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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a World That Works Better

ATD( 는 현장지향형 학습과 인적자원의 성과향상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제공하고자 설립된 협회로

전 세계 120여 개국, 2만 여개 기관, 7만 여명이 HR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개발, 국제 컨퍼런스 및 박람회, 출판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ATD ICE(International Conference & Exposition)는 ATD가 매년 5월 경 주최하는 세계 최대의 HR 컨퍼런스/박람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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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D ICE 소개

비전

Empower Professionals to 
Develop Talent in the Workplace

미션

사업영역 연구∙개발 / 국제컨퍼런스 / 학술대회

/ 출판 / 비디오&웹캐스트 / 자격인증

10000+
300+
400+

평균 참가자 수

HR 교육 세션 수

엑스포 참가 기업 수

숫자로 살펴 보는 ATD ICE

“세계 최대의 HR Conference”

ATD ICE 2018



HRD 메가 트렌드의 산실인 ATD ICE에서 최고의 HRD 전문가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누리세요.

ATD ICE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1

2

3

4

세계 각국에서 모인 HRD 전문가들이 전달해주는 인사이트와 최신 우수 사례를 습득함으로써 조직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전략을 도출

다양한 국가, 산업군, 수많은 기업에서 모인 HRD 담당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협업의 기회를 탐색하고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공유

여러 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박람회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도구ᆞ프로그램ᆞ솔루션을 경험

ATD ICE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양분 삼아 조직의 HR 효과성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인사담당자로서의 전문 역량을 함양



6

ATD 설립 75주년인 올 해, 버락 오바마 前 대통령 특별 키노트 스피치 확정!

Content, Community, Global perspective슬 로 건

• Career Development

• Global HRD

• Talent Management

• Instructional Design

• Leadership Development

• Learning Technologies

• Learning Measurement & Analytics

• Management

• Training Delivery

• Science of Learning

장 소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

SAN DIEGO CONVENTION CENTER (111 Harbor drive)

일 정 2018 5/6(일) ~ 9(수), 4일간

대 상  기업/기관 HRD, 인사, 조직, 경영혁신, 기획, 노사 담당자

 임원 및 부서장 등 리더 그룹

 핵심인재, 성과우수자, 미래 관리자 후보군 등

Keynote Speaker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전 대통령

마커스 버킹엄
강점 혁명 저자

코니 포데스타
심리상담가

Conference Track Industry Track

• Government

• Sales Enablement

• Healthcare

• Higher Education

ATD IC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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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넷이 제공하는 ATD ICE 2018 휴넷 대표단 프로그램의 차별화된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휴넷대표단에참가해야하는가?왜? 휴넷 대표단에 참가해야 하는가?

휴넷 ATD 한국 대표단은 실리콘 밸리 혁신 DNA와 글로벌 HRD 트렌드를 모두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현업 적용에 최적화된 디브리핑, 최고 퀄리티의 보고서 제공, 다채로운 네트워킹, 만족 극대화를 위한 밀착지원

서비스,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 옵션을 통해 보다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합니다

 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의 혁신 DNA
 글로벌 HRD 메가 트렌드 및 미래 HRD 청사진 제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샌프란시스코 투어

 세계 최고 권위의 글로벌 리더십 전문기관
DDI 社 한국 지사 Stephanie Nam 대표

 국내 최고 에듀테크 기업
휴넷 에듀테크 연구소 홍정민 소장

 고품질 ATD 컨퍼런스 연수 결과 보고서 릴리즈
 가장 빠르게, 최고의 퀄리티로 담아내어 제공
 귀국 후 디브리핑 부서원 초청, 출장형 디브리프 가능
 HRD 실무전문가 과정 연중 입과 혜택

 국내 기업 인사 담당자, 세계 각국 HR 실무자
 글로벌 HRD 전문가, 실리콘밸리 기업 HR 담당자
 스탠포드 대학 Faculty, 쇼렌스타인 아태 연구소
 매경 실리콘밸리 특파원

 하나투어 제휴로 안정적 운영, 국적기 탑승
 컨퍼런스 행사장 내 전용 라운지 제공
 행사장에 가장 인접한 호텔 투숙
 메신저/SNS 활용 행사 및 편의성 정보 실시간 공유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한 코스 옵션 구성
 동일 기업 5인 이상 참가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가능 (일부 프로그램 限)

