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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KHIA 개요

1-1. What is KHIA?

1-2. KHIA ASTD 2011 ICE 연수의 특징



HRD 진흥사업 R&D 사업, HRD 정보 포럼 개최, 업종 별 상시 간담회, HRD 전문 인력 육성 사업

회원서비스사업
총회·이사회 정례 개최, 업종 별 분과위원회 운영, 정보교류 정례모임 (관리자, 실무자) 운영,

HRD 산업 정보제공 서비스, 프로그램 공동 설명회 서비스, HRD 뉴스레터/웹진/칼럼/자료실

HRD 기반조성사업
HRD 전문가 인증사업, HRD 영역 별 전문가 육성, 중소기업 HRD의 정착 지원,

HRD 시장 표준 및 규범 제정, 對 정부 HRD 정책 제언

국제협력사업

글로벌 HRD 비즈니스의 허브 역할, 해외 HRD 관련 박람회 및 회의 참여

국내 전문가 해외파견사업, 해외 HRD 관련기관 정보교류, 해외 HRD 시장 개최

•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의 HRD 산업을 글로벌 비즈니스로 확대

• ASTD, ISPI, ETD 등 미주, 유럽, 아시아 등지의 국제적인 박람회에 참여하여 글로벌 트렌드 분석 및
국내 HRD 활동상 홍보 등의 역할 수행

• ASTD의 협력 하에, 국내 ASTD 공개교육과정 진행 예정

• 국내기업의 해외지사, 외국기업, 대학 등에 협회에서 양성 및 검증된 HRD 전문가를 정부 지원을 통해 파견

KHIA는 ‘Korea HRD Industry Association’의 약자를 따서 2009년에 설립된 한국HRD기업협회입니다. 본 협회는
인적자원개발 활동의 선진화 추진과 아울러 HRD 산업을 한국 지식산업의 핵심으로 육성·발전시키고 회원사 간의
정보교류, HRD 전문가 양성 등 업계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노동부가 인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HRD협의회, KHIA

HRD 기반조성사업

HRD 진흥사업

국제협력사업

회원서비스사업

1-1. What is KHIA?



KHIA ASTD ICE 연수단 홈페이지 : 2011년 3월 중순 오픈 예정

ASTD ICE 엑스포 상담 투어 루트

HRD전문 통역컨설턴트를 지원하여 EXPO에 참가한 기관들의 세부정보 파악을 도와드립니다.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분야의 발전을 위한 최상의 ASTD연수를 위해 KHIA가 앞장섭니다.‛

20여 개 HR 전문 회원사들의 노하우가 집적된 최상의 솔루션!

www.astd2011.co.kr

KHIA ASTD ICE Daily Debriefing

2011~2012 HRD 핵심키워드 중심으로 선정된 주요 세션을 코디네이터교수님과
전문컨설턴트의 사전 정보분석과 자료조사를 기반으로 세션현장보다 심도 깊은
디브리핑을 제공합니다. 

KHIA ASTD 2011 ICE

최고 만족도의 데일리 디브리핑 제공

KHIA ASTD ICE 연수단만을 위한 커뮤니티 구축 & 운영

상담 가이드 지원을 통한 EXPO 120% 활용

관람루트 관람 업체 리스트

부스 번호 회사명

635 Allen Interactions Inc.

723 Door Training & Consulting

1115 Partners in Leadership

1602 Development Dimensions International (DDI)

1823 Learning Tree International

1543 getcontr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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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STD 협회 소개

ASTD는‘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의 약자를 따서 194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100여 개 국의 WLP(Workplace Learning & Performance / 현업에서의 학습과 성과) 전문가들이 모인
세계 최대 규모의 협회로서, WLP 전문가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STD는 뛰어난 학습과
성과로, 더욱 일 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육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그 이상을 탐구,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5가지 사업방향성을 갖고 주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WLP 전문가들에게 정보 제공
-State of the Industry Report : 미국의 인재개발 실태조사 보고서

-T+D magazine : 업계의 최신 트렌드, 선진 사례를 전하는 월간지

2. WLP 전문가들을 위한 지식 공유 및 만남의 장을 마련합니다.
- International Conference & Exposition(ICE) : 업계 최대 규모 국제 컨퍼런스 및
박람회

- ASTD TechKnowledge® Conference and EXPO : 이러닝과 과학기술의 활용에
집중한 컨퍼런스

- 기타 온라인 포럼, 아웃소싱 러닝 등 최신 주제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

3. WLP 전문가들을 위한 전문성 개발 기회를 제공합니다.
- 대표 교육과정: Individual Certification : the Certified Professional in Learning 
and Performance™ (CPLP), HPI Certificate Program, Business Academy 
Certificate Program 등

