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cuse me, 

May I introduce myself ? 



 

1. 지에이엠컨설팅 역량 모델 (GCSM)  

2. 추천 과정 로드맵 (Roadmap by GCSM) 

3. GAM 대표 프로그램 

    -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를 활용한 통찰력(Insight) 향상 과정 

    - 「未生」에서 배우는 맥킨지식 문제해결 7Steps 

    - E.I.(Emotional Intelligent)기반의 관계능력향상 스킬 

    - 조직 변화의 새로운 생각 H.E.R.O 

    - New Leader’s Weapons 

4.   리더십 역량(Leadership Track) 과정 

    - 성공적 조직 혁신을 위한 리더의 조직관리 리더십 

    - 성공하는 리더는 성과로 말한다. 성과관리 리더십 

    - 팀원과 팀을 움직이는 리더의 힘. 사람관리 리더십 

    - 프로젝트 리더십 (Project Leadership) 

    - 코칭 리더십 

    -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 

    - 전략적 사고와 기획력 

    - 문제야 놀자! 문제해결 과정 

    -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과정 (Project Management) 

    - 갈등관리의 전문가가 되자. 갈등조정전문가 과정 

    - 열정과 긍정으로 무장하라. 셀프 리더십 과정 

    - Smart & Creative Thinking을 위한 창의적 사고력 과정 

    - Design Thinking을 활용한 기획 & 보고서 작성 과정 

        

 

        (리더십 역량 과정 계속) 

    - 소통이 답이다! 커뮤니케이션 과정 

    - 시간/목표 관리  

    - 훌륭한 리더에게는 훌륭한 팔로워가 있다. 팔로워십 과정 

    - 청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프레젠테이션 스킬 과정 

5.   공통 직무 역량(General Professional Track) 과정 

    - 협상력과 교섭능력을 위한 비즈니스 협상과정 

    - 지루하고 무의미한 회의는 이제 그만! 효과적인 회의 진행 스킬 

    - 프로 내부 강사 육성을 위한 사내강사 양성 과정 

    - 가슴 뛰는 인생! 셀프 이노베이션 과정 

    - 스마트한 일 처리를 위한 워크 스마트 과정 

    - 영업직군을 위한 영업력 강화 과정 

6.   공통 역량(General Tack) 과정  

     - 신임 팀장(부장) 승진자 과정 

     - 신임 중간관리자(과.차장급) 승진자 과정 

     - 신임 대리 승진자 과정 

     - 비즈니스 매너 과정 

     - 핵심 가치 구현 및 내재화 과정 

     - 기업문화 구축 Workshop과정 

7.   ㈜지에이엠컨설팅 회사 소개 (GAM Introduction) 

…………………………………………….. 

…………………………………………….. 

…………………………………………….. 

..…………..… 

…………………………………………….. 

..…………… 

2 

4 

5 

29 

25 

42 

…………………………………………….. 12 



O.M 

  지에이엠컨설팅 역량모델 (GCSM; GAM Competency Systematic Model) 

VALUE 

Management 
Skill 

Problem 
Solving Teamwork 

Leadership 
Communi 

cation 

지에이엠컨설팅의 역량 모델인 GCSM은 High Performance 달성을 목적으로, 조직성과에 가장 중요한 Value를 중심으로 Leadership과 Teamwork, 

Communication을 기본 역량으로, Management, Problem Solving을 실행 역량으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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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에 위치한 역량일수록 상대적으로 중요합니다. 

• 중앙에서부터 역량이 잘 갖춰질수록 역량개발 및 

    성과 달성에 있어 상승효과가 나타납니다.  

• 기본역량인 Leadership, Teamwork, Communication은 

    수직의 원리에 따라 Level(Depth)이 존재하며,  

    실행역량인 Management, Problem Solving은  

    수평의 원리에 따라 다양(Width)한 역량이 요구됩니다. 

역량 모델의 기본 원리 

1 중요성의 원리 

2 상승의 원리 

3 수직.수평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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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이엠컨설팅은 각 직급별 역할을 아래와 같이 규정. 정의하여 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각각의 과정을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실
무
역
량 

관
리
역
량 

사 원 
(인턴) 

대 리 
주 임 

차 장 
과 장 

부 장 
팀 장 

팀 리더 
비전 제시자 

중간 관리자 
성과 개척자 

업무 추진자 

업무 조력사 

팀의 리더로써 개방적 창의적 조직 
문화를 이끌고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유도하여 팀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
한다.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처하고 조

직의 다양성과 아이디어 수렴을 위

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이끈다. 

기업에서 발행하는 다수의 문제들을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업

무성과 및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발상하여 실무와 해

결의 다양성을 제시한다. 

• 조직관리 리더십 
• 성과관리 리더십 
• 사람관리 리더십 
• 프로젝트 리더십 
• 코칭리더십 과정 

• 임파워먼트 리더십 

• 전략적 네크워킹(인맥관리) 

• 비즈니스 협상 과정 

• 코칭 리더십 과정 
•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 갈등 관리 과정 
• 전략적 사고 
•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 

• 비즈니스 협상 과정 

• 사내강사 양성과정 

• 효과적인 회의기법 

• 커뮤니케이션 스킬 과정 
• 프레젠테이션 스킬 과정 
• 전략적 기획력 과정 
• 창의적 사고력 
• 기획 보고서 작성 과정 

• 스마트 워킹 

• 효과적인 회의 기법 

• 엑셀, 파워포인트 과정  

• 창의적 사고력 과정 

• 시간 / 목표 관리 과정 

• 셀프리더십 / 팔로워십 

• 기획 보고서 작성 과정 

• 셀프 이노베이션 과정 

• 엑셀, 파워포인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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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이엠컨설팅 역량모델 (GCSM; GAM Competency Systemat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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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구조 계층별 역할 계층별 역할 정의 GAM 추천 과정 



