand 조사 발표
제1회 판매서비스만족도(KSSI) 조사 발표

2015
제1회 브랜드추천지수 조사 발표

2016

미래창조과학부 PSM 산학연계 및 인증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KMAC 두빛나눔봉사단-초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 협약

제30회 한국의경영대상 개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일자리 창출 전략 수행 기관 선정

2017
2018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수행기관 지정
15년 연속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PCSI) 수석 주간사 선정

Projects for leading Industrial society
in the field of mission
산업을 선도하고 존경받는 기업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KMAC는 진단평가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지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오랜 역사를 가진 글로벌 경쟁사들도 할 수 없는 KMAC만의 業의
본질이며, 차별화된 사업모델입니다.
즉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차별화 된 진단평가를 통해 기업 경쟁력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컨설팅, 리서치, 교육연수, 미디어 등 Total Solution을 제공함으로써
Knowledge Provide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Diagnosis & Evaluation
Consulting
Research & Consulting
Learning & Developm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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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Solution
진단평가로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각 수준에 맞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글로벌 기준의 토탈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리서치, 교육연수, 미디어 등의 KMAC 사업은 창조적인 연구개발과
글로벌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토탈 지식 솔루션입니다.

Diagnosis & Evaluation
KMAC의 모든 진단체계는 이해관계자 관점의 결과품질을 평가함과 동시에 최적화된 경영체계 및 프로세스를 진단하여
이에 따른 이슈를 도출하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The Management
Grand Awards

KOREA’S Most
Admired Companies

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Korean Net
Promoter Score

한국의경영대상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Korean Service
Quality Index(MOT)

Korean Service
Quality Index(Call-center)

Korea Brand
Power Index

Korea Brand
Recommendation Index

Korea Sales Service
Satisfaction Index

고객접점부문

콜센터부문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한국산업의 브랜드 추천

판매서비스만족도

Management
System

경영체계 및 프로세스 진단

이해관계자 인지 품질평가

Driver

D&E
(Diagnosis &Evaluation)

Stockholder

경영전략

리더십

Infra & Activity

Customer

인적자원개발
프로세스관리
경영정보시스템

이해관계자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 진단

Employee
Partner

Learning
Society

결과 및 환류
Diagnosis

Issue

과정품질 진단을 통한 Solution 제시

Evaluation

Issue

결과품질 진단을 통한 Solution 제시

Providing total solutions for Total Customer Satisfaction & Admired Companies

Consulting
KMAC의 경영컨설팅은‘기업의 역량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경영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합니다.

경영전략분야
경영진단 및 중장기 전략 수립
성장전략 진단 & 수립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전략/기획전략/혁신전략
해외진출 전략
사업 평가
대학 발전 방안
자회사 설립 및 운영 방안
사회가치 전략

CS경영 분야
총체적 고객만족경영 실현
CS수준진단 / KCSI 컨설팅
CS경영전략 수립
Service Identity 기반의 CS전략 수립
고객경험관리/서비스 차별화
Social Big Data 기반의 고객전략수립
CS인프라 구축(평가체계/교육체계/교육과정 개발)
CS경영 실행 및 개선(프로세스 개선, CS품질관리)

스마트팩토리•제조시스템 분야
4차산업혁명 추진전략
현장중심형 스마트팩토리 진단
Smart Machine
(설비관리 시스템, 설비데이터,
Visualization)
Smart Operation
(MES, ERP, POP)
Smart Quality
(SPC, QMS, Lot Tracking)
Smart Energy(EMS)
Smart Logistics(Simulation)
PLM/ALM

프로세스 혁신 분야
Process Innovation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BPR)
정보화전략계획(ISP/ISMP), PMO
IT 신기술 도입 위한 POC 수행
스마트팩토리 도입 위한 사전 프로세스 진단

인사조직분야
직무분석, 평가, 설계 등 직무관리
적정인력산정, 인력운영 방안
조직진단, 기업문화, 조직활성화
조직신설, 통합 등 조직설계 및 운영
HR전략 및 인사제도 구축
개인 및 부서업적평가, 성과관리
직무급,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
노사전략, 노무관리, 인사규정 정립