- 각종 자격증 과정 및 개인 전문성, 경력 개발 과정, HR 전문가 과정 운영

4. WLP 분야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 미국 내의 공공정책에 대하여 현업 중심의 시각에서 조명

- 언론에 현업에서의 학습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트렌드를 반영하는 통찰을 제공

- 전 세계의 다른 협회, 기관, 교육조직들과 협력

5. WLP 분야의 최고를 인정 및 시상하고 성공사례를 수집합니다.
-대표 어워즈 종류: BEST Awards (직원 교육 및 개발 성과가 가정 성공적인 조직), 
Excellence in Practice Awards, ROI Impact Study Award, ROI Measurement and 
Evaluation Award 등

※ WLP(Workplace Learning & Performance) 소개

ASTD는 1999년부터 ‘Training & Development(훈련과 개발)’ 라는 용어 대신 ‘WLP: Workplace Learning & Performance(업무현장에서의 학습과 성과)’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WLP는 HR 실무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과 기존 HR의 다양한 차원 중에서 특히 업무현장, 학습, 수행을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HR의
역할이 경영목표와 환경요인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STD ICE에서는 WLP 전문가를 양성하고 WLP의 개념을
전파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ASTD ICE란?
ASTD International Conference & Exposition(ICE)는 매년 5월~6월에 개최되며 전세계 70개국의 약 10,000여명의 HR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업계 최대의 지식 축제입니다.



2-2. ASTD 2011 ICE 행사개요

ASTD 2011 ICE Slogan :  Learning To LEAD
■ 기간: 2011. 5. 22(일) ~ 5. 25(수) [4일]   
■ 장소: Orlando Orange County Convention Center in Orlando, Florida, USA.

ASTD ICE에 매년 10,000여 명의 HR 담당자들이 몰려드는 Top 5 이유!

세계적인 HR 전문가의
명 강연

실용적이고 다양한
주제의 학습

글로벌 시장의
최신 트렌드 파악

글로벌 HR 네트워킹의
기회

즉시 활용 가능한
유용한 정보 획득

Solution Evolution
2011년 새롭게 생긴 프로그램으로 미국 네트워크 인맥사이트인 LinkedIn에 자유롭
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질문이나, 이슈, 문제, 아이디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거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ASTD EXPO에서
자율토론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Your Brain at Work Series
Your Brain at Work Series는 학습, 조직변화, 리더십 뒤에 깔려있는 보다 깊은 과
학적 연구결과들을 이해하고 이에 근거하여 학습과 변화가 어려운 이유를 제시합
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과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새로운 기
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Your Brain at Work Series 세션
① The Neuroscience Of Leadership: Understanding the Brain to Create 

Better Leaders / 발표자: David Rock 
② Building a Brain-Based Organization / 발표자: David Rock 
③ Raise Your Insight Quotient / 발표자: Phil Dixon 
④ Sustaining Peak Mental Performance as a Change Agent 

/ 발표자: Phil Dixon

학습전이는 2년 동안 자리가 꽉 찰 정도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던 세션
입니다. ASTD는 그 동안 학습전이의 개념에 관한 연구에 많은 힘을 쏟았고
학습경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다음은 학습전이 관련
세션들로 학습전이 관련 실제 사례들 및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것입니다.

Learning transfer guaranteed series
① M204-Creating the new finish line of learning
② TU204-Designing and delivering learning programs for application
③ W204-Driving learning transfer and deploying performance support
④ Bonus! 2010년 학습전이 콘테스트 우승자가 자신들의 조직에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공유

ASTD 2011 New 프로그램 ASTD 2011 학습전이 세션



2-2. ASTD 2011 ICE 행사개요

올해의 celebration party는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Universal 's Islands of Adventure® The Wizarding World Of Harry PotterTM 에서
개최됩니다. 영화 해리포터에서 등장하는 장소들을 재현한 곳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ASTD인만을 위해 제공되는 저녁파티는

학습, 리더십, 조직개발 전문가들이 모여 자유로운 네트워킹 구축이 가능하게 합니다. Celebration Party는 선착순이므로 신청기한 내
신청을 해주셔야 참석이 가능합니다.

Celebration party 일정
5월 24일 화요일 7:30-11:00 PM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www.universalorlando.com/harrypotter

ASTD 2011 ICE의 또 다른 혜택!! Celebration Party

http://www.universalorlando.com/harrypotter/


2-3. ASTD 2011 ICE 세션 구성 및 소개

1. General Session

참가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사고력을 확장시켜주는 저명한 사고의 리더(Thought Leader)로부터 강연을 듣는
시간입니다. 발표자들은 다양한 주제로 참가자들에게 영감과 통찰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발표일: 5월 23일(월)

발표일: 5월 24일(화)

발표일: 5월 25일(수)

직원들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보다 그들의 장점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춘 회사들이 개인의 성장을 최대한 허락하면서 효율성 역시
매우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이것을 ‚강점혁명(strengths revolution)‛으로써 소개합니다. 