 추천과정 로드맵 (Roadmap by GCSM) 

지에이엠이 추천하는 과정은 총 3개의 역량군 - 리더십 역량(Leadership Track), 공통직무 역량(General Professional Track), 공통역량(General Tack)

으로 구분하고 각 직급별 역량에 필요로 하는 과정을 아래와 같이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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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통찰 

•  통찰 체험 Game 

•  통찰이 어려운 이유 

  GAM 대표 프로그램 1. 인지과학을 활용한 통찰력 향상 과정 

과정 특징 

활용 과정 • 전 직급에서 요구되는 리더십 프로그램 및 문제해결, 의사결정, 기획력, 협상 과정 등에 활용 

과정 구조 

• 최신 인지과학의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문제해결, 리더십, 경력 개발 등 직무 수행 전반에 통찰력을 장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고객사 Needs에 따라 과정 목적별 Case를 탑재, 변경, 선택이 가능 

• 기본 학습 외에도 통찰 경로상에 문화 예술 프로그램, 인도어-아웃도어 액티비티 등을 가미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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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인식 

모 순 연 결 창의적 절망 

• 모순을 통한 통찰의 사례 

• 모순 파악 방법 

• 사례 연구 

• 모순을 활용한 통찰기법 

• 연결경로를 활용한 통찰 

• 사례연구 

• 연결 기법 

• 통찰력 Upgrade를 위한  

  자기 성찰 

• 메타인지 개발 

• 성장 마인드 셋 

• Career 통찰 

Copyright ⓒ GAM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기본 모듈] 

통찰의 원리 

[CASE 변경 모듈] 

통찰을 일으키는 경로 

•  통찰력 Upgrade를 위한  

   자기 성찰 

•  메타인지 개발 

•  성장 마인드 셋 갖기 

•  Career 통찰 

[선택 모듈] 

통찰력을 높이는 습관 

(* Cognitive Science) (Insight) 

* Cognitive Science (인지과학) : 뇌의 작동 및 몸의 움직임의 제어를 포함하는 인간의 마음이  
  라는 작용과 동물 및 인공적.지적 시스템에서의 지능 (Intelligence)의 정보적 표현과 그 작동  
  과정을 연구하는 종합적.다학문적 과학 



  GAM 대표 프로그램 1. 통찰 리더십 (Leadership for Insight) 

(16~24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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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둘 
[기본 모듈] 

통찰의 원리 

• WHY 통찰? 

  - 현재 우리에게 통찰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통찰은 무엇이며 어떻게 일어나는가?  

주 

요 

학 

습 

내 

용 

요약 통찰이 일어나는 원리 이해 

• 통찰 체험 GAME 

  - 사고의 2가지 경로 

  - 통찰 체험 Activity 

  - Review. 통찰을 얻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 통찰이 일어나는 원리 탐색 

• 통찰이 어려운 이유 

  - Flawed Beliefs (잘못된 믿음) 

  - Lack of Experience (경험의 부족) 

  - Passive Stance (수동적 자세) 

  - Concrete Reasoning Style  

[CASE 변경 모듈] 

통찰을 일으키는 경로 

통찰을 일으키는 방식과 기법 학습 

• 모순 

  - 모순을 통한 통찰의 사례 및 모순 파악 방법 

  - [사례 연구] 사회 현상, 비즈니스 발명품에서 찾는 모순 

  - 모순을 활용한 통찰 기법 

    : 모순적 문제기술 

    : 모순 해결을 위한 5 Why 테크닉  

• 연결 

  - 연결경로를 활용한 통찰 

  - [사례연구] 일상 사례와 비즈니스 사례 연구 

  - 연결 기법 

    : 속담에서 찾은 통찰의 지혜 

    : 그림을 연결한 제품 개발  

• 창의적 절망 

  - 창의적 절망이란? 이상묵 교수 vs. 영화 ‘더 리더’ 

  - 창의적 절망에 의한 통찰 Process 

    : 한계 인식, 숨은 가설 확인, 가설 대체, 신규 제안 

  - 창의적 절망 Process의 활용 

    : 드라마 未生에서 본 창의적 절망 통찰 사례 

    : 내 삶의 지혜 만들기 Workshop  

[선택 모듈] 

통찰력을 높이는 습관 

통찰력을 높이는 효과적 습관 황용 

• 통찰력 Upgrade를 위한 자기 성찰 

  - 정서, 행동 변화에 있어 자기 성찰의 중요성 

    이해 

  - 자기 성찰 사례 연구 

  - 자기 성찰 실습 

  - 기록을 활용한 자기 성찰 방안 

• 메타인지 개발 

  - 통찰력 Upgrade를 위한 메타인지의 중요성 

  -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의 특성 

  - 메타인지를 높이는 생활 습관 

• 성장 마인드 셋 갖기 

  - Mind-set 진단 

  - Growth Mind-set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 

  - 큰 변화를 만드는 Mind-set의 힘 

  - Growth Mind-set 갖기 

• Career 통찰 

  -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찰을 일으키는 동기 

  - 내적 동기 vs. 외적 동기 

  - 내적 동기를 자극하는 업무 디자인 

과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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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 대표 프로그램 2. ‘未生’에서 배우는 맥킨지식 문제해결 7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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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목표 

과정대상 • 대리~팀장 

과정구조 

• 제로베이스 사고와 가설 사고의 가치를 체험하고 맥킨지식 문제해결 7 Steps를 학습하여, 업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과정 특징 • 맥킨지식 문제해결의 기본원리인 제로베이스 사고와 가설 사고를 활용한 문제해결 7 Steps를 미생 영업 3팀의 요르단 중고차 수출 

  사업 추진 Case로 학습한다. 