영업・마케팅・브랜드 분야
영업 컨설팅 (영업진단/영업전략수립/영업활동관리
/운영효율화 영업활동 지원프로그램
/Sales IT System 활성화전략)
판매서비스 품질 향상(KSSI)
마케팅 전략 수립(중장기전략/신상품·신사업전략
사업활성화전략/원가절감·Pricing전략/실행전략)
브랜드 개발 및 전략 수립(Identity정립/Architecture정립
조직내재화 전략/브랜드 강화·관리 전략)
브랜드 재무자산 가치 평가
K-BPI 지표개선

생산•품질혁신 분야
품질혁신(QC, QI, QA) / QMS
Zero Defect(해외전문가 컨설팅)
SPC구축 / 공정품질 안정화
품질경영(ISO, TS)
3정5S, VM(눈으로보는 관리), 낭비제거 활동
TPM, C-TPM, TPS, LEAN
원가혁신 / TPI / Hidden Cost 제로화
공장Layout설계, 물류개선
보전경영(점검정비, 시설물관리, RCM)
생산성 지표체계 구축
공정기술 / 생산기술 표준화, 품질표준화
6 Sigma
기술기능 노하우전수
종합생산성지표체계

기술경영 분야
기술전략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
기술로드맵(TRM)
R&D 성과관리
R&D 프로세스 및 개발력 진단
R&D 표준화
개발품질 및 설계품질(QFD, 신뢰성)

공공혁신 분야
정책개발 연구 및 정책지원 사업 기획/개발
일자리,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혁신
공공분야 혁신전략
정부경영평가 대응방안
공공기관 중장기 전략, 조직 및 인사혁신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혁신
중장기 지역 발전전략 수립

콜센터・채널 분야
콜센터 서비스품질 향상(KSQI)
콜센터 적정 인력 산정 및 운영 효율 향상
Value(Profit) Center 전략 수립
콜센터 STT/TA 구축 및 개선
콜센터 구축/통합/시스템 고도화 설계(ISP)
콜센터 품질경영 체계 구축(C-QMS)
스마트 밸류센터 진단
미래형 콜센터 구축 전략
(기술/운영/상담사 역할 재정립)
VOC 3.0
옴니채널 운영체계 수립 / 멀티채널 고객경험 최적화

에너지•환경분야
에너지 정부 정책설계 자문
에너지 신사업 비즈니스모델 구축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수립 및 투자타당성 검토
에너지관련 기관 및 협동조합 설립 타당성
에너지 R&D 예비타당성 기획 및 컨설팅
기후변화 정부 정책설계 자문
통합환경관리체계 구축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및 사후관리 컨설팅
배출권거래제 운영 지원컨설팅(적합성평가, 할당)
탄소경영전략(배출권 관리, 매매, 운용)
배출권매매 중개, 녹색채권 평가
안전경영체계 구축국제기구 협력사업
개도국 KSP 및 ODA 사업

중소기업 및 관련기관
지원사업 개발 분야
경영종합진단 및 컨설팅사업 개발/운영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글로벌 마케팅 지원)
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
(R&D 및 기술사업화, 기술 마케팅 관련 교육/컨설팅)
창업 활성화 정책사업 및 지원사업 개발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표준화, Guide Line, 진단지표, 산업인력육성 등)

Research & Consulting
KMAC 리서치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조사와 세미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풍부한 컨설팅 경험과 조사수행 경험 및 대규모 프로젝트 관리능력을 보유하면서 각 Function의 컨설팅과 연계해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ystery Shooping

부서간만족도 조사
직원만족도 조사
고객지향도 조사
협력업체 만족도 조사
관계품질 조사
내부소통지수

콜센터 전화모니터링

해외조사
내부고객
조사

접점 서비스품질 조사

접점진단
조사

접점클리닉

내·외부 인터뷰
FGD/FGI
워크숍 진행

패널조사
(해외)

Research &
Consulting

패널조사
(국내)

외부고객
평가/조사

소비자
조사
빅데이터
분석
신상품개발 조사

판매평가

- 제품컨셉테스트

- 판매예측 조사

- 디자인컨셉테스트

- 유통점 조사

- 상품명 개발 및 평가조사

포지셔닝 전략입안 조사

- 가격타당성 조사

잠재고객니즈 조사

- 제품력 조사
광고평가 조사
- 광고시안평가 조사
- 광고효과 조사
- 소비자 감성조사

브랜드파워 조사

해외조사

고객로열티 조사

패널조사(On/Off)