다채로운 네트워킹 기회 고객 편의를 고려한
휴넷 만의 현지 운영 서비스

고객 맞춤형 프로그램 옵션

실리콘밸리혁신DNA & 글로벌HRD 트렌드
학습 중심의 알찬 구성

최고 권위 전문가의
현업 적용 관점 제공 (디브리핑)

참가자 본인 + 참여기업 대상
연수 결과 공유



휴넷의 2018 ATD 한국 대표단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베이직 코스와 프리미엄 코스를 각각 편성했습니다.

베이직 코스를 선택하면 ATD ICE에만 참여하며, 프리미엄 코스를 선택하면 실리콘밸리 혁신 DNA 벤치마킹과 샌프란시스코 투어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휴넷 대표단 프로그램 구성

ATD ICE 2018

A 프리미엄 코스 (9박 11일) : 실리콘밸리 혁신 DNA 벤치마킹 + ATD ICE 글로벌 HRD 트렌드 학습 + SF 투어 >> 920만원

B 베이직 코스 (6박 8일) : ATD ICE 글로벌 HRD 트렌드 학습 >> 690만원

[실리콘 밸리]혁신 DNA

벤치마킹(3일)



프 로 그 램 일 정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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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코스는 컨퍼런스 이전에 실리콘밸리 혁신기업과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하고, 컨퍼런스 이후에는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하는 9박 11일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A] 프리미엄 코스 일정표

ATD ICE 2018

한국시간
5월3일(목)

미국시간
5월3일(목)

5월4일(금) 5월5일(토) 5월6일(일) 5월7일(월) 5월8일(화) 5월9일(수) 5월10일(목)
미국시간

5월11일(금)
한국시간

5월12일(토)

7:00

ICN – SFO
(KE023)

16:00 ~ 10:30

호텔 개별 조식 호텔 개별 조식 호텔 개별 조식 호텔 개별 조식 호텔 개별 조식 호텔 개별 조식 호텔 개별 조식 호텔 개별 조식

SFO – ICN
(KE024 )

12:50 ~ 17:10

7:30

8:00

Concurrent Session
08:15 ~ 09:30

8:30 이동 이동 General Session
Barack Obama
08:30 ~ 09:30

General Session
Marcus Buckingham

08:30 ~ 09:309:00

9:30
손재권 기자와 함께하는

Silicon Valley 투어
구글플렉스

컴퓨터 역사 박물관
09:30 ~ 12:00

Silicon Valley 혁신 기업
HP 벤치마킹 투어
09:30 ~ 11:30

International Orientation
ATD 2018 Preview

09:30 ~ 10:30

EXPO 09:30 ~ 15:00 EXPO 09:30 ~ 13:30

10:00 EXPO
Concurrent Session

10:00 ~ 11:15

Concurrent Session
10:00 ~ 11:00

SAN – SFO
(UA334)

10:05 ~ 11:30

SFO 출발

10:30 SFO 도착 09:30 ~ 15:00

11:00

11:30
Concurrent Session

11:45 ~ 13:00

Expo Lunch
11:45 ~ 12:45

(개별 중식)

Expo Lunch
11:45 ~ 12:45

(개별 중식)

Expo Lunch
11:45 ~ 12:45

(개별 중식)
12:00

대표단 중식
12:00 ~ 13:30

대표단 중식 및 이동
12:00 ~ 13:30

대표단 중식 및 이동
12:00 ~ 13:30

중식
12:00 ~ 13:0012:30

13:00 개별 중식
Concurrent Session

13:00 ~ 14:15 

Concurrent Session
13:00 ~ 14:00 

피셔맨스 와프
13:00 ~ 14:00

SFO – ICN
(KE024 )

12:50 ~ 17:10

13:30 이동 Silicon Valley 혁신 기업
애플파크 투어

13:30 ~ 14:30

SFO 출발 Concurrent Session
13:30 ~ 14:30 

Concurrent Session
13:30 ~ 14:30 14:00

스탠포드 대학 방문
14:00 ~ 17:30

Ice Cream Break
14:00 ~ 15:00 

기라델리 스퀘어
14:00 ~ 15:0014:30 이동

15:00
Silicon Valley 혁신 기업

SK 하이닉스 벤치마킹 투어
15:00 ~ 16:30

SFO – SAN
(AS1958)