Step 1 

맥킨지식 문제해결
의 기본원리 

“제로베이스 사고와 
가설 사고 

맥킨지식 문제해결 
Framework 

Step 2 

Step 4 

맥킨지식 문제해결 
기법 7 STPES 

실전적용 
Simulation 

Step 3 

‘未生’을 통한 맥킨지식 문제해결 7 Steps Preview  

① 
  Define Problem 

② 
  Structure 
  Problem 

③ 
  Prioritize 
  Issues 

④ 
  Plan 
  Analysis 
  And 
  Work 

⑤  
  Conduct   
Analysis 

⑥ 
  Synthesis 
  Finding 

⑦  
  Develop 
  Recommen 
  dation 

6가지 항목 문
제기술서 작성 

요르단 중고차 
수출 사업 추진 

이슈 분해 

사내 유사 비리 
근절을 위한 
이슈 분해 

사업 추진 관련 
비본질적 이슈 
발견과 제거 

사업 타당성을 
높이는 가설 

설정 

분석 실행 
사내 유사 
비리 근절 
Solution 

현 Biz 환경에 
최적화된 

Solution 도출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스토리 구성 방법 

문제 기술서 작성 이슈 분해 비 본질적 이슈 제거 

분석설계 

계획수립 

분석 수행 Finding 종합 

스토리보드 작성 

Copyright ⓒ GAM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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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 대표 프로그램 2. ‘未生’에서 배우는 맥킨지식 문제해결 7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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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교수법 

맥킨지식 문제해결의  

기본원리 

“제로베이스 사고와 

가설 사고” 

• 문제해결 Team 구성 – 팀 빌딩 및 팀 Charter 구성 
• 문제해결 Mission 수행 – 불가능해 보이는 9가지 Mission 수행  
  (ex, 물 위에 클립 띄우기, 30초 내에 A,B,C,D가 빠진 단어 30개 암기해서 말하기 등) 
  - [Review] 아이디어가 탄생되는 방식과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방안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맥킨지식의 Advice 소개 
• 제로베이스 사고와 가설 사고  
  - 제로베이스 사고와 가설 사고 [Case Study-Movie] 영화 ‘Money ball’에서 확인한 Zero-base 사고 
  - 가설 사고의 개념과 활용 [Case Study-Biz] Microsoft社의 Puzzle Interview 

강의 
실습 
토론 

워크샵 

맥킨지식 문제해결 

Framework 

• 하늘-비-우산-종이-행동 Model 
  -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안 
  - [Case Study – 未生] 박과장 비리를 해결하는 영업 3팀의 하늘-비-우산-종이-행동 분석 
  - [Case Study-biz] 某 대기업 IT부서의 문제에서 발견한 하늘-비-우산 분석 
• 맥킨지식 전략 기획 Process 소개 
• 맥킨지식 문제해결 7 Steps 소개 

강의 
사례 
실습 
토론 

맥킨지식 문제해결 

7 Steps 

• Step 1. 문제기술서 작성 – 문제 기술서의 6가지 핵심 요소 
  - [Case Study] 未生 요르단 중고차 사업 추진을 위한 문제 기술서 작성 / BIZ 회사 이전을 위한 문제 기술서 작성 
  - [Workshop] 문제 기술서의 장점 및 자사 내 적용 가능성 탐색  
• Step 2. ISSUE 분해 – 이슈 분해를 위한 Logic Tree와 Issue Tree의 개념과 활용법 
  - [Case Study] 未生 사내 유사 비리 근절을 위한 주요 이슈 분해와 요르단 중고차 수출 사업 이슈 분해 
  - Framework 기반의 이슈 분해 방법 
• Step 3. 비본질적 이슈 제거 – 본질과 비 본질을 나누는 기준 
  - [Case Study] 未生 요르단 중고차 수출 사업의 비본질적 이슈 제거 
• Step 4. 분석설계 계획 수립 – 가설 수립 및 검증 방법 
  - [Case Study] Movie Dr. House의 분석설계계획 / 未生 요르단 중고차 수출 사업의 분석설계계획 수립 
• Step 5. 분석 수행 
  - 분석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설문지, 인터뷰, 관찰법 및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 기법 
  - [Case Study] 未生 요르단 중고차 수출 사업 추진 과정의 분석 방법 
• Step 6. Finding 종합 – Finding 종합을 위한 Synthetic 사고 
  - [Case Study] 未生 사내 유사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요르단 중고차 수출 사업과정의 Finding 종합 방법 
• Step 7. Story Board 작성 – To Sell is Human(파는 것이 인간이다)에 소개된 스토리보드 작성의 기본원리 
  - [Case Study] 未生 요르단 중고차 수출 사업의 Story Board작성과 Presentation 

강의 
사례 
실습 
토론 

워크샵 

실전 적용 

Simulation 

• 문제해결 종합 실습 
  - 호황 속 불황 (중국인 관광객의 화장품 선호 편중)을 겪고 있는 명동 시장 상인들의 문제 해결 / 고객사 요청에 따른 Case 변경 가능 

  - 종합 실습 실행 및 발표 / 질의 응답 및 상호 Feedback / 강사 Feedback 
• 현장 적용 점 탐색 – 학습의 주요 Point 정리, 실행을 위한 Action Plan. 현장 적용을 위한 시도와 한계 탐색 및 대안 마련 
• 학습 이해도 평가 – 학습 이해도 평가 및 정리 

강의 
실습 

피드백 

(8~22hrs) 과정 구성 

Copyright ⓒ GAM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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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목표 
• Emotional Intelligence 진단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관계능력을 분석하고, 관계 능력의 3가지 측면(커뮤니케이션, 갈등관리, 관계 관리)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을 개발한다. 

