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e Stop HRD Solution 

Package Program 

Overview



“Powerful HRD Partner”

We Offer Effective Package Program

For One Stop HRD Solution”

라마다 서울 호텔 교육 패키지 특장점



Conference Leadership Program Workshop Program

RAMADA SEOUL HOTEL 

SPECIAL PROGRAM



Conference &

Seminar

대규모기업행사, 스타트업투자유치, 

연예인쇼케이스등의이벤트를

고품격인테리어환경에서개최할수

있습니다. 

홀 위치 면적 높이(M) Banquet Buffet School Theater

대연회장

신의정원 2F 871.2 5.25 360석 250석 400석 600석

하늘정원 3F 349.8 4.1 200석 270석 200석 350석

중연회장

혜라홀 2F 182.4 3.25 90석 90석 80석 110석

루나홀 2F 174.2 3.25 90석 90석 80석 110석

소연회장

A홀 2F 24 3.25 8석 None None None

B홀 2F 52 3.25 16석 None None None

B홀 2F 118.8 3.25 70석 30석 42석 55석



Leadership Program



모듈명 내용 시간

M1.

리더의 마인드셋

 과정 및 강사 소개

 [Activity] 리더 자신의 내적동기 탐색과 성장의 시각화

 [Lecture] 기업 성장에 필요한 리더로서의 성공적 역할과 의미

구체화- Performance through People 

(구성원들의 성과를 통한 리더의 성과)

 [Debriefing] 성공적인 리더 그룹이 만들어낼 기업 성공의 시각화

2H

M2.

리더의 실행력

(Execution)

 [Activity] 실행 계획 세우기

- 조직관리/일관리/사람관리 영역별 현업 이슈 발견

- 중요도, 우선순위, 세부 실행 계획, 실행수단 확보, 자원배분 관점

계획 세우기

 [Activity] 프로세스 관리

- 실행을 방해하는 장애물 발견하기 및 해결방안 도출

- 실행 점검 및 모니터링

 [Debriefing] 리더의 실행력 향상으로 얻을 수 있는 조직변화

6H

Leadership PROGRAM

4~8 H



모듈명 내용 시간

M1.

성과관리의 이해

 과정 및 강사 소개

 [Activity] 입사 후 평가를 제일 잘 받았던 상호경험 나누기

 [Activity] 나에게 도움이 된 목표 설정과 성과관리 vs 

도움이 되지 않은 목표설정과 관리

 [Lecture] 목표와 성과 관리의 긴밀성 이해

2H

M2.

목표설정의 기술

 [Activity] 우리 회사의 성과 관리 방법 찾기(암묵적, 명시적)

 [Lecture] 성과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및 프로세스 이해

 [Activity] 팀원과 나의 눈높이는?/핵심과제 Top7 

 [Debriefing] 성과관리와 조직 구성원의 성장 중요성 공유

4H

M3.

성과관리의 면담

 [Activity] 팀원 성과관리 역할극 및 상호 피드백

 [Lecture] 면담 기술의 핵심 포인트

 [Debriefing] 지속가능한 조직을 위해

성과관리 리더로서 성장독려

2H

Leadership PROGRAM

4~8 H



모듈명 내용 시간

M1.

4차 산업혁명의

이해

 과정 및 강사 소개

 [Activity] 4차 산업혁명 시대까지 트렌드 변화 이해하기

 [Lecture] 시대별 문화(Society),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ics), 생태학적

환경(Ecology),정책•법규(Politics)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고찰

 [Debriefing]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인사이트 도출

2H

M2.

창의 리더십의

이해 및 필요성

 [Activity] VUCA시대, 리더가 직면한 창의&혁신 이슈 도출

 [Lecture] VUCA(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 환경 이해

 [Activity] VUCA 시대에 필요한 리더의 역할과 역량 도출 및 발표

 [Debriefing] 창의 리더십의 이해

2H

M3.

창의 리더십

역량 개발

 [Activity] 창의와 혁신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조직 공동의 목적 공유 가치,

행동 규칙 만들기 (디자인씽킹 기법 활용)

 [Lecture] 창조직인 마찰을 통한 협업, 창조적 민첩성을 갖춘 실행력,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활용한 통합적 해결 역량개발

 [Debriefing]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코칭 기법

2H

M4.

실행력 갖춘 조직

만들기

 [Activity] 창의 리더십을 자신의 조직에 적용하기 위한 실행 방안 계획

 조별 공유 및 발표, 피드백
2H

Leadership PROGRAM

4~8 H



모듈명 내용 시간

M1.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 및 강사 소개

 [Activity] 빅픽쳐 게임

-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효과 체험

 [Lecture] 조직 구성원에 대한 세대 이해 및 공감 커뮤니케이션

 [Lecture] 효과적인 업무 지시 커뮤니케이션

 [Lecture] 팀 미팅 커뮤니케이션

 [Debriefing] 리더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4H

M2.

