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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강의명 교육 내용 소요시간 진행방식 권장 직급

전략

시나리오 플래닝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 리스크가 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등에서 어떻게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예: ‘OOO센터의 규모를 확대(혹은 축소)해야 하는가?’, ‘신
규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가?’)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현실적인 방법
인시나리오 플래닝의 기초, 사례, 활용법을 습득한다  
(기초도서 1 : <전략가의 시나리오>, 유정식 저, 2014년)  
(기초도서 1 : <시나리오 플래닝>, 유정식 저, 2009년)

2 특강(사례 위주) 임원 및 팀장급

4 간이 워크숍 부장~과장급

8 심화 워크숍 부장~대리급

16 ~ 24 액션러닝 부장~대리급

경영전략 수립 방법론
내외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영전략 수립의 기
본적인 절차와 방법론(내외부환경분석, 차별화, 포트폴리오 등)을 
학습하고 이를 전사 경영전략 수립에 적용한다

4 간이 워크숍 과장~사원급

8 심화 워크숍 과장~사원급

 피터 드러커의 5가지 질문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새로운 사업과 프로젝트를 이
끌 때 반드시 던지고 답해야 하는 질문으로 제시한 5가지를 살펴보
고, 사례와 함께 이를 조직에 적용하는 방법을 논의한다  
(기초도서 :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 유정식 역, 2017년)

2 특강 임원 및 팀장급

4 간이 워크숍 부장~과장급

창업가 정신  
(사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의 의미와 창업가가 직면하는 다양한 종류의 역경을 알
아보고, 어떤 역경이 창업가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또 어떤 역
경이 그와 반대로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창업의 방향을 탐
색한다 
(기초도서 1 : <하버드 창업가 바이블>, 유정식 역, 2014년) 
(기초도서 2: <에어비앤비 스토리>, 유정식 역, 2017년)  
(기초도서 3: <당신은 사업가입니까>, 유정식 역, 2014년)

2 특강 전 임직원

수익 모델과 수요의 창출

여러 조직에서 활용되는 23가지 수익모델(Profit Model)의 개념과 
수요 창출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학습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
법을 논의함  
(기초도서 1: <프로핏 레슨>, 유정식 감수, 2011년)  
(기초도서 2: <디맨드> 유정식 역, 2012년)

2 특강 부장~대리급

4 심화 특강 부장~대리급

기초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문제해결 방법론)

컨설턴트의 관점에서 조직의 문제를 정의하고 그 원인을 탐색하여 
해법을 도출하는 일련의 방법을 학습하고, 이를 조직 내의 실제 문
제해결에 적용한다  
(기초도서 : <문제해결사>, 유정식 저, 2011년 )

2 특강 과장~사원급

4 간이 워크숍 과장~사원급

8 심화 워크숍 과장~사원급

전략적 사고의 실제
전략과 전략적 사고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창의적 사고, 분석적 
사고와의 차이점 포함) 이를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2 특강 과장~사원급

4 심화 특강 과장~사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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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평가를 버려라’

미국식 성과주의에 기반한 현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타사
의 ‘평가 버리기’ 사례를 통해 피드백 기반의 인사제도 혁신의 방향
을 탐색한다  
(기초도서 1 : <착각하는 CEO>, 유정식 저, 2013년)  
(기초도서 2 : <당신들은 늘 착각 속에 산다>, 유정식 저, 2015년)

2 특강 임원 및 팀장급

4 심화 특강 임원 및 팀장급

전략적 인력계획의 실제

전사 및 직무별 적정인력, 단위조직 및 직급별 승진율, 임금인상률 
등을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그 적
용 사례를 살펴본다  
(기초도서 : <스태핑>, 유정식 역, 2007)

2 특강 대리급 이상  
(인사 직무)

조직관리 
및  
리더십

일을 잘 시키는 기술

리더가 의외로 잘 하지 못하는 ‘직원에게 일 시키기’. 어떻게 하면 직
원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원하는 품질의 결과물을 가져오도록 할 수 
있는지, 일을 시키는 구체적인 원칙과 방법을 살펴보고 함께 논의한
다

4 토론식 수업 팀장급

팀워크의 기술
팀워크의 의미, 팀워크 증진을 위해 리더와 직원들이 실천해야 하는 
부분, 팀 플레이어를 판단하는 방법, 팀 플레이어로 육성하기 위한 
리더의 코칭 방향 등을 살펴보고 함께 논의한다

4 토론식 수업 대리급 이상

밀레니얼 세대 직원들을  
업무에 몰입시키기

밀레니얼 세대 직원들의 특성이 무엇이고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가
지고 있는 착각이 무엇인지 인지함으로써 ‘요즘 젊은 직원’들을 조직
과 업무에 몰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2 특강 임원 및 팀장급

4 심화 특강 임원 및 팀장급

리더가 알아야 할 직원의 심리

리더가 조직과 직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착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책 및 제도 실행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
화하려면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 학습한다  
(기초도서 1 : <착각하는 CEO>, 유정식 저, 2013년)  
(기초도서 2 : <당신들은 늘 착각 속에 산다>, 유정식 저, 2015년)

2 특강 임원 및 팀장급

4 심화 특강 임원 및 팀장급

평가 스킬 및 코칭  
(성과관리 교육)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목적과 절차를 숙지하고, 평가자가 빠지기 
쉬운 오류를 살펴보며, 직원들의 성과와 조직성과를 연계하기 위한 
평가자의 역할을 습득함과 동시에 코치로서의 역량을 함양한다

4 간이 워크숍 팀장급 이상

8 심화 워크숍 팀장급 이상

과학으로 배우는 경영의 비결
과학 이론과 실험 결과로부터 경영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이해하
고 통섭적 사고의 중요성을 함양한다  
(기초도서 : <경영, 과학에게 길을 묻다>, 유정식 저 2007년

2 특강 부장~대리급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필요하시면 위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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