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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 ‘문제해결’ (Problem Solving)

PROJECT a를 통해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듣고표현하는단어문제해결

탐구하기에는너무나어려운 문제해결

창간호에서는세상의다양한관점에서

‘문제해결’을 보고다루는통찰을제공합니다.

Vol.1 Theme ‘The Problems’

All Pass Ticket!!



Problem Solving

CLASS Session

“문제해결력의 통찰을

바라보는 세션입니다.”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쓰기는 애쓰기다
: 삶에서해결한경험과

노하우가책이되는,
지식생태학자

한양대학교교수

유영만 교수 3월 6일

마케팅 끝판왕,

VVIP 마케팅

더공감스테이션대표

(전) 삼성카드프리미엄마케팅팀

박지영 대표 3월 17일

문제해결의 바로미터,

숨어있는 문제발굴기법

포스코인재창조원상무

리더십교육그룹장/ 글로벌교육그룹장

김상락 상무 3월 13일

문제를드라이브하라,
퍼스널애자일,
퍼스널칸반

(전) SK텔레콤HRD매니저

박성진 매니저 3월 10일

Smart Factory, 
Be Smart 
Problem Solver

LS Electric, Smart Factory

김민규 부장 3월 6일



Problem Solving

WORKSHOP Session

“문제해결력을 함께

고민해보는 세션입니다.”

“참여/퍼실리테이션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how them your RESULTS”

-Elon Musk-

문제해결력, 

온택트 PBL을 설계하라

글로벌액션러닝그룹팀장

한국액션러닝학회팀장

곽민철 팀장 3월 27일

해결대안의 타당성을

밝히는 퍼실리테이션

글로벌액션러닝그룹상무

한국액션러닝협회부회장

(전) 대림산업인재개발팀 FT

박승희 상무 3월 20일

액션러닝에

연습문제는 없다

전북대학교교수

한국액션러닝협회명예회장

봉현철 교수 3월 24일



PROJECT a 

책쓰기는 애쓰기다
삶에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책이 되는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한양대학교교육공학과교수

[강연일자 : 3월 6일 (토) 오전 10시-12시]

 살기: 삶은 앎이 자라는 터전이다

 읽기: 읽기는 다른 세상과 만나는 접속이다

 짓기: 글은 삶이 남긴 얼룩과 무늬다

 쓰기: 책 쓰기는 삶을 담아내는 애쓰기다

“당신의 삶은 이미 책 한 권이다. 
당신만의 색다름을 드러내는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
제목이 좋아야 제 몫을 한다.”



PROJECT a 

Smart Factory, 

Be Smart Problem Solver

LS Electric, 김민규 부장
『4차산업혁명미래전략보고서』저자

[강연일자 : 3월 6일 (토) 오후 3시-5시]

 왜 제조산업이 변하고 있는가? 

 Smart Factory라는 새로운 문제정의

 Smart Factory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방법

 제조 현장에 Smart Factory Use Cases

“지금 우리가 갖추고자 하는 문제해결력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유효하다.”



PROJECT a 

문제를 드라이브하라,

퍼스널 애자일, 퍼스널 칸반

(전) SK텔레콤 HRD 매니저 박성진 『퍼스널애자일퍼스널칸반』역자

[강연일자 : 3월 10일 (수) 오후 7시30분 – 9시30분]

 왜 하필 애자일인가?

 퍼스널 애자일이란? (‘퍼스널 칸반‘을 중심으로)

 퍼스널 애자일 실천 Tip

“삶과 산업의 많은 부분이 Data로 축적이 되고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이종산업간 데이터의 초연결과
문제 양상이 발현될 것입니다.”



PROJECT a 

문제해결의 바로미터, 

숨어있는 문제발굴기법

포스코인재창조원 김상락 상무
리더십교육그룹장, 글로벌교육그룹장

[강연일자 : 3월 13일 (토) 오전 10시-12시]

 문제해결을 위한 첫 걸음, 문제 정의

 디자인적 사고와 공감하기(공감, 개방적 협업, 시각화)

 문제 발굴하기: 거꾸로 질문법, 공감관찰, 관점전환

 문제 분석하기: 6-pager와 PR 작성법

“기업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사회는 탈탄소활동의 가속화가
중요 아젠다로 등장할 것.”



