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엠유 강정은 
010-2230-4778 

Jungeun_k@naver.com 
 
 



contents 

1.  기획배경 
2.  기획의도 
3.  300프로젝트 개요 
4.  진행과정 
5.  11월 16일 설명회 
6.  12월 18일 특강1. 인터뷰의 기술 
 
Ref. 
- 700만 재외동포를 잇는 가교 재외동포신문 
- 보도자료 
- 후원협찬사 
- 브랜드매니지먼트 엠유(MU) 

 



기획배경 

브랜드매니지먼트사와 언론사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오픈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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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시츄에이션?? 
문제는? 준비된 인재가 없다! 



기획의도 

단순한 점수(스펙)와  
자기소개서만으로는  
그 사람의 성실성과 태도, 
끈기,  재능, 삶의 가치관 등을  
평가할 수 없다. 

 Only One 경쟁력을 갖춘 준비된 인재 양성 

① 100권의 독서 리뷰를 통해 해당 분야의 지식 축적하기 
② 100명의 인터뷰를 통해 인생의 지혜 쌓기 
③ 100개의 칼럼을 통해 전문가적인 안목 갖추기 

온라인포트폴리오 구축 



개요 

주관/주최 엠유, 재외동포신문 

공식카페 http://cafe.naver.com/brandhow 

페이스북 개인브랜드HOW 

신청자 180여명 (2012. 12. 26. 기준)/ 남녀노소불문 다양한 직업군  

홍보대사 꿈멘토 김수영 

응원자 가수 인순이, 한기범희망나눔 대표 한기범, 소통테이너 오종철,  
포토테라피스트 백승휴 등  (30명까지 모집할 예정/ 응원메세지 영상 작업 진행중) 



진행과정 

신청 자기소개 엠블런 
제작 

블로그 
셋팅  시작 

300프로젝트 
멤버신청 [클릭] 

카페에 글남기기 자신만의 고유넘버 
2013년 Max. 300명 

사이드바에 장착 
300프로젝트 멤버  
네트워크 

카테고리 설정 
책/ 인터뷰 대상자 
자신의 전문분야에  
맞게 스스로 설정 

1) 이름 
2) 하고 있는 일 
3) 블로그 주소 
4) 300프로젝트 시작일 
5) 당찬포부 



기대효과 

온라인 
포트폴리오 

퍼스널 
브랜드 획득 

꿈의 완성 

자기 경쟁력 
강화 

글로벌 네트
워크 형성 

출판시장 
활성화 

300프로젝트 

호모헌드레드 시대! 
100세까지 살아가는 시대에 
단순 스펙이 아닌 성실과 

재능을 겸비한 인재발굴을 위한 
오픈프로젝트!  



2012. 11. 16. 설명회 



멘토 3인 소개 

100권의 책 리뷰_ 100명의 인터뷰_ 100개의 칼럼_ 

안계환 이근미 김태진 
- 서울대학교 졸업, 삼성SDS 근무,  
  벤처기업 공동 창업.  
- (現) 한국독서경영센터 대표 
*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독서습관> 
<성공하는 1인 창조기업> 
* 블로그 http://blog.naver.com/aghon 

-  20년간 기자와 방송작가로 일하면서  
  1,000여명을 인터뷰 
- 월간조선 객원기자  
- 미래한국 편집위원 
*저서 
<프리랜서처럼 일하라> 
<+1%로 승부하라> 
* 블로그 www.rootlee.com 

- (現) 서울시립대 겸임교수 
- 기업인재연구소 대표. 커리어코치협회  
  이사, 여성가족부 위민넷 멘토 코치 
- 젊음처럼 지치지 않는 열정과 꿈을 가르치는 명
강의로 국민대에서 베스트티처상 수상 / 서울대, 
동대학원 졸업 
* 저서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없다면> 
* 블로그 http://kimtaejin.com/ 
 



홍보대사 및 응원자 영상메세지 

꿈쟁이 김수영 가수 인순이 한기범희망나눔 대표 한기범 

포토테라피스트 백승휴 개그맨/소통테이너 오종철 30명의 홍보대사 진행중 

[영상보기클릭] [영상보기클릭] 

[영상보기클릭] [영상보기클릭] [영상보기클릭] 

글로벌피트니스 우지인 
영상학 박사 정근원 
영상작업 진행중 

 
 
 
 

* 총 30명의 홍보대사 위임 
및 응원 영상 메세지 프로젝트 진행 



현장스케치- 스마트영상 

* 글로벌 인재양성 300프로젝트 설명회 - 스마트영상 by 인생기록사 이재관 [클릭] 



설명회 포스터 

▲ 포스터/초대장 

◀ 홈페이지 
팝업  

◀ 감사메세지 



2012. 12. 18. 특강1. 인터뷰의 기술 

*매달 특강 1회 진행 
1.  인터뷰의 기술  

-  지식소통가 조연심 
-  월간조선 기자 이근미 

2.  검색되는 블로그 글쓰기 [예정] 
3.  브랜드 네이밍 [예정] 
4.  출간기획서 작성방법 [예정] 



현장스케치- 스마트영상 

* 글로벌 인재양성 300프로젝트 특강1. 인터뷰의 기술- 스마트영상 by 인생기록사 이재관 [클릭] 



Ref. 700만 재외동포를 잇는 가교재외동포신문 
http://www.dongponews.net 
 



Ref. 보도자료 

[링크1] [링크2] 



Ref. 후원협찬사 

당신을 위한.. 



Ref. 브랜드매니지먼트 엠유(MU) 



※ 문의 엠유 강정은 jungeun_k@naver.com 010-2834-5886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