팀 구성원별

코칭 전략

 [Activity] 팀 구성원 개개인의 성향 분석 및 DB만들기

 [Lecture] 경청과 판단 스킬 향상 방법

 [Activity] 신뢰와 공감으로 성장 변화 동기 자극하기

 [Debriefing] 팀 구성원별 코칭 전략수립을 통한 중요성 인식

4H

Leadership PROGRAM

4~8 H



모듈명 내용 시간

M1.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과정 및 강사 소개

 [Activity] 초상화 그리기 - 각 신체기관과 연결되는 리더십

성찰질문을 통해 리더십의 본질과 중요성 인지

 [Activity] 빅픽쳐 게임 -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효과를 몸소 체험

2H

M2.

마음 (공감)

커뮤니케이션

 [Activity] 공감게임 - 조직 구성원의 공감지수 확인

 [Lecture] 공감의 효과

 [Debriefing] 공감이 주는 커뮤니케이션 효과 이해

2H

M3.

업무

커뮤니케이션

 [Activity] ] 명작을 말로 설명하여 그림 완성하기

 [Debriefing]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성과의 차이 이해
2H

M4.

커뮤니케이션

스킬 업

 [Lecture] 리더와 구성원간의 인식 차이 이해

 [Lecture] 조하리의 창 이해

 [Activity] 커뮤니케이션 스킬업을 위한 Action Plan수립

- 커뮤니케이션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찾기

- 나만의 커뮤니케이션 ERRC만들기

2H

Leadership PROGRAM

4~8 H



모듈명 내용 시간

M1.

커뮤니케이션

오류와

조직갈등

 과정 및 강사 소개

 [Activity] 단어 연상 스팟 게임

: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인식 할 수 있음 확인

 [Activity] 내가 만든 자동적 해석(내적 사고 프레임) 풀이 연습

 [Lecture] 조직 내 갈등을 일으키는 대화의 단절패턴

2H

M2.

액션플랜

리뷰

 [Activity] 부하직원 매트릭스 작성, 리더의 어려움 공유

 [Lecture] 직원 중심적 리더 vs 직무중심적 리더의 특징

 [Activity] 유형별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한 토의

 [Debriefing] 부하의 성숙도에 따른 리더십 방법론의 다양성과 활용방법

4H

M3.

리더의

커뮤니케이션(2)

-상황별 업무지시

 [Activity] 업무지시 상황 커뮤니케이션 연습 및 상호 피드백

 [Lecture] 업무상황 속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안내

 [Debriefing] 소통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원간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더로의 성장 독려

2H

Leadership PROGRAM

4~8 H



Workshop Program



모듈명 내용 시간

M1.

One Team, 

Opening

 과정 및 강사 소개

 [Activity] 빅픽쳐게임

 [Debriefing] 혼자가 아닌 구성원 모두의 역할 중요성 체험 게임

2H

M2.

Our story

 [Activity] 내가 경험한 최고의 순간, 가장 기억나는 순간 공유

 [Activity] 각 팀과 세대별로 경험한 우리회사의 이야기 공유하기

-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왔나

1H

M3.

웹툰 제작

 [Activity] 우리회사 핵심가치에 대한 이해

 [Activity] 가치기반 행동 성공사례 도출/공유

- 조별 Best case 선정

 [Activity] 우수 사례를 기반으로 웹툰제작 프로그램 진행

- 조별 웹툰 내용 공유

 [Activity] 갤러리워크 방식으로 최고의 Best case 선정 및 시상

3H

M4.

Action Plan, 

Closing

 [Activity] 각각의 행동원칙 및 실천다짐서 작성/공유

 [Debriefing] 행동원칙과 실천다짐으로 실천 독려
2H

WORKSHOP PROGRAM



조직문제해결 WORKSHOP

모듈명 내용 시간

M1.

최고의 순간

 과정 및 강사 소개

 [Activity] 조직 생활 중 최고의 순간&가장 서운했던 순간

-최고의 순간을 더 자주, 서운한 순간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직 문화 발굴

 [Debriefing] 워크샵 방향을 인지하고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Mind-set

2H

M2.

액션플랜

리뷰

 [Activity] AS-IT 와 TO-BE의 모습을 웹툰으로 구성

- To be가 실현되었을 때의 개인/팀/조직의 benefit도출

 [Activity]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개인/팀/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

및 액션플랜 초안 작성

 [Activity] 조별 액션플랜 초안 공유 및 피드백을 통해 다른 조의 고민에 대한 공감 및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4H

M3.

We can do it

 [Activity] 피드백을 바탕으로 보완한 최종 액션플랜 작성

 [Activity] 액션플랜 실행을 통해 기대되는 점, 우려되는 점, 우려사항 제거를 위해 필요한

활동 도출

 [Debriefing] 모든 구성원의 참여와 실행의지 다짐

2H

4~8 H

WORKSHOP PROGRAM



변화관리

모듈명 내용 시간

M1.