「강점혁명」 저자

현, 갤럽 수석연구원

´

Marcus Buckingham

Campbell soup company의 CEO Doug Conant와 Dr. Mette Norgaard는 회사의 성공요인으로써 Campbell’s four-pronged success 
model을 소개합니다.

「매일의 상호작용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바꿔라」저자

캠벨 스프 컴퍼니 CEO/전략적리더십 박사

Doug Conant & Mette Norgaard

미국해군의 비행중대 Blue Angels에서 리더로써 경험과 직관을 바탕으로 performance gap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매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모델을 소개합니다.  

Blue Angels의 팀워크에 관한 내용 발표

미국 공군인 Blue Angels의 리더

John Fo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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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ducation Sessions and Tracks

기존의 5개로 나뉘어져 있던 트랙을 9개로 재 분류하였고, 각 트랙마다 토픽을 중복되게 배치하여 희망하는 주제에 대한 세션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드립니다.

2010년 2011년 한국 발표세션

1. Learning Design & 
Facilitation 

2. Learning 
Technologies

3. Developing People 

4. Implementing 
Solutions

5. Personal 
Development

1.Developing Effective Leaders (리더십 개발)

2.Learning as a Business Strategy
(비즈니스 전략으로써의 학습)

3.Learning Design & Facilitation
(학습설계 및 퍼실리테이션)

4.Learning Technologies (학습테크놀로지)

5.Measurement, Evaluation, and ROI
(측정, 평가, ROI)

6.Organizational Effectiveness
(조직 효과성 향상)

7.Performance Improvement (성과향상)

8.Personal skills development
(퍼스널 스킬 개발)

9.Talent management (탤런트 매니지먼트)

Performance Consulting at Hyundai-Kia:
Linking Training and Business Results 
현대자동차/5월 23일 12:30~13:45

Measuring E-Learning Using the Four Levels 
and the Success Case Method
이찬 교수·크레듀/5월 23일 14:15~15:30

Equipping People with Value:
How to Meld Corporate Values and Daily 
Practices
㈜ 엑스퍼트 컨설팅/5월 24일10:00~11:15

Integrated Educational Service for Career 
Development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5월 24일 13:45~15:00

New & Expanded in 2011 2011년 트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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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너럴 세션
5월 23일(월) 08:00~09:15
5월 24일(화) 08:00~09:15
5월 25일(수) 15:00~16:00

■ 엑스포시간
5월23일(월) 09:30~14:15
5월24일(화) 09:30~16:00
5월25일(수) 09:30~13:15

■ Celebration Party 시간
5월 24일(화) 19:30~23:00

시간
목~토

(5월19~21일)

토요일

5월21일
일요일(SU)
5월22일

월요일(M)
5월23일

화요일(TU)
5월24일

수요일(W)
5월25일

시간

7:00 7:00

7:30 7:30

8:00
제너럴 세션

[Markus Buckingham]
08:00~09:15

제너럴 세션

[Doug Conant & Mette 
Nogaard]

08:00~09:15

W100 세션

08:00~09:15

8:00

8:30

Certificate 프로그램

08:30~16:30

Certificate 프로그램

08:30~16:30

Full-Day 
Preconference

워크숍

09:00~17:00

Half-Day
Preconference

워크숍

8:30~12:00
13:00~16:30

8:30

9:00
International
오리엔테이션

09:00~10:15 
Newcomers
오리엔테이션

09:45~11:00

9:00

9:30 엑스포 09:30~14:15

엑스포 점심

11:15~12:30

엑스포 09:30~16:00

엑스포 점심

11:30~13:00

Solution Evolution
12:30~13:30

엑스포
아이스크림 타임

15:00~16:00

엑스포 09:30~13:15
엑스포 간식타임

09:30~10:30

점심시간(각자)
11:45~13:15

엑스포 그랜드상 시상

12:45~13:00

9:30

10:00 10:00

10:30 10:30

11:00 11:00

11:30 11:30

12:00

SU100 세션

12:00~13:15

12:00

12:30 12:30

13:00 13:00

W300세션

13:15~14:45

13:30 13:30

SU200 세션

13:45~15:00
14:00 14:00

14:30 14:30

15:00
마무리 세션

[John Foley]
15:00~16:00

15:00

15:30 SU300 세션

15:30~17:00
15:30

16:00

TU300 세션

16:00~17:30

16:00

16:30 16:30

17:00 Newcomers
오리엔테이션

17:00~18:15

17:00

Annual 미팅17:15~18:1517:30 17:30

18:00 18:00

18:30 18:30

19:00 19:00

19:30

ASTD 셀러브레이션
파티

19:30~23:00

19:30

20:00 20:00

20:30 20:30

21:00 21:00

21:30 21:30

22:00 22:00

22:30 22:30

23:00 23:00



>> 03. KHIA ASTD ICE 한국대표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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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KHIA Special Event