고객경험 조사

빅데이터분석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가치 조사
소통지수 조사

U&A 조사
이미지평가 조사

FGD/FGI

- CI개발 및 평가

워크숍 진행

- BI개발 및 평가
- 기업이미지 조사
- 브랜드이미지 조사
- 제품이미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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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 Development
KMAC 교육사업은 인적자원 양성 및 역량 강화에 본연의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산업계의 최신 트렌드와 이슈를 제시하는 역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개교육•사내교육

전략, 기획, 신사업

마케팅, 홍보

임직원 직무 기본교육
- 각 부문별 기본 입문과정

총무, 회계, 재무, 구매

임직원 직무 심화교육
- 현업 활용을 위한 사례연구 및 실무적용 방안 마련

조사기획

인사, 조직운영

직무별 전문가 양성 교육
- 부문별 관리자 및 사내 전문가 육성을 위한 특화과정
직무 사내교육(사내 지정교육)
- 공개교육의 커스터마이징 및 강사 출장형 사내교육

4차산업, IT

Process Innovation

조직문화

기술경영, R&D

영업, 세일즈, 판매
컨택센터

교육 컨설팅

CS경영, 서비스

교육체계  수립  컨설팅
- 직무별 역량모델링을 통한 교육체계 수립
교육과정 개발
- 분야별 직무훈련과정 설계 및 개발
S-OJT(Structured-OJT)
- 체계적 현장훈련을 위한 기술·노하우 전수 방법론 개발

생산, 품질, 설비

공공혁신

에너지, 환경

Function별
직무교육 분야

현장직무훈련
- 현장 방문을 통한 문제해결형 교육훈련
클라우드 교육시스템 구축(LMS)
- 인공지능 클라우드로 통합 교육동영상 자동제작•편집•업로드

의식 및 행동혁신 사내교육
핵심가치
두빛나래
일터만들기
Q-mania
상상점프
이유만들기

솔로몬의 지혜
감성여행
Experience  CE 
득심의 기술
스마트워크 Designer(주 52시간제 대응)
워크 다이어트

공공기관•대학 특화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 솔루션
리빙랩 추진 교육
대학 컨설팅
- 인재육성체계•학과과정개발
- 성과평가•품질관리
- 위탁교육

Global Business
글로벌비즈니스는 글로벌 교육 및 컨설팅, 국제개발협력사업, PCO 사업 등의 수행을 통해
글로벌 컨설팅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육 & 컨설팅

국제개발협력사업

PCO 사업

글로벌 벤치마킹
- 해외우수기업 벤치마킹연수
- 해외우수기업 동향 분석 및 사례발굴

사업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글로벌 컨퍼런스 참관
- SHRM 한국대표단, CCW 한국대표단
- UN인권포럼 한국대표단
- Hannover Messe, NSC, SNEC 등
해외 컨퍼런스 참관 교육

PMC 용역(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사업관리자문)

기본계획수립(Basic Design Survey)
정책자문 및 역량강화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
(KOICA, EDCF, KSP 등) 평가 등

국제 컨퍼런스 및 세미나 기획/운영
- 행사 Master Plan 수립
- 세부 Contents 기획
- 프로모션 계획 수립 및 실행
해외 석학 초청 강연회
- Stanford Univ, Boston Univ,
IE Business School, UBC Sauder,
日本亞細亞大學 등 해외 제휴 대학의 석학

인바운드 벤치마킹
- 해외 기업/기관의 국내 우수기업/기관
벤치마킹 연수
- 한국 기업 해외직원의 국내 벤치마킹 교육

Media

미디어는 변화와 혁신의 이슈 및 아젠다를 통해 존경받는 기업을 위한 다양한 경영지식과 정보를 산업계에 발신하고
동시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HIEF EXECUTIVE 및 혁신리더 발간
경제∙ 경영 단행본 발간
전략보고서 및 연구보고서 발간

Conference
경영을 테마로 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KMAC 컨퍼런스는 최신 트렌드 및 이슈를 통해 경영혁신 솔루션을
공유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공 컨퍼런스
대한민국 컨택&커뮤니케이션 컨퍼런스
대한민국 제조혁신 컨퍼런스
고객중심 경영혁신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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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KMAC people working
for one person... you
KMAC의 모든 구성원은 Achieve, Active, Accompany로 규정된
Triple A의 핵심역량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컨설턴트로서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전문성을 추구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한계를 극복하며,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지닌 KMAC人으로서의
문화적 속성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KMAC의 전문 경영컨설턴트들은 고객의 최고가치를 위해 늘 생각하고 늘 행동하여
스스로 최고의 경쟁력을 키워가는 Knowledge Provider입니다.