변화의 필요성

인식

 과정 및 강사 소개

 [Lecture & Discussion] 변화관리의 중요성과 환경의 이해

- 우리 조직에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의 변화 탐색하기

: 외부 직접 환경(고객, 자회사/협력사, 경쟁자, 정책, 언론 등)

외부 간접 환경(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국제적 환경)

내부 직접 환경(주주, 경영자, 상사, 팀원의 기대, 조직문화)

기업 전략(경영전략, 기술전략, 영업/마케팅 전략 등)

- 변화관리의 중요성과 팀장의 역할 인식

2H

M2.

변화관리

방정식

 [Lecture & Activity] 베카드와 해리스의 변화관리방정식을 응용한 우리 팀만의 변화방정식

Change = D X V X F > r+R 이해 활동

- 저항(resistance) : 변화에 대한 나(r)와 팀원(R)의 저항 원인 찾기

- 불만(Dissatisfaction) : 현실에 대한 불만 관리하기

- 비전(Vision): 변화로 인해 나타난 긍정적 결과 또는 미래의 모습을 통한 동기부여

- First Step(변화를 촉진하는 방법): 1A3C 방법론

: Action(변화관리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

Commitment(팀원 별 실행에 대한 관여 수준 결정

Communication(실행하는 동안 필요한 소통과 코칭)

Control(실행 계획 수립 및 체크 방안)

 [과제 제시] 변화방정식 활용한 1A3C기반 실행 방안 수립

2H

4 H

WORKSHOP PROGRAM



갈등관리

모듈명 내용 시간

M1.

Understanding

Differences

 과정 및 강사 소개

 [Ice-breaking] 소통의 벽 게임으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개인의 필터 경험

 [Activity] 게임을 하며 느낀 감정과 소통을 방해한 필터 찾기

 [Lecture] 갈등의 관점 바꾸기(틀림 → 다름)                                                                             

다름을 극복하는 소통의 기술 학습

2H

M2.

Conflicts 

Management

 [Activity] 우리 조직 내 갈등 상황이 적힌 Q카드와 갈등

핵심원인분석 카드를 통해 나의 답과 우리의 답을

찾아가는 그룹 토의

 [Debriefing]갈등 상황 별 해결방법 정리 및 향후 발생가능한

갈등상황에 대비

3H

M3.

Action Plan

 [Activity] 갈등 사례 각 조직기법으로 대처하기 Role play 

- 상황설정 – 시나리오 작성 – 캐스팅 – 연기 연습 – 공연 - 피드백

 [Debriefing] 다름을 이해하는 순간, 소통이 가능하다!

3H

4~8 H

WORKSHOP PROGRAM



일정 1일차 2일차

08:00-09:00 호텔 이동 조식 / CAFÉ STASIO

09:00-10:00

10:00-11:00

11:00-12:00

12:00-13:00 중식/ CAFÉ STASIO 중식 / Copper Room

13:00-14:00

14:00-15:00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석식 / Copper Room (수제 맥주 & 버거)

20:00- SPA & SAUNA 이용 후 숙박

One Stop Program Package 교육패키지



One Stop Package 혜택

교육시설대관

Coffee Break

식사 (식음업장이용)

객실숙박

교육프로그램



추천프로그램

Work Smart Program ①



Work Smart Program ②

추천프로그램



Work Skill 

Program ①

추천프로그램



Work Skill 

Program ②

추천프로그램



Sales &

Marketing

Program ①

추천프로그램



Sales &

Marketing 

Program ②

추천프로그램



Organization

Development 

Program ①

추천프로그램



추천프로그램

Organization

Development 

Program ②



추천프로그램

Healing 

Program ①



추천프로그램

Healing 

Program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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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실질적인 결과를 가장 효율적, 효과적으로

도출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교육 니즈에 맞춘

적합한 툴이 반영된 훌륭한 교육 콘텐츠는 NPS(Net

Promoter Score : 순수 고객 추천 지수)가 그 어떤

교육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재교육과 교육에 대한

니즈도 상당히 높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입니다!”

A사 인사팀 담당자

References

“가장 큰 강점은 커스터마이징 입니다! 교육 전

1개월간 HR니즈에 맞게 과정설계를 잘 해주었습니다.

12차수 전사 교육을 진행할 때도 매 차수마다 리뷰

미팅을 진행 하여 피드백을 잘 반영해 프로그램을

개선시켜주었습니다. 덕분에 교육만족도는 물론

HR에서 의도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S사 HR팀 임원

“이번 교육도 교육생들에게 정말 뜻 깊고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 처음에 교육을 기획하여

진행할 때는 잘 모르고 막막 했었지만 덕분에 잘 런칭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동시에 여러 개 반을 진행함에도 강사진 모두

훌륭하게 잘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M사 교육 담당자



기업행사및교육문의

이메일 : marketing@ramid.co.kr

담당자 : 라미드그룹통합판촉팀장심재형(010-2506-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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