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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채원연구소공감 대표 :: 오 채 원 ::

    

【 기본 인적 사항 】

_이름 : 오 채 원 (吳 采 垣 / Oh, Che Won)

_주민등록번호 : 770217-2****** 

_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212 A블럭 101호

_연락처 : [Mobile] 010-8014-7726  

           [E-mail] empathycoach@gmail.com

           [Blog] www.empathy.or.kr 

           [Facebook] www.facebook.com/chewon.oh 

【 이력 사항 】

_現 오채원연구소공감 대표 :: 소통 디자이너

_現 경희대학교 국제스피치토론연구소 토론심사위원

_現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단 교수

_現 전주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전담멘토

_現 경희대학교, 우송대학교, 전주대학교 외래교수

_現 (사)한국형리더십개발원 연구원

_現 (사)행복한가정실천회 상임이사

_前 SBS라디오 [오채원의 청춘 공감] 진행자 (5년간 진행)

_前 국제 컨벤션 프로그래머

_前 스피치토론학회 [스토피아] 사무국장

【 경력 사항 】

■ 프로젝트 경력 ■

_2014년

:: 디큐브 아카데미 [세종소통리더십 전문가양성과정] 연간 프로젝트 기획 및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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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청 [『KBIZ 차세대CEO스쿨』 가업승계 입문과정] 연간 강의

  :: 현대자동차 [인문학 연간 프로그램] 강의

  :: 조선왕조실록 사고(史庫) 및 임진왜란 이안(移安) 과정 답사 프로젝트 수행 중

_2013년

:: 인천남구청 의뢰 [세종창조리더십 강사양성과정] 기획, 강의, 심사

:: [세종을 만든, 세종시대가 만든 문헌 데이터베이스화] 프로젝트 진행

:: [교육자를 위한 세종리더십 현장답사] 프로그램 진행

  :: 중소기업청 [『KBIZ 차세대CEO스쿨』 가업승계 입문과정] 연간 강의

:: [경희대학교 재학생 온라인 토론 인증제] 토론심사

_2012년

  :: 중소기업청 [『KBIZ 차세대CEO스쿨』 가업승계 입문과정] 연간 강의

:: 노사발전재단 주최 [제1회 전국 예비근로자 대학생 온라인 토론대회] 심사

:: [제1회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전국 고등학생 온라인 1:1 토론대회] 심사

:: 전주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멘토링 수행

:: (사)한국형리더십개발원 [외국인을 위한 실록 강의 교재 개발] 참가

:: 한국소통학회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세종의 소통능력] 발제

_2011년

::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특성화전문계고 중소기업이해연수] 연간 프로젝트 수행

:: 전주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멘토링 수행

:: [제1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대학생 토론경연대회] 심사

  _2010년

:: 노동부 [청년인턴구직자과정] 연간 프로젝트 수행 

::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특성화전문계고 중소기업이해연수] 연간 프로젝트 수행

:: [제1회 숭실대학교-교보문고 전국 고등학생 독서토론대회] 심사

:: [제1회 숭실대학교 재학생 독서토론대회] 심사 및 진행

:: [2010 공공부문 소셜웹(SNS) 포럼 in 광주] 진행

:: 장안대학 항공운항과 수시 입학사정관전형 심사

:: 노숙인센터 [안나의 집] 노숙인 인문학 프로젝트 수행

_2009년

:: 중소기업인력개발원 [특성화전문계고 중소기업이해연수] 연간 프로젝트 수행 

:: 경력단절여성 커뮤니티 ‘줌마네’ 책 만들기 프로젝트 수행

:: 경희대학교 [다문화가정 어울림] 프로젝트 수행

_2008년 

:: 고려대학교 김병철 부총장 : 고려대학교 총장 선거 스피치 컨설팅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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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007년

:: (주)로만손 김기문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스피치 컨설팅 (당선)

■ 강의 및 컨설팅 경력 ■

_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세명대학교, 충남대학교, 경남대학교, 호남대

 학교, 전주대학교, 군산대학교, 우송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청암대학교, 연성대학교, 

 시립인천전문대학, 두원대학, 오산대학, 한양여자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청강문화산업대