3-3. KHIA Speci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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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KHIA 연수단만의 ASTD ICE 특장점

주제 별 EXPO 투어

Interactive Service

EXPO 통역 인력 지원

부스 별 상담 & 문의 지원

ASTD 전담 HR 컨설턴트 운영

실시간 피드백 지원

차원 높은 ASTD ICE 한국대표단을 위해 KHIA만의 ‘ICE’를 선정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HIA는 인적자원개발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통찰과 몰입을 통한 연수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Interactive Service, Customized Tour, Essential Learning으로 구성된 KHIA-ASTD ICE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고객 니즈 별 연수 일정

Customized Tour

KHIA-ASTD ICE 전용 홈페이지 운영

연수단 전용 웹 커뮤니티 운영

글로벌 HRD네트워킹 구축 지원

최고의 HR 우수기관 벤치마킹

국내 HR 환경 맞춤형 세션 추천

Essential Learning

핵심요약 핸드북 제공

고객 니즈 기반 디브리핑

사전·사후 설명회 개최

최고 만족도의 코디네이터 교수진

광범위한 정보교류와 네트워크의 장, EXPO!
특별한 투어 서비스를 통해 놓치기 쉬운 EXPO를
120% 활용합니다.

전용 홈페이지(www.astd2011.co.kr) 운영을
통한 실시간 피드백 & 자료 제공으로 연수단
여러분의 니즈를 최대한으로 만족시켜 드립니다.

ASTD ICE 연수 최고의 디브리핑 만족도를 자랑하
는 코디네이터 교수님과 함께 연수비의 모든 거품을
빼고 본질에 충실한 연수를 제공해 드립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지 않는,
KHIA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3가지 연수 일정

최고 품질의 연수를
최저 가격에 제공



3-2. KHIA 연수단의 Special Event

※ Celebration Party 참석

장소: 유니버셜 어드벤쳐 아일랜드(Universal 's Islands of Adventure® The Wizarding World Of Harry PotterTM )
특징: ①ASTD ICE 참가자만을 위해 제공되는 저녁 파티 ②자유로운 네트워킹의 장 ③해리포터의 감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

2. ASTD ICE Handbook & 종합보고서 무료 제공

4. ASTD Learning Kit 제공

3. KHIA-ASTD ICE 사후 Forum 무료 참가

5. KHIA-ASTD ICE 환영만찬

KHIA의 코디네이터는 최신의 HRD 경향과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교수진으로 구성됩니다.
KHIA-ASTD ICE 교수진의 연구 분석을 기반으로 본질에 충실한 ASTD ICE Handbook을 제공하고,
연수 후 참가자들의 실무에 도움이 되는 종합보고서를 전문 컨설턴트들이 작성하여 배포합니다.

귀국 후 ASTD ICE의 핵심 이슈 및 경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KHIA 한국대표단은 본 행사에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일시: 2011년 6월 8일(수)
■ 장소: 추후공지

4일간의 ASTD ICE를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 및 연수 제반 물품으로 구성된 ASTD Learning Kit를 KHIA 한국대표단을 위해 특별히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연수에 필요한 세세한 준비를 책임지겠습니다.

KHIA 한국대표단 환영 만찬은 각 산업 별∙기관 별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HR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의를 나누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 HRD 트랜드 정보 및 세미나 무료 참가 특혜 제공

한국 HRD 기업협회가 주최하는 교육 세미나 1회 무료 참가 혜택 및 매일·매주 단위의 HRD 트랜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3-3. KHIA 연수단의 Special Service

※ 한국어 동시통역서비스와 인터내셔널 라운지는 ASTD ICE 주최측의 기본 제공 서비스로 KHIA 한국대표단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2. EXPO 통역 지원

1. Daily Debriefing & 사전∙사후 세미나 개최

4. ASTD 참가자 전용 웹 커뮤니티 운영

3. ASTD ICE 참가후기 우수자 포상

ASTD ICE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사전 세미나와 HRD 전문 코디네이터 교수진이 매일 매일의 ASTD ICE 세션 별 주요 이슈
및 핵심 세션에 대한 심도 깊은 디브리핑을 제공합니다. 연수 후에는 Forum과는 별도로 참가자를 대상으로 성과향상 무료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글로벌 HR 시장의 최신 경향과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확인하고, 상담할 수 있는 ASTD EXPO의 관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EXPO 전담
통역 요원을 배치합니다.  KHIA에서 기획한 EXPO관람 일정에 따라 깊이 있는 상담과 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국 후 KHIA 한국대표단의 참가후기를 받아 우수 후기작성자들에게는 별도의 포상을 제공합니다.

KHIA는 ASTD ICE에 대한 풍성한 정보제공과 연수 참가자들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ASTD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 KHIA 한국대표단
참가자만을 위한 별도의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연수에 필요한 상세한 사전 자료 제공과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최상의 연수를 준비합니다.