과정 대상 • 신입 ~ 임원 

과정 구조 

과정 구성 (8~16hrs) 

Copyright ⓒ GAM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주제 세부 내용 

Emotional 

Intelligence 

이해 

• 관계형성이 어려운 심리학적 이유  

• Emotional Intelligence 

- 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E.I의 중요성 

- [진단] Emotional Intelligence 

- [실습] 감정단어 Speed Quiz 

진단 
피드백 
워크샵 

E.I를 활용한 

Comm. 향상 

• 감정유발 메커니즘 

- ABC Theory 사례연구 

•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 효과적 대화기법 

- 경청, 공감, 질문, 반응, 감정읽기 

강의 
실습 

워크샵 

E.I를 활용한 

갈등관리 

• 갈등의 구조 이해.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 갈등 상황에서 보이는 개인의 행동 

- 자기 주장성, 타인 수용성 

• [실습] 갈등 상황 시 행동 

• 갈등관리 Process 

강의 
워크샵 
실습 

E.I를 활용한 

관계관리 

• 성숙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 

• 긍정적인 뒷담화 

•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조직 

• 성숙한 관계로 만들기 위한 방안 탐색  

강의 
실습 

워크샵 

교수법 

커뮤니케이션 

갈등관리 관계관리 

E.I 

  GAM 대표 프로그램 3. E.I. (Emotional Intelligence) 기반의 관계 능력 향상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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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 대표 프로그램 4. 조직 변화의 새로운 생각 H.E.R.O.(긍정심리자본) 

과정 목표 • 조직 내 긍정심리자본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탐색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조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과정 대상 • 팀 전원 

과정 구조 

과정 구성 (8~16hrs) 

Copyright ⓒ GAM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주제 세부 내용 

조직진단 

Review 및 

Issue 공유 

• [사전진단] 건강한 조직 

• 건강한 조직의 특성  

• 조직 진단 Review & 주요 이슈 공유 

• 변화 목표 설정 

진단 
피드백 
워크샵 

팀 History 탐색 

• 네 마음을 보여줘. 팀원 서로의 마음 읽기 

• 팀 과거-현재-미래 그래프 그리기 

• 우리의 강점과 보완점 발견 

워크샵 

조직변화의 

새로운 생각, 

HERO 

• 긍정심리자본의 의미와 가치 

• Hope. 우리 팀의 미래 이미지 찾기 

• Resilience. 무조건적 지지 메시지 

• Optimism.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찾기 

강의 
워크샵 
실습 

Action Plan 

• Efficacy를 높이는 효과적 방법 

• 작은 성공을 만들기 위한 Action Plan 

• 소감 나누기 

실습 
워크샵 

교수법 

Hope 

긍정심리자본 

Optimism 

Efficacy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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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M 대표 프로그램 5. The Leader’s Weapon 

과정 목표 • 조직성과 향상과 팀원 역량개발을 위해 조직 내 리더의 역할과 리더십의 올바른 모습을 이해하고, 리더십 발휘에 필요한 4가지   

  무기(신뢰법, 관심법, 대화법, 강화법)를 학습한다.  

과정 대상 • 과장 ~ 임원 

과정 구조 

과정 구성 (8~16hrs) 

주제 세부 내용 

리더십 

Essence 

• 리더십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퀴즈 

• 도대체 리더십이 뭐길래 : 영향력, 선물, 마술 

• 징기스칸의 리더십 : 영향력의 Circle을 넓혀라! 

• 고흐와 밀러,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 

퀴즈 
강의 

사례연구 

①신뢰법 

• 세상에서 가장 큰 자본, 신뢰 

• [Activity] 미션 임파서블 : 블록 완성 & X-Man 찾기 

• 신뢰의 정의와 신뢰 방정식 : 품성과 능력 

• 사람을 변화시키는 신뢰의 마력 

강의 
게임 

사례연구 

②관심법 

• 關心 vs. 觀心 

• 마음을 사로잡는 리더의 관심 영역 

• Video ‘대장금-밥짓기’ 

• 나의 관심법 수준 진단 

• [Activity] 2인1조 마음을 꿰뚫는 관심 대화 

강의 
Video 
진단 
실습 

③대화법 

• 코칭 커뮤니케이션 마인드 

  - Win-Win 파트너십, 잠재력 개발, 모범 수행 

• 적극적 & 공감적 경청 

• I-Message, Feedback, Question Skill 

강의 
실습 
Video 

교수법 

리더십 전사의 4가지 무기 

관심법 대화법 신뢰법 강화법 

④강화법 

• Video ‘National Geographic 바다의 늑대-범고래’ 

• Sea World 범고래 쇼의 비밀 

• Whale Done 반응 원칙 

• 생활용어로 정리한 칭찬의 기술 

Video 
퀴즈 
강의 
실습 



  GAM Course 1. 성공적 조직 혁신을 위한 리더의 조직관리 리더십 

과정 목표 

과정 대상 • 팀장, 부장 (Team Leader) 

과정 구조 

Team Leader 
R&R 

비전 
목표 

소통 
팀웍 

갈등 
조정 

변화 
혁신 

리더십 배양 

성공적인 조직의 혁신 

과정구성 (8~16hrs) 

• 도전적이고 효과적인 팀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공유할 수 있고 팀 구조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 

•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등 팀 운영을 위한 기능을 이해하고 증진할 수 있으며 변혁의 개념을 통해 성공적인 조직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 

리더십 역량 (Leadership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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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교수법 

팀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라 

• 팀 리더의 R&R 제 1의 임무 
  - 도전적, 효과적 팀 비전 및 목표 설정과 공유 
  - 끊임 없는 비전, 목표 내재화 
• 조직의 비전과 연계된 팀원 개인의 비전과 목표 
  에 대한 고민과 공유 
• 후원자이자 조력자 역할의 팀 리더십 배양 

강의 
토의 

워크샵 

소통으로 팀웍을 

이끌어라 

• 어떤 업무보다 중요한 리더의 소통 
• 品格이 다른 리더의 소통 기법 
  - 왜 들어야 하며 왜 칭찬해야 하는가 
  - 상생 커뮤니케이션 실천 방법 
• 당신은 팀웍을 위하여 어떠한 고민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가? 