15:00~16:28

Concurrent Session
15:00 ~ 16:00 

Concurrent Session
15:00 ~ 16:00 

Concurrent Session
15:00 ~ 16:00 

Closing General Session
Connie Podesta
15:00 ~ 16:00

소살리토
15:00 ~ 16:0015:30 - Blue Bottle Coffee

- KSAS 캠퍼스 투어
- 스탠포드 교수 특강16:00

ICN – SFO
(KE023)

16:00 ~ 10:30

금문교
16:00 ~ 17:0016:30

이동
호텔 이동 Check-in Concurrent Session

16:30 ~ 17:30 
Concurrent Session

16:30 ~ 17:30 
Concurrent Session

16:30 ~ 17:30 17:00
디브리프 - DDI Korea

17:00 ~ 18:30
17:30 이동 Annual Meeting

17:30 ~ 18:30 

호텔 이동 체크인 인천공항 도착

18:00 대표단 석식
18:00 ~ 19:00

개별 석식
18:30 프리미엄 코스 OT (0.5h) 전체 대표단 OT (0.5h)

19:00

대표단 네트워킹
19:00 ~ 21:00 

전체 대표단 네트워킹
19:00 ~ 21:00 

개별 석식

Network Night
19:00 ~ 23:00 

개별 석식

19:30
디브리프 - 휴넷
19:30 ~ 21:00

20:00

20:30

21:00



베이직 코스는 ATD ICE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글로벌 HRD 트렌드를 학습하는 6박 8일간의 컴팩트한 일정으로 구성됩니다.

[B] 베이직 코스 타임테이블

ATD ICE 2018

한국시간 5월5일(토) 미국시간 5월5일(토) 5월6일(일) 5월7일(월) 5월8일(화) 5월9일(수) 5월10일(목) 한국시간 5월12일(토)

7:00
호텔 개별 조식 호텔 개별 조식 호텔 개별 조식 호텔 개별 조식

7:30

8:00
Concurrent Session

08:15 ~ 09:30
SAN - SFO  (UA662)

08:00 ~ 09:41

8:30 ICN - SFO(UA892) General Session
President Barack Obama

08:30 ~ 09:30

General Session
Marcus Buckingham

08:30 ~ 09:309:00 17:00 ~ 11:40 SFO - ICN (UA893)

9:30 International Orientation
ATD 2018 Preview

09:30 ~ 10:30

EXPO 09:30 ~ 15:00 EXPO 09:30 ~ 13:30 10:40 ~ 15:15

10:00 EXPO
Concurrent Session

10:00 ~ 11:15

Concurrent Session
10:00 ~ 11:00

경유지 대기(1h)

10:30 09:30 ~ 15:00

11:00

11:30 경유지 대기(1h 20min)
Concurrent Session

11:45 ~ 13:00

Expo Lunch
11:45 ~ 12:45

(개별 중식)

Expo Lunch
11:45 ~ 12:45

(개별 중식)

Expo Lunch
11:45 ~ 12:45

(개별 중식)
12:00

12:30

13:00 SFO - SAN(UA497) 개별 중식
Concurrent Session

13:00 ~ 14:15 

Concurrent Session
13:00 ~ 14:00 13:30 13:00 ~ 14:28 Concurrent Session

13:30 ~ 14:30 
Concurrent Session

13:30 ~ 14:30 14:00 Ice Cream Break
14:00 ~ 15:00 14:30

15:00 인천공항 집결 Concurrent Session
15:00 ~ 16:00 

Concurrent Session
15:00 ~ 16:00 

Concurrent Session
15:00 ~ 16:00 

Closing General Session
Connie Podesta
15:00 ~ 16:0015:30 인천공항 도착

16:00 SFO - ICN (UA893)