>> 04. Essential Learning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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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KHIA가 추천하는 Best 세션



4-1. Debriefing

사전 설명회 및
엑스포 맞춤 투어 니즈 조사

연수 니즈 조사

국내 HR이슈와 참여자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ASTD ICE 연수 그 이상의 성과를 위해 준비한 KHIA 연수단만의 디브리핑을 소개합니다.

사전 오리엔테이션

사전 미팅

연수 중 세션 내용에 대한
코디네이터 교수님의 요약정리

데일리 디브리핑

최종 디브리핑 및
트랜드 정리 세미나

연수 후 총정리

- 디브리핑 자료
- 연수 사진, 동영상

자료 제공

Pre-Briefing Daily Debriefing Total Debriefing 종합자료 제공

최종 디브리핑 및 트랜드 정리 세미나

(ASTD 2011 ICE의 핵심 이슈와
트렌드, 그리고 통찰을 통한

국내 HRD에 대한 시사점 중심)

* 종합보고서

- 디브리핑 자료 제공
- 주요 엑스포 업체 정보

*모든 세션의 원문 핸드아웃
자료 CD (분야별 정리)

*연수 사진, 동영상

업계의 현재 이슈를 고려한
디브리핑 세션 선정

연수일정과 연수효과를 고려하여
코디네이터 교수님이

맞춤형 디브리핑 직접 설계

편안하고 생산적인
세션 정리 및 디브리핑 진행

일반적인 디브리핑 프로세스

KHIA의 ‘BEYOND 디브리핑’ 프로세스



4-2. 코디네이터 소개

배을규 교수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Efficiency in Training Design & Delivery
: DAU's Lean Six Sigma 

국방획득대학의식스시그마도입사례

2년 연속 ASTD ICE 디브리핑

학력 및 경력
美 Ohio State University 평생교육학과 (Ph.D.)
(현)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2008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평생직업교육분과
2007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자문교수
2005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인력개발) 평가위원
2000
미국 국립직업교육연구소 평가연구원
1995
일본 히타치조선사 인사부 근무
1995 - 1999
대우그룹 인력개발원 과장

논 문 제 목 게재연도 학술지명

기업체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학습방식, 학습전이, 전이풍토의 관계
연구

2008 인력개발연구

우리나라 인적자원개발의 실태와 과제 2008 교육마당21

기업체 인적자원개발 담당자의 역량
모형 개발

2007 직업교육연구

기업의 능력중심 인적자원 접근법의
국가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체계 적용
가능성

2006 평생교육HRD연구

교육훈련평가의비관심영역: 
교육훈련전이

2002 Andragogy Today

주요논문

장원섭교수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Efficiency in Training Design & Delivery
: DAU's Lean Six Sigma 

국방획득대학의식스시그마도입사례

3년 연속 ASTD ICE 디브리핑

학력 및 경력
美 University of Iowa 교육학과 (Ph.D.)
(현)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 교수
2008
University of Illinois-Urnana-Champaign 방문교수
2005-2008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부원장
2002-2007
한국산업교육학회 상임이사, 편집위원장
2000-2001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객원연구원
1999-2000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전문위원
1997-200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책임연구원

논 문 제 목 게재연도 학술지명

Learning through Working 2009
ASIA PACIFIC 
JOURNAL OF 
EDUCATION

멘토링이 조직의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2008 직업교육연구

Government driven partnership for 
lifelong learning in Korea: a case study of 
four cities

2008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대졸 초기경력자의
조직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2008
안드라고지

투데이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및 분류
연구

2007
직업능력개발

연구

주요논문



4-3. KHIA가 추천하는 Best 세션

HR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KHIA와 함께하는 KHIA-ASTD 2011 ICE 한국대표단을 위하여, ‘바로 우리 한국 HR 담당자들에게, 바로 지금 필요한 최
적의 정보는 무엇일까?’를 고민하여 추천세션을 선정하였습니다. 

5월 22일(일) 5월 23일(월)

▶ 커리어 맵의 작성법 및 실천 방법
Career Maps to Career Apps: Developing Tomorrow’s Careerists

발표자: Beverly Kaye  | SU101  |  5/22(일) 12:00~1:15 PM

▶ 이러닝과 조직문화
Do You Have the Right E-Learning Culture?