강의 
진단 
게임 

팀의 갈등조정 

전문가가 되라 

• 조직의 갈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 갈등을 관리하려고만 하지 말고 조정하라 
• 갈등의 원인과 관리의 프로세스 
• 효과적 갈등 조정의 방법과 탐색 
• 갈등 조정을 통해 관계를 만드는 심리학의 지혜 

강의 
진단 

워크샵 

리더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 팀 리더의 혁신 조직을 만들어 보자 
  -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떠한가? 
  - 조직 혁신을 위한 4가지 변화관리 
  - 초 우량 기업의 조직 혁신 사례 
• 변화의 마법에 빠져보자 
  - 조직의 혁신은 개인의 혁신으로부터 
  - 실천의 힘과 팀의 변화 슬로건 만들기 

강의 
영상 

워크샵 

Action Plan 
위 항목 중 본인이 우리 조직에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을 주제로 AS IS와 TO BE로 Action Plan을 작성하시오 

플래닝 
공유 

Copyright ⓒ GAM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 



  GAM Course 2. 성공하는 리더는 성과로 말한다. 성과관리 리더십 

과정 목표 

과정 대상 • 팀장, 부장 (Team Leader) 

과정 구조 

과정 구성 (8~16hrs) 

• 성과 향상을 위한 리더의 역할 및 리더십 역량에 대한 자신의 현재 모습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체계적인 성과 관리 리더십을 조직 내에서 발휘하여 성과 形 리더로 발돋움 할 수 있다. 

사전학습 

본 학습 

사후학습 

• Focus Group Interview 
  - 리더 역할과 역량 파악 
• 교육 대상자 사전 설문: 사례 수집  
• 교육을 통해 개발할 리더십 역량 추출 
• 리더십 역량 점검 W/S 

• 성과 향상을 위한 개발 리더십 역량 개발  

  Workshop 진행 및 매 회 차별 실행 과제 도출  

• 실행 과제 점검 및 경험 공유 

•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별 ISSUE 토의 및 Solution  

  도출 

• 4주 후 Follow-Up / Workshop 진행 

• 개인별 Best Practice 공유 

•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Action Plan 공유 

리더십 역량 (Leadership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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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성과관리와 

리더의 R&R 

• 성과관리 시 경험하는 리더로서의 어려움이란. 

• 성과관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 성과관리에도 패러다임이 있다. 

• 성과관리 전반에 걸친 리더의 책임과 역할 정의 

• 책임 있는 성과관리를 위한 리더의 오류 이해 및 오류 

  해결 방안 

강의 
토론 

목표 설정과 

면담 

• 팀원의 참여와 동기를 유발하는 목표 설정 원칙 

• 성과 계획서 작성의 목적과 작성 실습 

• 목표 설정을 위한 면담 진행 스킬과 실습 

강의 
실습 

중간 점검과 

성과 코칭 피드백 

• 6 Box 모델에 근거한 성과부진의 원인, 재인식 

• 성과 향상 전략을 수립하라 

• 성과관리를 위한 중간 점검 면담의 역할 인식 

• 코칭 피드백의 중요성 및 면담 시 고려사항 

강의 
실습 

성과 평가 

• 성과 평가 시 구체적인 상황 공유 

• 평가가 어려운 이유와 평가자의 역할 포인트 

• 성과 평가의 문제점 도출과 해결안 모색 

• 성과 점검 및 지속 성장 계획 수립 

강의 
실습 

워크샵 

Action Plan 
위 프로세스에 따라 실제 KPI 항목 중 택 1하여 연간 성과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시오 

플래닝 

교수법 



  GAM Course 3. 팀원과 팀을 움직이는 리더의 힘. 사람관리 리더십 

과정 목표 • 팀원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동기부여, 임파워먼트를 통해 리더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뢰의 조직을 만들 수 있다. 

• 효과적인 코칭 스킬을 익혀 구성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과정 대상 • 팀장, 부장 (Team Leader) 

과정 구조 

과정 구성 (8~16hrs) 

팀원을 움직이는 POWER 

동기 부여 코칭 

임파워먼트 

신뢰받는 조직 

리더십 역량 (Leadership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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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사람관리의 기본 

동기부여 리더십 

• 무엇이 팀원을 움직이는가? 