16:30 Concurrent Session
16:30 ~ 17:30 

Concurrent Session
16:30 ~ 17:30 

Concurrent Session
16:30 ~ 17:30 

10:40 ~ 15:15

17:00
디브리프 - DDI Korea

17:00 ~ 18:30
17:30 Annual Meeting

17:30 ~ 18:30 18:00
개별석식

18:30 ICN - SFO(UA892) 전체 대표단 OT (0.5h)

19:00 17:00 ~ 11:40
개별 석식

Network Night
19:00 ~ 23:00 

개별 석식

19:30 전체 대표단 네트워킹
디브리프 - 휴넷
19:30 ~ 21:00

20:00 19:00 ~ 21:00

20: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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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ONFERENCE

프리미엄 Only



세계적인 명문대 스탠포드를 방문해 실리콘밸리를 혁신해나가는 창조적 인재들이 끊임 없이 양성되는 비결을 알아봅니다.

Pre-Conference Program ⓐ 스탠포드 대학 투어

< 스탠포드교수특강 >

< 스탠포드대학캠퍼스투어 >

“실리콘밸리를만든교육과문화를생각하다”

신기욱 교수

 워싱턴대학교 사회학 박사
 스탠포드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스탠포드 Shorenstein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소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 하는
한국 사회의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진단한, 
신기욱 교수의 저서 ‘슈퍼피셜 코리아’의
친필 싸인본을 증정합니다.

Graduate School of Business Memorial Church White Plazad.school



컴퓨터 역사 박물관, 구글 플렉스, 애플 파크를 방문하여, 오늘날 실리콘밸리 글로벌 기업들의 혁신의 정수를 알아봅니다.

Pre-Conference Program ⓑ 실리콘밸리 투어

< 실리콘밸리투어세션 >

< 실리콘밸리글로벌혁신기업방문 >

Google Plex Apple Park
Hewlett Packard 

Enterprise
SK Hynix

“실리콘밸리혁신기업의어제와오늘”

손재권 기자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실리콘밸리의 탄생과 발전에 대해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인
손재권 기자의 세션이 이루어집니다.

<컴퓨터 역사 박물관>



실리콘밸리 혁신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만나, 각 사의 혁신 비결과 조직 문화, 그리고 인재 정책에 대해 직접 들어보고 토의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Pre-Conference Program ⓒ 실리콘밸리 혁신기업 벤치마킹

ATD ICE 2018

세션 스피커 세션 스피커 소개방문 기업 세션 주제

박동진 Sr. HRBP
- Hewlett Packard  

Enterprise

박영희 HR Director

- SK Hynix America

Global

HR Transformation

실리콘밸리 기업문화와

HR 전략

• HP Organization Strategy & Analytics Mgr.

• 전) Deloitte Consulting 시니어 컨설턴트

• 전) 삼성물산 인사팀

• 전) LG Electronics MobileComm U.S.A 

• 전) SK 그룹 HR/OD 연구원

• 전) MERCER 시니어 컨설턴트

장소

SK Hynix 

America

(HQ)

Hewlett 

Packard

Enterprise 

(HQ)



1일차에는 스탠포드 대학 캠퍼스 투어 및 현지 교수님 강의를 듣고, 블루보틀

커피 방문 후 저녁을 먹으며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Pre-Conference 일정 - 1일차

ATD ICE 2018

• 블루 보틀 커피 방문

• 스탠포드 캠퍼스 투어

• 스탠포드 특강

10:30

샌프란시스코 공항 도착

12:00

중식

14:00

스탠포드 대학 투어

18:30

석식, 아이스 브레이킹

SF 국제공항(SFO)

블루보틀커피

스탠포드대학교

San Francisco

San Jose힐튼팔로알토호텔



2일차 오전에는 실리콘 밸리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오후에는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방문하여 그들의 혁신 DNA를 체험합니다.