PROJECT a 

마케팅 끝판왕, VVIP 마케팅

더공감스테이션 박지영 대표
『상위0.1%부자는어떻게만들어지는가』저자

[강연일자 : 3월 17일 (수) 오후 7시30분 - 9시30분]

 평범한 회사원의 vip마케팅 실전기

 프리미엄 마케팅은 무엇이 특별한가

 vip고객에게 제공되는 핵심 서비스

 VVIP 서비스가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의 정점

 VVIP 궁극의 욕망 살펴보기

“자신을 사랑하며 내 삶의 VIP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PROJECT a 

해결대안의 타당성의 밝히는

퍼실리테이션

글로벌액션러닝그룹 박승희 상무
한국액션러닝협회부회장, (前)대림산업인재개발팀

[강연일자 : 3월 20일 (토) 오전 9시30분 – 12시30분]

 타당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액션러닝 & 디자인씽킹에서 바라보는 해결대안의

타당성이란?

 해결대안 타당성 검증을 이끄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과 이를 위한 퍼실리테이션 전략은?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소통을 촉진하는 역량이
앞으로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 입니다”



PROJECT a 

액션러닝에 연습문제는 없다

전북대학교 봉현철 교수
한국액션러닝협회명예회장

[강연일자 : 3월 24일 (수) 오후 7시 - 9시30분]

 과제의 범위를 줄여라

 액션러닝 과제 선정 가이드 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

“중요한 것은 주관적 견해를 보다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 또는

의견을 토대로 검증하는 일이다.”



PROJECT a 

문제해결력,

온택트 PBL을 설계하라

글로벌액션러닝그룹 곽민철 팀장
『야근이사라지는문제해결의기술』저자

[강연일자 : 3월 27일 (토) 오전 9시30분 - 12시30분]

 디지털 교수법에서의 실재감(온라인 상호작용)

 Action Learning을 활용한 온택트 교수설계

 프로젝트 기반 학습 모형(PBL) 프로세스

“탁월한 능력은 새로운 과제를 만날 때마다
스스로 발전하고 드러내는 법이다.”



TIMETABLE

SUN SATWEDMON THU FRITUE

7

14

21

28

8

15

22

29

1

9

16

23

30

2

액션러닝에
연습문제는없다
19:00 -21:30

마케팅끝판왕
VVIP 마케팅
19:30 -21:30

24

31

3

11

18

25

4

12

19

26

5

20

27

Smart Factory
15:00 -17:00

문제해결의
바로미터
문제발굴기법
10:00 -12:00

퍼스널애자일
퍼스널칸반
19:30 -21:30

해결대안의
타당성을밝히는
퍼실리테이션
09:30 -12:30

온택트 PBL을
설계하라
09:30 -12:30

MARCH    3

책쓰기는애쓰기다
10:00 -12:00

3/20 워크숍

사전신청

3/24 워크숍

사전신청

3/27 워크숍

사전신청

6        CLASS

13     CLASS

17     CLASS 20     WORKSHOP

27     WORKSHOP24     WORKSHOP

10     CLASS



신청 안내
* 참가신청은퓨처센터홈페이지에서바로가능합니다.(링크)

* 참가신청은프로그램시즌의해당월1일전(2월28일)까지만가능합니다.

* 실시간소통을중시합니다. 이에따라참가인원은선착순100명으로제한합니다. 

* 참가신청서작성및입금이완료되어야신청이확정됩니다.

* 신청이완료된참가자에한해서3월2일전체안내문자가발송됩니다.

* 현금결제, 단체신청, 세금계산서발행은문의(글로벌액션러닝그룹02-6248-2000) 부탁드립니다.

* 환불은3월1일이전까지전액환불, 3월2일이후는환불이어려운점양해부탁드립니다.

참여 안내
* 줌을활용한실시간비대면(ON-TACT)로진행됩니다.

(PROJECT a와함께하기가장편한장소에서접속하시기를바랍니다.)

* 강연세션(Class)과워크숍세션(Workshop)로나뉘며워크숍세션에는인원제한이있습니다.

* 강연세션(Class)링크는신청자전원에게프로그램시작1시간전에발송됩니다.

* 워크숍세션(Workshop)은사전신청30명에한해서진행됩니다. 

(신청일자는상단의이미지를참조부탁드리며해당일자에참가신청여부문자가발송됩니다.)

* 접속환경(1) : 질의응답및참여를원활하게하기위해서모바일보다는PC/노트북접속을추천드립니다.

* 접속환경(2) : 인터넷브라우저는구글크롬/ 네이버웨일사용을권장합니다. MS 익스플로러는호환이제한됩니다.

* 접속환경(3) : 참여전접속환경(줌접속/ 사운드/ 브라우저등)의확인을부탁드립니다. 

* 강연발표영상및자료파일은제공되지않습니다. 단, 강연자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 세션참여링크의재판매및공유는금지됩니다. 개인간직거래, 참가권한(링크)의공유는삼가주시기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 기타 문의는글로벌액션러닝그룹 (02-6248-2000)로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