  - 고성과 조직의 요소와 조직 역량의 원칙 

  - 직원 욕구의 7단계 / 동기요인 위생 요인 

  - 내적 동기 유발 이론 적용 

• 동기부여의 제반 이론을 어떻게 현업에 적용하나 

• 팀원들을 동기부여 시키는 원리 

  - 전략성 / 경쟁성 / 기대성 

강의 
토의 

워크샵 

임파워먼트 

리더십의 실천 

• 팀원을 움직이는 또 따른 파워 – 임파워먼트 

• 권한위임 vs. 임파워먼트  

• 임파워먼트의 장애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임파워먼트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 셀프 임파워먼트의 실현 방법 

강의 
진단 
영상 

구성원 육성을 

위한 

코칭 기범 

• 코칭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 코칭 스킬 이해 및 실습 

  - 코칭의 기본 (경청, 질문, 피드백, 태도 스킬) 

• 상황대응 코칭 

  - 행동 유형 진단 / 유형별 그룹 실습 

  - 행동 유형별 특징 이해 

  - 리더로서 코칭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 나와 다른 스타일을 효과적으로 코칭할 수 있는 

    방법의 이해 

강의 
실습 
R/P 

워크샵 

Action Plan 동기부여와 임파워먼트를 위한 본인의 Action Plan 수립 
플래닝 
공유 

교수법 



  GAM Course 4. 프로젝트 리더십 (Project Leadership) 

과정 목표 • 프로젝트 리더로서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환경적인 요인의 이해 및 프로젝트 리더십과 프로젝트 리더의 행동 양식에 관한 이론 및 실행  

  지침을 이해함으로써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 및 프로젝트 리더십에 관한 주요한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과정 대상 

과정 구조 

과정 구성 (8~16hrs) 
• Team Leader, Project Leader 

리더십 역량 (Leadership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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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Leader 

4대 요소 

 정보수집을 통한 

 프로젝트 미래예측 

프로젝트 목표의 

정확한 공유, 이해 

당사자와의 지속적 

의사소통 

부하직원 능력개발 

조직원간 팀웍제고 

 솔선수범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프로젝트의 긍정적 성과 도출 

리더십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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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PRJ. 관리 환경과 

PRJ. 리더십의 

이해 

• 프로젝트 관리와 프로젝트 리더십 

•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전제 

• 프로젝트에 관한 사회적 통념 

• 프로젝트 리더십 이론과 배경 

•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책임 

강의 

PRJ. 비전 개발과 

PRJ. 팀 구축 전략 

• 프로젝트 리더의 비전 창조 이론 

• 프로젝트 비전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이론 

• 효과적인 팀 구축이론과 팀원들에게 협조 구하기 

•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전략 

• 생애주기에 대한 프로젝트 리더의 역할  

강의 
실습 

워크샵 

PRJ. 리더십의 

윤리와 정치적 

측면 

• 윤리와 프로젝트 관리와의 특성이해 

• 윤리적 사고와 가치관 

• 프로젝트에 있어서 잠재적인 윤리적 문제 

• 권한, 자격 그리고 영향력 

•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리더십 미래와 주요사항 

강의 
워크샵 

PRJ. 리더십의 

실무 

• 성공적인 팀의 구성요소 

• 효율적인 프로젝트 팀 운영과 팀 문제해결 

  - Team / People / Team Player Style 

실습 
워크샵 

PRJ. 리더 및 팀의 
역량 평가 

• 리더와 팀 역량평가 실행 

• 개선 사항 도출 
실습 

교수법 



  GAM Course 5. 코칭 리더십 

과정 목표 
• 부하를 이해하고 육성하는 촉진형 리더십 배양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할 수 있다. 

• 업적이 부진한 직원의 효과적인 코칭 및 근태 불량의 직원 코칭, 그리고 부하직원의 목표 설정과 이를 통한 업적 평가를 위한 코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코칭 기법을 학습할 수 있다. 

과정 대상 • 팀장, 부장 (Team Leader) 

과정 구조 

과정 구성 (8~16hrs) 

 Effective Coaching Process 

  

 

 

코칭 기회 
확인 

1 2 3 4 

코칭 준비 코칭 면담 
지속적 
지원 

• Day-to-day 
  Feedback 
• Formal 
  Discussion 

COACH 

• 일상업무 관찰 

• 책임/권한의 위임 

• 성공하도록 코칭 

• 개선하도록 코칭 

코칭기회확인 

• 격려와 지원 

• 장애물 제거 

• Feedback 제공 

지속적 지원 

리더십 역량 (Leadership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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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코칭의 개념 모델 

• 코칭의 기본 개념과 조직 / 생활 속의 코칭 

• 경영 환경의 변화와 코치의 역할 변화 

• 전통적 관리자 vs. 촉진형 코칭 

• 코칭의 4대 요소와 전략적 코칭 

• 상황 별 코칭 유형 

강의 

코칭 프로세스와 

코칭 면담 

• 코칭 프로세스 4단계 

• 코칭 면담 기본 Skill의 5단계 

• Macro Coaching과 Micro Coaching 

• 코칭의 G.R.O.W 및 T.P.O에 따른 코칭 스타일 

• 코칭 Planning 및 스킬 실습 

강의 
실습 

워크샵 

상황 별 코칭 

• 성공을 위한 코칭 / 개선을 위한 코칭 

• 성공적인 부하의 독려를 위한 코칭 

  - 성공을 위한 코칭 기법 사례 연습 

• 부진한 부하의 개선을 위한 코칭 

  - 개선을 위한 코칭 기법 사례 연습 

• 효과적인 성과의 강화 

강의 
워크샵 
실습 

지속적 지원 및 
코칭 피드백 

• 목표 설정을 위한 코칭과 성과관리 코칭 

• 효과적인 코칭 피드백의 기본 원리 

• 훌륭한 코치의 3대 요소 

• 성공하는 코치를 위한 Action Planning 수립 

실습 
워크샵 

교수법 



  GAM Course 6.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 

• 조직의 이익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논리적 

  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 전략적 의사결정의 Tool을 익혀 의사결정 장면에 활용할 수 있다. 