Pre-Conference 일정 - 2일차

ATD ICE 2018

12:00

중식

09:30

실리콘밸리 투어
• 컴퓨터 역사 박물관

• 손재권 기자 큐레이션

14:00

글로벌 혁신 기업 방문

16:00

SK하이닉스 방문 및 HR 담당자 미팅

19:00

대표단 석식

SK 하이닉스 HQ

구글플렉스

• 구글 플렉스

• 애플 파크

애플파크(신사옥)

컴퓨터역사박물관



3일차 오전에는 실리콘밸리 터줏대감인 혁신 기업 HP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샌디에고로 이동, ADT ICE 2018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Pre-Conference 일정 - 3일차

ATD ICE 2018

12:00

중식

09:30

Hewlett Packard Enterprise 방문
및 HR 담당자 미팅

15:00

샌디에고 이동

18:30

석식, ATD 오리엔테이션

힐튼팔로알토호텔

HPE HQ

SF 국제공항(SFO)



컨 퍼 런 스 일 정 소 개
HUNET Delegation Program

2018 ATD ICE 

Content, Community, Global perspective

CONFERENCE



ATD 설립 75주년을 맞이해, ATD ICE 2018에서는 역대급 인사들이 Key Note Speaker로 나서 글로벌 HRD 메가 트렌드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ATD ICE 2018 ⓐ Keynote Speech

ATD ICE 2018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제 44대 미합중국 대통령

“변화를 기다리는 당신에게, 
이제 당신이 변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쟁취합시다.”

-버락 오바마 연설 中-

마커스 버킹엄
(Marcus Buckingham)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 저자

“자신이 맡은 일에서 당신의 강점을
사용할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것이다.

-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혁명> 中-

코니 포데스타
(Connie Podesta)

심리 상담가 & 코메디언

“우리는 우리의 약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낀다. 

나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코니 포데스타 강연 中-



ATD ICE에서는 10개의 콘텐츠 트랙에 따른 300개 이상 의 교육 세션이 제공됩니다. 트랙 별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ATD ICE 2018 ⓑ Contents Track

ATD ICE 2018

Contents Track 주요 분야

콘
텐
츠
트
랙

Learning Technologies 자기주도학습, 모바일러닝, 성과지원, 가상교실, 플랫폼, 소셜러닝, LMS 플랫폼 등

Instructional Design 학습요구 분석, 교수설계 목표, 학습전이, 설계혁신, SME 협업방법, 모바일 러닝 ISD 등

Training Delivery 교수기법, 학습강화, 게임기법, 퍼실리테이션 스킬, 상황/플랫폼/청중/공간별 훈련기법 등

Learning Measurement & Analytics 교육성과 측정, 효과 분석

Science of Learning 개인의 정보수집/기억/학습, 성과향상 노력

Career Development 교육담당자 경력 관리, 직원 스킬 향상 및 전문성 개발 등

Global HRD 다양성 및 포용성, 글로벌 인력개발, 리젼별 우수사례 공유, 글로벌 벤치마킹 등

Leadership Development 리더십 스킬, 변화관리, 글로벌 조직역량 강화 등

Management 직원 몰입 유도 및 생산성 향상, 관리자에게 필요한 도구와 유용한 정보 (리더십 外)

Human Capital 조직의 통합 인재관리, 임직원 라이프 싸이클 등



ATD는 300여 개의 세션 중 40여 개의 추천 세션을 선정하여 동시 통역을 제공합니다.

ATD와 휴넷 대표단이 주목하는 주요 세션에 대한 정보를 대표단 블로그 (https://blog.naver.com/hunetstory) 을 통해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ATD ICE 2018 ⓒ Focus Session

ATD ICE 2018

Session Title : Real-World Evaluation for Training Professionals 

제임스 커크패트릭
(Kirkpatrick, James)

일시
5월 8일(화)

3:00 PM – 4:00 PM

장소 Ballroom 20BC Alcove 

콘텐츠
트랙

Learning Measurement
& Analytics 

세션 타입 Education Session

추천 대상 임원, 관리자, 교육담당자

세션 소개

• 교육전문가는 자신이 실시한 교육 효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육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인 커크 패트릭의
4단계 평가 모형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면서도 실제로는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 이 세션에서 최신 업데이트된 4단계 평가 모형 사용
방법을 방법을 배웁니다. 복귀 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평가 전략 배울 수
있습니다.

스피커 소개

• 제임스 커크 패트릭은 Kirkpatrick Partners의 수석
컨설턴트입니다. Kirkpatrick Model의 창시자 인
Don Kirkpatrick과 함께 3 권의 책을 공동
저술하였으며,전 세계 유수의 조직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TD와휴넷대표단추천세션소개예시입니다.

https://blog.naver.com/hunetstory


급변하는 HRD 각 이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실무 전문가 중심의 디브리퍼를 선정하였습니다.