 학, 송담대학, 장안대학, 국제대학, 수원과학대학, 능동고등학교, 여주고등학교, 한광여자

 중학교 외 다수

_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해군작전사령부, 경찰교육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 연수원, 연천교육지원청, 충청지방우정청, 영등포구청, 김포시, 대한전문건설

 협회 중앙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완구협회,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성모자애복지관, 

 인천광역시의료원, 노숙인센터 ‘안나의 집’, KMI 강남포럼 외 다수

_㈜삼성 및 협력사, ㈜엘지 협력사, 현대자동차㈜, ㈜잡코리아, ㈜KT, ㈜효성, ㈜신세계, 

 ㈜로만손, ㈜STX, ㈜두원 및 계열사, ㈜대성산업, 안토니㈜, ㈜선진, ㈜텔레웍스, ㈜원영씰, 

 ㈜유니디아, 대영유비텍㈜, ㈜에이텍솔루션, ㈜지성엔지니어링, ㈜삼보케미칼 외 다수

■ 강의 분야 ■

_리더십 : 세종식 소통리더십, 고독력 경영, 행복 셀프리더십

_소통 : 프레젠테이션 기법, 갈등관리, 전문인 스피치 코칭, 토론법, 보이스 트레이닝, 모션 

스타일링 

_강의법 : 강의 설계, 핑퐁 피드백 등 전문 강사를 위한 강의 코칭

_대학 출강 : 인문학으로 소통하기, 스피치와 프레젠테이션, 대인관계향상 커뮤니케이션 등

【 방송 】
_SBS라디오 103.5Mhz 러브FM  [오채원의 청춘 공감] 진행 (2010-2014)

http://radio.sbs.co.kr/spring

(QR코드로 방송내용 확인 가능)

_한국정책방송KTV [캠퍼스토론 ‘청년, 通하라!’] 출연 (2011.10-12.)

  http://www.ktv.go.kr

 

_종합경제정보TV 이데일리  [모바일 스페셜리스트 : 인맥관리] 기획 및 출연 (2011.2.)

http://showroo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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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이데일리종합뉴스 보도 (2011.2.)

http://www.edaily.co.kr 

【 저술 】
_소셜미디어컨설팅 (공저, 소셜미디어컨설팅협회, 2010) 

_논문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세종의 리더로서의 소통능력’ (경희대학교, 2012)

【 학력 】
_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박사 과정 (동양철학 전공)

_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언론학 석사 (전략커뮤니케이션 전공) 

_경희대학교 문학 학사 (일어일문학 전공)

【 자격 】
_경희대학교 국제스피치토론연구소 토론심사 및 코칭 전문가

_일본국제교육협회 일본어능력시험 1 급

_데일카네기코스 코치

_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 내적여정(에니어그램)과정 이수

_크리스토퍼리더십코스 이수

_CMOEKorea코칭스킬코스 이수

_한국비폭력대화센터 NonViolent Communication코스 이수

【 학회 및 협회 활동 】
_(사)한국기업교육학회 정회원

_(사)인사관리학회 정회원

_(사)한국형리더십개발원 정회원

_한국소통학회 정회원

_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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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
_스피치토론학회 [스토피아] 공로상 (2009)

【 추천사 】

■ 허 성 중 :: 두원공과대학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단장 ■

두원공과대학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단의 시작 초기부터 현재까지 재직자 훈련 분야 

중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교육과정을 담당한 오채원 교수는 책임 있는 강의자세와 심도 있는 

교육진행으로 교육생의 높은 호응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2007년 이래 저희 사업단과 교과운영을 같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에 반드시 

필요한 교수입니다. 오채원교수와 같이 하는 시간은 항상 즐겁고 역동적이어서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 이 명 숙 :: 前 전주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과장 (現 전주대학교 교양학부 실장) ■

오채원 대표는 본 센터에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주대학교 여대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하

여 개설한 [여성과 진로], [여성 비즈니스 스킬] 교과목 초빙강사로 위촉되어 취업서류 작성

법, 면접 및 프레젠테이션 스킬 향상 등 취업 전반에 관련된 분야를 열정과 감동이 넘치는 

강의로 많은 학생들의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매번 실시하는 강의평가에서도 가장 

우수하고 인기 높은 강사로 평가되어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기업체 및 교육기관 등에서 쌓아온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높이 사 추천합니다.