발표자: Marc Rosenberg  | SU102  | 5/22(일) 12:00~1:15 PM

▶ Informal Learning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
Informal Learning and You: 10 Issues and Technologies to Consider

발표자: Saul Carliner |  SU212 | 5/22(일) 1:45~3:00 PM

▶ 비즈니스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Learning Landscapes
Learning Landscapes: Formal and Informal Learning as a Business Case

발표자: Jos Arets, Vivian Heijnen | SU222  | 5/22(일) 1:45~3:00 PM

▶ 환상적인 학습 경험을 창출하기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
Powerful Learning Experiences in Spite of Frightful Constraints

발표자: Lou Russell  | SU304 | 5/22(일) 3:30~5:00 PM

▶ 학습성과표의 설계 및 실천 방법
Implementing Learning Scorecards: Tracking Activity, Efficiency, and Impact

발표자: Lynn Schmidt Ph.D., Toni DeTuncq | SU312 | 5/22(일) 3:30~5:00 PM

▶ 조직과 부하직원, 동료, 고객의 개인적, 종합적, 문화적 니즈를 절충하는 방법
Leadership & Coaching: How to Improve Performance in Multicultural 
Environments

▶ 현업에서의 소셜러닝 트렌드 및 ASTD 최신 역량 모델
Social Learning Competencies: A Call to Action for Learning Professionals

발표자: Jennifer Naughton | M121 | 5/23(월) 12:30~1:45 PM

▶ 비전의 파워
Unleash the Power of Vision in Your Company and Your Life

발표자: Ken Blanchard  |  M201  | 5/23(월) 2:15~3:30 PM

▶ 이러닝의 평가 방법
Measuring E-Learning Using the Four Levels and the Success Case Method

발표자: Chan Lee, Jegoo Shin |  M212 | 5/23(월) 2:15~3:30 PM

▶ ROI 프로세스의 단순화 사례 연구
Overcome the Three Toughest Challenges to an ROI Study

발표자: Jack Phillips  | M301 | 5/23(월) 4:00~5:30 PM

▶ 효과적인 세일즈 코칭의 3단계 접근 방법
How to Deliver Sales Coaching Results

발표자: Brian Lambert Ph.D.  | M308 | 5/23(월) 4:00~5:30 PM

발표자: Alfredo Castro  |  M112 |  5/23(월) 12:30~1:45 PM



4-3. KHIA가 추천하는 Best 세션

HR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KHIA와 함께하는 KHIA-ASTD 2011 ICE 한국대표단을 위하여, ‘바로 우리 한국 HR 담당자들에게, 바로 지금 필요한 최
적의 정보는 무엇일까?’를 고민하여 추천세션을 선정하였습니다. 

5월 24일(화) 5월 25일(수)

▶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평가 방법 및 평가 이유
Evaluating Training Programs: The Kirkpatrick Four Levels

발표자: Donald Kirkpatrick  | TU101  |  5/24(화) 10:00~11:15 AM

▶ 조직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9가지 리더십 행동
Coaching and Mentoring: The Buying and Selling of Stories

발표자: Simon Bruce | TU121 | 5/24(화) 10:00~11:15 AM

▶ 관리자 몰입과 Informal Learning의 평가 테크닉 및 콘셉트
Manager Engagement and Informal Learning Measurement Approaches

발표자: Jeffrey Berk |  TU208 | 5/24(화) 1:45~3:00 PM

▶ 웹 3.0의 핵심요소와 교육에서의 활용 방법
Web 3.0 and the Transformation of Learning

발표자: Kevin Oakes  | TU222  | 5/24(화) 1:45~3:00 PM

▶ 학습전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강사의 비결
Secrets of a Master Trainer: Moving from Average to Awesome!

발표자: Bob Pike  | TU301 | 5/24(화) 4:00~5:30 PM

▶ 효과적인 소셜 러닝 커뮤니티 구축 방안
Fostering Social Learning Communities

발표자: Charles Beckham, Karie Willyerd | TU318 | 5/24(화) 4:00~5:30 PM

▶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6가지 방법
Brilliance in Brief: Six Ways Leaders Can Maximize Short Interactions

발표자: John H. "Jack" Zenger  |  W101 |  5/25(수) 8:00~9:15 AM

▶ 12가지 실천적인 지식전이 방법
Solving the Knowledge Transfer Problem: 12 Practical Strategies

발표자: William Rothwell Ph.D.  | W203  | 5/25(수) 10:30~11:45 AM

▶ ROI평가 방법론 및 ROI 예측과의 유사점
Forecasting: Estimating the Future Value of Training Investments

발표자: Daniel McLinden |  W212 | 5/25(수) 10:30~11:45 AM

▶ 교육참가자들의 몰입 및 동기부여를 높이는 스토리텔링
Disney’s Approach to Storytelling

발표자: Sharon Pleggenkuhle CPLP |  W308  | 5/25(수) 1:15~2:45 PM

▶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코칭
Creating and Sustaining a Coaching Culture

발표자: Kimberly McAdams  | W323 | 5/25(수) 1:15~2:45 PM



>> 05. Customized Tour Part.