Three Dimension Organization
KMAC는 경영컨설팅 업계 최초로 고객지향적 3차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니즈에 대한 대응과
사업영역별 프로세스 일체화 및 효율성을 통한 비즈니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기능복합형 컨버전스 컨설팅으로
Function 시장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Industry 영역을 특화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Customer Organizer

Key Account 등 전사 고객관리

Business Organizer

고객이 요구하는 산업별, 비즈니스유형별 사업기획 및 개발, 프로젝트 실행관리
진단평가1,2,3본부(Diagnosis & Evaluation DIV1,2,3)
컨설팅1,2,3,4,5본부(Consulting DIV1,2,3,4,5)
R&C1,2,3,4본부(Research & Consulting DIV1,2,3,4)
L&D1,2본부(Learning & Development DIV1,2)
미디어센터(Media Center)
VIP센터(Value Innovation Platform Center)
- 스마트팩토리·PI센터(Smart Factory & Process Innovation Center)
- 에너지·환경센터(Energy & Environment Center)
- GBP센터(Government Business Planning Center)

Support Group

Advisory그룹 및 전문가그룹의 Technical Advice
경영기획실

Customer Organizer

Customer
Needs

Value Creation Point

Support Group

Business Organ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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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hould pursue sustainable
growth of companies through
global knowledge network
KMAC의 다양한 글로벌 지식네트워크는 산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이러한 성장을 통해 행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공헌은 기업 고유의 지식, 경험, 노하우의 나눔과 전파를 통해
사회공헌이라는 책임과 사명을 다하려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Network
KMAC는 산업별·기능별 위원회를 통해 경영 노하우를 공유함은 물론 글로벌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관학회와의
다양한 연계활동 및 산학협동을 통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KMAC의 지식공헌은 기업 고유의 지식, 경험, 노하우의 나눔과 전파를 통한 KMA의 차별화된 사회공헌입니다.

Domestic Network
혁신리더스클럽

경영혁신위원회

공공혁신위원회

의장단

CEO급 Community

의장단

연구회

실무자 Community

연구회

CS
WISE

Rainbow

브랜드
마케팅

All that
서비스

C.A.R.E
Program

안전
경영

HR

자문학회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한국경영공학회

www.kcsma.or.kr

www.kmes.org

■ Wharton School
■ ASTD(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 Development)
■ SHRM(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Global Network

■ Babson College
■ Rath & Strong
■ Marshall School
■ Management Concept
■ George Group
■ ASI Consulting Group
■ Six Sigma Advantage
■ BMG
■ Boston University
■ IMC(Invention Maching Corporation)

■ IQPC(International Quality
& Productivity Center)
■ France 소르본대학
■ Satmetrix
■ MATRIZ(International TRIZ Association)
■ IFR
■ CEGOS
■ MOTIVA

■ 일본능률협회(JMA)
■ 일본능률협회컨설팅(JMAC)
■ 일본IE협회
■ 일본히라야마컨설팅
■ 일본과학기술연맹
■ 일본산업능률대학
■ 일본생산성본부
■ 일본VE협회
■ 일본경영자협회
■ 일본JIT경영연구소
■ 일본경영개발협회
■ 일본부가가치경영연구소
■ 일본 DYMOS CONSULTING
■ 일본산업훈련협회
■ 일본중부산업연맹
■ 일본경영윤리실천연구소(BERC)
■ 일본 LCA-J
■ JIPM(Japan Institute of Plant Maintenance)
■ JEMCO 일본
■ IDEA
■ ITiD
■ 일본트리즈협회
■ 교토대학교
■ MIC경영연구소

■ 칭화대학교
■ 인민대학교
■ 상해교통대학교
■ 북경대학교
■ 싱가폴 SQC(Singapore Quality Center)
■ 싱가폴에어라인 Training Center
■ Motorol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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