과정 대상 • 팀장, 부장 (Team Leader) 

과정 구조 

과정구성 (8~16hrs) 

리더십 역량 (Leadership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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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인식 
& 정의 

선택대안의 
도출 

대안 평가 
& 선택 

선택대안의 
실행 

유지와 조정 

(전체)문제해결 프로세스 

- By G.P.HUMBER 

의사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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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의사 결정 

Basic 

• 전략적 의사결정과 의사결정의 어려움 

  - 단기 이익 vs. 장기 이익 

•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문제해결 프로세스 

• 의사결정 Game & Feedback 

• 의사결정 Style진단 (Rick Roskin Model) 

• 문제 이해와 문제 설정 방법 

강의 
토의 
진단 
게임 

ISSUE 명확화 

• Issue를 명확화하기 위한 효과적 질문법 

• Issue와 결론 중심 사고 

• Case Study 

강의 
토의 

Case Study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 

• 정보 Game & Feedback 

• Fact 중심 사고법 연습 

• 정보 Mind 

• 논리의 자치 이해 

• 논리적 구조화 방법 연습 

강의 
토의 
게임 

Case Study 

대안도출 및 

평가와 선택 

• Group Idea Generation Tool 소개 

• Brain Storming법 연습 

• 대안 도출의 원칙 

• 대안 평가를 위한 Matrix 기법 

• 정보 Net, Pros & Cons 

강의 
실습 

피드백 

합리적 의사결정 
종합 Tool 

• Decision Analysis 

• 자동차 구매결정 Game 

• Devil’s Advocate 

• What if로 점검 

강의 
토의 
게임 

교수법 

과정 목표 



  GAM Course 7. 전략적 사고와 기획력 

과정 목표 
• 경영환경의 변화에 있어 새로운 기획에 대한 마인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략적 사고에 관한 프로세스를 터득할 수 있다. 

• 비즈니스 기획의 컨셉을 명확히 하고 기획의 구성요소를 이해할 수 있으며 기획과 관련한 정보력,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논리력 등을  

  배양할 수 있다. 

과정 대상 • 차장, 과장 

과정 구조 

과정구성 (8~16hrs) 

리더십 역량 (Leadership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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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Writing 

Thinking 

Problem 

Solving 

Strategic 

Thinking 

• 훈련된 기획자의 사고습관 

• Thinking Approach 

• 좋은 답을 이끄는 질문 

• 목적이 분명한 정보수집 
• 문제의 근본 찾기 
• 과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 비판적 사고하기 
• 최적의 대안 찾기 

• 문제 유형과 과제도출 

• 문제 해결 및 우선순위 설정 

• 문제해결 프로세스 

• 문서목차잡기 
• 3대 기획의 메시지 흐름 
• 눈에 쏙 들어오는 시각화 
• 그래프/도식 1분 만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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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전략적 사고 

• 비즈니스 기획의 개념과 중요성 
• 전략적 사고와 기획의 출발점 
  - 4C분석을 기초로 한 전략적 마인드 
• 경영전략과 비즈니스 기획의 실무 
  - 과제, 분석, 목표, 전략, 계획을 비롯한 기획의  
    핵심 구성 요소를 통한 기획의 핵심 
• 기획을 잘하기 위한 10가지 조건 
  - NQ, GQ, CQ, RQ에 기반을 둔 기획적 역량 

강의 

기획과 

사고의 기초 

• 비즈니스 기획과 기획의 유형 및 중요성 
• MECE와 기획사고의 기초 (Logic Tree, Framework) 
• 문제 유형별 과제 분석 Process 
  - 과제선정, 목표의 명확화/원인분석, 핵심원인 선정 
  - 해결안 도출 및 최선안 선정/실행 계획 수립 및 실행 
• 기획(설득논리) 구조화란? 
• Pyramid Structure 이해 
  - Issue 및 Message / 연역법, 귀납법 / 해설형, 열거형 
  - 논리향상과 검증을 위한 So What, Why So 사고법 
• Pattern별 Pyramid Structure 작성 실습 

강의 
실습 

워크샵 

기획 보고서 

작성 

• Fact에 근거한 정보가공을 통한 문서 표현 방법 
  - Framework이 곧 기획이다/Data & Chart 표현 
• 맥킨지식 문서작성 기본 5원칙 
• 팀/개인별 기획문서 작성/개선 실습 
  - Pyramid Structure 작성 및 기획문서 작성 
• Best Practice 발표 및 공유 

강의 
워크샵 

기획과 
문제 해결력 

• 문제유형 파악 및 과제도출과 사례 연습 
  - 제반 사항 파악 및 정리 / 명확화 
• 해결할 문제의 우선순위 설정 
  - 접근방법 및 처리할 문제의 우선 순위 설정 
• 문제해결 프로세스 

실습 
워크샵 

교수법 



  GAM Course 8. 문제야 놀자! 문제해결 과정 

과정 목표 • 문제 해결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다양한 문제해결장면에서 적용력을 높이고 실전 문제해결을 직접 적용해 봄으로써, 스킬의 현장화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과정 대상 • 차장, 과장 

과정 구조 

과정 구성 (8~16hrs) 

리더십 역량 (Leadership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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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lem Solving Process 

문제 명확화 

문제 분석 

가설 수립 

Solution 개발 및 선정 

Conceptual Solution 

설득력 있는 보고 
(Documentation) 

• 문제와 문제해결 Process 이해 
• 가치 있는 문제 발견 

• 논리적 사고 및 문제 분석 Tool 
  (Issue Tree) 학습 

• 가설의 가치 / 가설 수립 방법 

• 다양한 문제 해결 Tool 학습 

• Mckinsey & Compan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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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Introduction 
• 과정 소개 및 문제해결에 적합한 사고의 이해 
• 문제와 문제해결의 의미 