5-1. 연수 일정 개요 및 투숙 호텔 소개

5-2. 세부 연수 일정

5-3  ASTD Preconference Service

5-4  현지 CS 인프라 벤치마킹



5-1. 연수 일정 개요 및 투숙 호텔 소개

1. 연수 일정 FLOW

 Origin Group, 6박8일

제1일
5월20일

제2일
5월21일

제3일
5월22일

제4일
5월23일

제5일
5월24일

제6일
5월25일

제7일
5월26일

제8일
5월27일

올랜도 → 인천인천 → 올랜도 ASTD 2011 ICE 참관

2. 올랜도_ Rosen Plaza Hotel

Rosen Plaza Hotel

Efficiency in Training Design & Delivery
: DAU's Lean Six Sigma 

국방획득대학의식스시그마도입사례

주소 : 9700 International Drive ,Orlando, FL 32819
위치: 컨벤션 센터에서 약 0.8km (도보로 약 10분 거리)

Plaza International 내에 있어, 가까운 도보 거리에 다양한 명소, 공연, 상점 및 식당 등이 있습니다. 
현대적인 스타일의 고층 건물에 야외 온수 풀장과 월풀, 넓은 로비는 환영적인 분위기를 줍니다. 손님의 편의를
위해 접수 데스크에서 식당과 티 타임 예약을 도와줍니다. 게스트 서비스 데스크는 교통편 마련이나 관광명소
티켓 그리고 올란도의 유명한 테마파크 티켓 마련 등을 도와줍니다.
이 밖에도 피트니스센터, 인근 골프장과 선물가게와 식료품 판매점 그리고 소품들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금연 건물이며,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야외 흡연구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호텔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2. 세부 연수 일정

 Origin Group, 6박8일 ※ 하기 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날짜 지역 교통수단 시간 일정

제1일
5월20일(금)

인천
뉴욕

올랜도

KE081

AA1917

전용차량

11:00
11:55
15:20
18:05
19:00

인천 국제공항 출발
뉴욕 JFK공항 도착
뉴욕 JFK공항 출발
올랜도 공항 도착 후, 입국 수속
환영만찬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제2일
5월21일 (토)

올랜도 전용차량 10:00
11:00
18:30

Newcomers 오리엔테이션 – KHIA-ASTD 코디네이터
올랜도지역 CS인프라 벤치마킹(디즈니월드 외)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제3일
5월22일 (일)

~
제6일

5월25일 (수)

올랜도 셔틀버스 전일 공식일정 – ASTD 2011 ICE참관

※ 5월23일(월) - 20:00~23:00
5월25일(수) – 17:00~19:00

공식일정 – KHIA-ASTD 코디네이터 교수의 ICE Review & Debriefing

※ 5월24일(화) 19:00~23:00 - ASTD Celebration Party

제7일
5월26일 (목)

올랜도 전용차량
AA2546

KE082

05:20
08:30
11:10
14:00

올랜도 공항으로 이동
올랜도 공항 출발
뉴욕 JFK공항 도착
뉴욕 JFK공항 출발

제8일
5월27일 (금)

인천 KE082 17:35 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급변하는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해 조직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월트 디즈니의 창립자 월트디즈니에 따르면 비즈니스에서의 성공은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고무하고 그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번 ASTD 2011 Preconference는 월트 디즈니의 창의적 경영방식에 대한
워크숍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워크숍에서 창조적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 다룰 것이다. 또한 오늘날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조직의 창의력을 장려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학습목표
• 협동적 환경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조직 전체에 창의적 요소를 끌어낸다. 
• 리더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에 포커스를 맞춘 창의력을 갖춘다. 
• 창의적 과정에서 생성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실행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을

증진시킨다.  

일시:  5월 21일(토) 9:00AM - 5:00PM 

5-3 ASTD Preconference Service

ASTD Preconference Workshop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4 CS 인프라 벤치마킹

SeaWorld Orlando

여러분을 신비로운 바다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해줄 SeaWorld Orlando!
Energy! Excitement! Mystery of the sea!
낮 동안의 환상적인 공연 및 체험과 시선을 사로잡을 이벤트, CS 인프라 벤치마킹까지!
한번 방문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바다의 세계와 잘 정비된 CS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Walt Disney World Orlando

마법의 땅!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
월드디즈니월드에서 미키마우스를 만나고 신데렐라의 성에 방문해보세요.
월트디즈니의 성공적인 운영방식 및 서비스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06. Interactive Service Part.