ATD ICE 2018 ⓓ Session Debrief

ATD ICE 2018

Track ExperienceName

Stephanie Nam

• 현) DDI Korea 대표

• 현) CNBC 주관 Asia Business Leader’s award 인터뷰 평가자

• 현) Master Trainer for Interaction Management®, DDI

• 삼성전자 SLE(Samsung Leadership Essential) 공동개발

- ATD 16 Best Award 수상

• 2006년~2016 까지 총 10회 ATD 참가, ATD 인사관리 기고

및 debrief 진행

• Harvard Business School-Cambridge, MA-- Program for 

Leadership Development

• Global HRD

• Leadership Development

• Career Development

• Management

• Human Capital

홍 정 민

• 현) 휴넷 에듀테크연구소장

• 저서) 4차 산업 시대의 미래교육, 에듀테크

• 전) 웅진패스원 사업기획팀장

• 전) 사이버MBA 평생학습사업 본부장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졸업

• Learning Technologies 

• Training Delivery

• Instructional Design

• Learning Measurement 

& Analytics

• Science of Learning

*DDI 社 : 글로벌리더십역량전문기관
ATD 프리미엄스폰서社



인터내셔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뒤, 동시에 진행되는 세션을 자유롭게 참관합니다. 

ATD와 휴넷이 주목하는 주요 세션에 대한 업데이트 된 정보를 https://blog.naver.com/hunetstory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TD ICE 2018 – 4일차

ATD ICE 2018

주요 일정 ATD ICE 2018 추천 세션

Concurrent Session
11:45 ~ 13:00

International OT
09:30 ~ 10:30

Concurrent Session
13:30 ~ 14:30

Concurrent Session
15:00 ~ 16:00

Concurrent Session
16:30 ~ 17:30

Annual Meeting
17:30 ~ 18:30

5월 6일 (일)

Learning 
Technologies

Career 
Development Global HRD Management

ATD 추천 세션휴넷 대표단 추천 세션

https://blog.naver.com/hunetstory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Key Note Speech를 듣고 ATD 와 휴넷 대표단이 추천하는 컨퍼런스 세션을 참관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USS MidWay Museum에서 열리는 Networking Night에서 세계 각 국의 대표단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ATD ICE 2018 – 5일차

ATD ICE 2018

주요 일정 ATD ICE 2018 추천 세션

5월 7일 (월)

Concurrent Session
11:45 ~ 12:45

General Session
08:30 ~ 09:30

Concurrent Session
13:30 ~ 14:30

Concurrent Session
16:30 ~ 17:30

Networking Night
19:00 ~ 23:00

Concurrent Session
15:00 ~ 16:00

Instructional 
Design

Learning 
Measurement 
& Analytics

Global HRD
Leadership 
Development

ATD 추천 세션휴넷 대표단 추천 세션



강점혁명의 저자, 마커스 버킹엄의 Key Note Speech를 듣고 ATD 와 휴넷 대표단이 추천하는 컨퍼런스 세션을 참관합니다. 

저녁 식사 후 휴넷 에듀테크 연구소 홍정민 소장이 글로벌 에듀테크 트렌드를 디브리핑합니다. 

ATD ICE 2018 – 6일차

ATD ICE 2018

주요 일정 ATD ICE 2018 추천 세션

5월 8일 (화)

Concurrent Session
10:00 ~ 11:15

General Session
08:30 ~ 09:30

Concurrent Session
13:00 ~ 14:15

Concurrent Session
16:30 ~ 17:30

디브리핑 – 휴넷
20:00 ~ 21:30

Concurrent Session
15:00 ~ 16:00

Science of
Learning

Career 
Development Human Capital

ATD 추천 세션휴넷 대표단 추천 세션

Management



ATD 와 휴넷 대표단이 추천하는 컨퍼런스 세션을 참관합니다. 코니 포데스타의 클로징 세션을 듣습니다. 

DDI Korea  Stephanie Nam 대표가 ATD ICE 2018 전체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디브리핑합니다. 