■ 유 영 호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력개발원장 ■

오채원 대표는 2008년도부터 우리 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 청년인턴, 전문계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 커리어관리, 취업 및 진로지도를 강의해 주시고 있습니

다. 교육생의 눈높이에 맞춰 최근의 이슈와 정보, 시대적 요구사항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 교육생에게 많은 인기와 호평을 받는 취업 및 진로지도 전문

가입니다.

■ 석 용 승 :: 우송대학교 학생경력개발센터장 ■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학생 및 학교)의 다양한 니즈(Needs)를 신속

하고도 적기에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교육 진행함이 가장 큰 강점으로 사료됩니다. 즉 본교

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차례 ‘진로 및 취업프로젝트’에서 열과 성을 다해 교육지도

해주셨습니다. 특히 2010년 본교에서 새롭게 추진한 AS(Advanced Student) 취업캠프 시 ‘이

미지메이킹’ 강좌를 담당하시어 캐치프레이즈인 ‘I Love Me’를 고려하여 충실히 강의해주셨

습니다. 또한 2011년 본교 인성캠프 시에는 본교생 대상 약 30회(총 1,300명)정도 조직생활

에서 필요한 ‘자기표현 전략’에 대해 친근하고 전문적인 강좌를 진행해주셨습니다.

■ 정 진 경 :: (주)STM컨설팅 교육컨설팅 사업부 상무이사 ■

외유내강이 어울리는 멋진 오채원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들은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끊임없는 탐구와 창조 정신. 옆에 있으면 어느새 새로운 에너지가 저에게까지 흘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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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전문가로써 성장해 나가며 많은 사람들과 나눔을 

아끼지 않는 오채원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언제나 파트너로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 신 동 진 :: 특허전문컨설팅사 (주)오픈비즈 대표 ■

자신의 단점을 미소와 열정으로 커버해버리는 당당한 강사, 오채원!

소통은 단순히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의 베이스 위에 실천이 함

께 하여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서 이를 몸소 실행으로 옮기는 강사, 오채원!

세대간 격차는 소통을 통해서 줄일 수 있음을 확신하고 이를 실천하는 강사, 오채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꼭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정 수 연 :: 통섭예술인, 화가, ‘정수연의 행복한 수업’ 경영학과 교수 ■

통섭의 시대에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건강한 지식인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아름다움이 이 분을 돋보이게 합니다.

앞으로 소통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정 진 일 :: 피플웨어교육컨설팅 대표 (前 전라북도교육청 기획팀, 혁신기획팀) ■

미소만으로 무지개 같은 색깔을 만들어 내는 멋진 분입니다.

서로의 꿈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이성과 감성을 가진 오채원 대표님을 인맥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

니다. 더 큰 꿈과 비전을 꼬옥 이루시길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 교육생 후기 ■

 _우리의 역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자부심과 감동이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_현대의 소통 이론과 실록의 스토리를 함께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_세종시대의 소통법을 체험해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_딱딱하지 않은 강의가 좋았습니다. 교육생과 밝은 미소로 소통하는 교수님도 좋았습니다.

 _사실 교수님이 젊으셔서 리더십 그것도 역사에 대한 강의를 어떻게 하실까 의문이 있었습

  니다. 제 선입견이 깨졌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세요.

 _이 시간에 느낀 것. 죽어있는 역사, 기록과 글로 남겨지고, 외워야 하는 우리의 역사를 살

  리는 방법은 스토리입니다. 나 먼저 우리의 역사 스토리에 빠져보고, 내가 만나는 아이들

  이 스토리에 빠져 무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주어야 합니다.

 _한 학기동안 수업보다는 오히려 소통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다음에 교수님 수업이 있다면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_정말 제가 꿈꾸던 대학 강의였습니다. 종강이 정말 아쉬워요. 진짜 대학 수업하는 것 같아

  서 제게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_대학교에 들어와서, 가르쳐주려는 열정을 가진 교수님을 만나 뵙기가 쉽지 않았는데 항상 

  학생과 피드백하며 웃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교수님

  의 미소와 목소리는 정말 좋아요!

 _교수님의 열의, 흥미를 돋우는 내용 구성, 학문적 자극을 줄 뿐 아니라, 삶에 대해 고민하

  게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