6-1. KHIA-ASTD EXPO Tour

6-2. KHIA-ASTD EXPO Tour 프로세스

6-3. KHIA-ASTD EXPO Tour 예시



6-1. KHIA-ASTD EXPO Tour

HR 이슈 해결을 위한 최적의 자료 수집 및 선진 정보 수집

KHIA-ASTD EXPO Tour Process

참가자의 니즈를 반영한

EXPO 투어 루트 수립

맞춤형 테마의

EXPO 통역 가이드 지원

EXPO 관람 기업 선진기관

정리 자료 제공

1st 2nd 3rd

KHIA-ASTD
EXPO Tour



6-2. KHIA-ASTD EXPO Tour 프로세스

EXPO 관람

EXPO 관람

• 통역가 및 엑스퍼트컨설팅의 전문 컨설턴트의 동행으로 EXPO 관람 시, 보다 수월한 상담 진행을 지원
해 드립니다. 
각 관람 일정 별 통역가 1명 + 컨설턴트 1명 동행
사전에 정해진 약속 장소, 시간에 EXPO 관람 참가자들 집합 후, 루트에 따라 관람

EXPO 참관기업
정리자료제공

EXPO 참관 기업
정리자료 제공

• EXPO 참관 기업들의 자료를 정리하여 참가하싞 분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KHIA - ASTD EXPO 관람 투어로 방문한 부스의 자료 취합 및 정리
방문한 부스의 컨택포인트를 리스트로 정리

EXPO 참관기업
자료정리및분석• KHIA에서 EXPO 참관 기업들의 리스트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관람 부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전문 컨설턴트들의 자료 분석으로 추천 부스 선정
EXPO 참관 기업
자료정리 및 분석

EXPO 참관기업
자료공지

EXPO 참관 기업
자료 공지

• 분석·정리된 EXPO 참관 기업 리스트 및 KHIA의 관람 추천 부스 리스트를 공유한 후, 참가자들의 관
람을 희망하는 부스 리스트를 취합합니다.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한 분석·정리 자료 공유
분석·정리 자료를 참고하여 참가자들의 관람 희망 부스 리스트 취합

EXPO 관람
루트수립

EXPO 관람
루트 수립

• KHIA의 관람 추천 부스 리스트 및 참가자들의 관람을 희망하는 부스 리스트를 취합, 정리하여 EXPO 
관람 루트를 수립합니다.
각 일정 별 최대 10개 정도의 부스 관람 (※ 상담 소요 시간 등 현지 사정에 따라 관람 부스의 개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투어 서비스는 통역 지원을 요청하시는 분에 한 해, 제공됩니다.



6-3. KHIA-ASTD EXPO Tour 예시

[부스 리스트]

※ 하기 루트 및 부스 리스트는 샘플입니다.

[관람 루트]

[관람 일정]

• 관람 일시 : 2011년 5월 23일(월) 10:00~11:30AM

• 집합 시간 : 09시 55분

• 집합 장소 : ASTD 커넥션 센터

• KHIA 동행 컨설턴트 : OOO 컨설턴트

• 통역 : OOO

부스 번호 회사명
635 Allen Interactions Inc.

723 Door Training & Consulting

1115 Partners in Leadership

1602 Development Dimensions International (DDI)

1823 Learning Tree International

1543 getcontrol.net



>> 07. ASTD ICE 참가안내 및 문의

참가안내 및 문의



참가 안내 및 문의

2. 신청방법

3. 연수비용

1. 신청절차

※ 비용 포함 내역

항공료, 숙식비, ASTD ICE 참가비, 코디네이터교수 디브리핑, ASTD ICE 핸드북 비, 전용차량 비, 기관방문 통역 비, 가이드 비 등

※ 비용 불 포함 내역

컨퍼런스 기간(5.22~5.25) 내 중·석식 비, 통역 헤드셋(40만원), 여권 및 비자 발급 비용, 기타 개인 비용

※ 상세 문의는 02-3402-2266 또는 lucas312@khia.or.kr / smilekyu7@khia.or.kr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취소 시, 취소 의사를 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 주시면 확인과정을 거쳐 신청을 취소합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납부 연수비용에 대한 환불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취소는 2011년 4월 22일(금)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4월22일(금)마감

연수비용 납부

(4월29일(금)까지)

• 이메일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후, 4월 22일(금)까지 lucas312@khia.or.kr  또는 smilekyu7@khia.or.kr ‘ASTD 연수 담당자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후, 4월 22일(금) 까지 ‘(사)한국HRD기업협회 ASTD기획실’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번호: 02-3402-2299)
※ 팩스 및 이메일 신청 후에는 반드시 확인 전화(02-3402-2266)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비용은 하기 계좌 번호로 온라인 또는 무통장 입금이 가능하며 납부 기간은 4월29일(금)까지 입니다.
은행: 외환은행 / 계좌번호: 630-007006-796 /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HRD 기업협회

Origin Group

650만원 / 1人

6박8일 (올랜도, ASTD ICE only)



>>

ASTD 기획실 : 대표번호 02-3402-2266 Fax 02-3402-2299

신청 문의
정현용 본부장 Tel. 02-3402-2273 / E-mail. lucas312@khia.or.kr
정홍규 대리 Tel. 02-3402-2266 / E-mail. smilekyu7@khia.or.kr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89-10 제강빌딩 702호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