ATD ICE 2018 – 7일차

ATD ICE 2018

주요 일정 ATD ICE 2018 추천 세션

5월 9일 (수)

Concurrent Session
10:00 ~ 11:15

Concurrent Session
08:15 ~ 09:30

Concurrent Session
13:30 ~ 14:30

디브리프-DDI Korea
17:00 ~ 18:30

Closing General Session
15:00 ~ 16:00

Learning 
Technologies

ATD 추천 세션휴넷 대표단 추천 세션

Training 
Delivery

Leadership 
Development

Instructional 
Design



ATD ICE 2018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샌디에고의 주요 행사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ATD ICE 2018 – 주요 행사장 소개

샌디에고만을 바라보며 쾌적한 날씨와 바람을 만끽할 수 있는

샌디에고 컨벤션 센터에서 ATD ICE 2018이 개최됩니다.

San Diego Convention Center

샌디에고 중심에 위치하여 ATD ICE 행사장 뿐 아니라

샌디에고의 여러 명소를 방문하기 좋은 고급 호텔입니다.

Omni Hotel San Diego

퇴역한 항공모함을 그대로 박물관으로 꾸며 놓은 미드웨이

뮤지엄에서 5일차 ATD ICE 네트워킹 나이트가 펼쳐집니다.

USS Midway Museum

ATD ICE 2018

ATD ICE 2018 샌디에고 행사장소



샌 프 란 시 스 코 투 어 일 정
HUNET Delegation Program

2018 ATD ICE

Content, Community, Global perspective

POST-CONFERENCE

프리미엄 Only



명소로 가득한 아름다운 도시,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Post-conference 일정 – 샌프란시스코 투어

ATD ICE 2018

피셔맨스 와프

포레스트 검프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피셔맨스 와프는 다양한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유명한 음식점들,
일광욕을 즐기는 바다사자 떼,

해안도시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라델리 스퀘어

기라델리 초콜릿은 세계 3대
초콜릿으로 불리며 엄격한 재료
선별과 미세한 정제공정을 거쳐
생산됩니다. 1965년 기라델리

스퀘어로 명명된 이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초콜릿 제품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금문교

세계 최초 현수교인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입니다.
1937년 완공된 금문교의 역사와
기술력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소살리토

2사 세계대전 때 조선소가
자리잡았던 소살리토는 지금은
최고의 부촌으로 성장했습니다. 

소살리토에서 바라보는 다운타운은
바다와 어울려 장관을 연출합니다.
아기자기한 소품 가게들이 늘어선
해안을 따라 지중해에서 휴양하는

기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피셔맨스 와프, 기라델리 스퀘어, 소살리토, 

금문교 등 샌프란시스코의 명소들을 방문합니다.

Post-conference 일정 –

8일차 패키지 투어 일정 & 동선 (Premium Course Only) 

ATD ICE 2018

11:30

샌프란시스코 공항 도착

12:00

중식

피셔맨스 와프(Fisherman’s Wharf) 방문13:00

17:00

호텔 체크인 & 휴식

기라델리(Ghirardelli) 방문14:00

소살리토(sausalito)15:00

금문교 방문(Golden Gate Bridge)16:00

피셔맨스와프

기라델리스퀘어

금문교

소살리토



샌프란시스코 다운 타운의 중심 유니언스퀘어에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이동, 전체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Post-conference 일정 –

9일차 패키지 투어 일정 & 동선 (Premium Course Only) 

ATD ICE 2018

09:00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이동

12:50

샌프란시스코 공항 출발

15:10

인천 공항 도착

매리어트마르퀴스SF 유니언스퀘어

SF 국제공항(SFO)



HRD의 현재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

HUNET ATD ICE 2018 대표단과 함께하세요!

신청 및 결제 문의

휴넷 Edutech lab.

박창훈 연구원

02-6220-2843 

atd@hunet.co.kr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메일

여행 일정 문의

전화 1566-0072

월 – 금 09:00 ~ 18:00

※ 토, 일요일/공휴일 휴무

사이트 www.hunet.co.kr

https://blog.naver.com/hunetstory

http://www.hunet.co.kr/
https://blog.naver.com/hunetstory
https://blog.naver.com/hunetstory/221204286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