강의 
사례 

문제의 정의와 

문제 설정 방법 

• 문제의 정의 / 문제 공유 및 목적 명확화의 중요성 
• 단면적 문제인식 vs. 입체적 문제 인식 
  - 문제해결 성공과 실패 / 비즈니스 천재들의 문제인식 
• 문제 변환의 의의 
• 문제 변화 조건 
  - 원 문제 해결 /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유리 / 해결 
    주체 유지 
• 입체적 Location 파악 연습 및 피드백 

강의 
실습 

문제 분석 및 

논리적 구조화 

• 현상의 논리적 구조화 – 문제 해결의 시사점 도출 
• 논리의 의의와 가치 
  - 논리의 정의 및 구성 방법 
  - 전통적 논리적 사고법 / 논리적 사고 Case Study 
• 구조화의 의의 – 전체 조망 & 요소와의 관계 효과적 파악 
• 논리적 구조화 연습 
• 논리적 구조화 기본 요건 : MECE 
• 논리적 구조화의 효과적 Tool : Right Questioning 
  - 이슈와 결론 중심의 간결한 파악 
  - 이유와 근거 마련의 논리성 확보 
  - 오류를 피하는 합리성 제고 

강의 
실습 

워크샵 

해결안 도출 및 

실행 방안 

• 이슈 세분화를 위한 Issue Tree기법 
  - WHY Tree : 문제의 본질을 찾기 
  - WHAT Tree : 세부요소 발견하기 
  - HOW Tree : 해결안 도출하기 
• 본직적 이슈를 찾는 Matrix 기법 
• 가설 수립 및 검증 방법 
  - 가설의 가치, 분석 설계 계획 수립 법 
• Wrap up 
  -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요소 

강의 
실습 

워크샵 

교수법 



  GAM Course 9.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과정 (Project Management) 

과정 목표 
• 수강자들이 스스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체득할 수 있으며 실전 워크샵을 통해 계획과 진행관리의 프로세스를 

  체득할 수 있다. 

• 프로젝트 관리와 향후 프로젝트에 임하는 자신감을 증대시킬 수 있다. 

과정 대상 • 차장, 과장 (Project Manager) 

과정 구조 

과정 구성 (8~16hrs) 

리더십 역량 (Leadership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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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Management Process 

전사적 프로
젝트 관리 

계획 수행 및 통제 종료 

효과
분석 

개시 

전략 프로젝트 
(또는 비전략프로젝트) 

전략목표 
전략 
기획 

선정 및 
우선순위 

프로젝트 승인 

변경 승인 

성과결과 프로젝트 
등록 

Project 
Proposal 

Project 
계획 

진행 
보고 

종료 
보고서 

! ! 

! 

포트폴리오 
관리 

프로젝트 
관리 

착수 승인 중간보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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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프로젝트 관리와 

기초 이론 

• 프로젝트 관리하기 목적 / 기대효과 

• 주요학습 내용 소개 및 워크샵 Ground Rule. 

•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프로젝트처럼 관리한다는 것? 

• 프로젝트의 생애주기란 

• 프로젝트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강의 
토의 

프로젝트 

생성 

•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체크 리스트 

• 팀별 프로젝트 생성 

• 프로젝트 목표의 공유 

강의 
토의 
사례 
실습 

프로젝트 계획 

수립과 확정 

• 프로젝트 계획 수립의 정의 

• 계획 수립 이전에 검토해야 할 내용 

• 계획수립을 위한 5 Approach 

• WBS 이해와 작성 실습 

• 인적자원에 대한 계획수립/R&R분장에 관한 팀 실습 

• 액티비티간의 연관관계 설정 / Critical Path Method 

• 위험관리와 관련된 이론들 / 프로젝트 위험 식별 

• 프로젝트 분석 기법 

• 위험인자에 대한 대응 전략 이론 및 실습 

• 프로젝트 수행 계획의 확정 및 승인 

강의 
실습 

피드백 

프로젝트 종료 

•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평가 

• Project Lessons Learned 

• 참석자와 강사간의 워크샵 강평 

강의 
실습 

피드백 

교수법 



  GAM Course 10. 갈등관리의 전문가가 되자. 갈등조정전문가과정 

과정 목표 •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조직 내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갈등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구성원간에 협력적인 관계 

  를 회복함으로써 조직의 시너지 향상을 이끌고 조직원에게 신뢰받는 관리자가 될 수 있다. 

과정 대상 • 차장, 과장  

과정 구조 

과정 구성 (8~16hrs) 

심층 구조의 파악 

갈등 현상 
 내부를 보는 

Watching Model 

갈등의 성격 이해 

갈등 지렛대 
5Core Concerns 

갈등 관리 
핵심 스킬 

발생전 예방대화스킬 

발생시 조정대화스킬 

내부 커뮤니케이션 

갈등 조정 면담법 

외부 커뮤니케이션 

협상 테이블 면담법 

리더십 역량 (Leadership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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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WATCH 모델) 

• 조직 갈등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 표면적인 갈등현상이 아닌 수면 아래 파악하기 

• 갈등의 진행 단계와 적절한 개입의 시기 

• 조직 갈등의 양면성 (순기능과 역기능) 

강의 
실습 
토론 

갈등 관리와 

예방의 대화 

• 성과를 내는 팀과 갈등을 빚는 팀 

• 리더와 구성원간의 대화 특성 

• 제대로 요청하여 갈등을 예방하라 

• 갈등관리의 5가지 스타일 진단 

강의 
진단 
실습 
토론 

갈등에 개입하고  

조정하라 

• 갈등의 핵심 욕구를 파악하라 (5가지 Core Concerns) 

• 조정 면담에서 필요한 대화 기법 

• 갈등 조정 면담실습 

  - 상황 역할 연기, 피드백 

강의 
실습 
R/P 

협상 테이블에 

적용하기 

• 요구와 욕구를 구분하라 

•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감정을 다뤄라 

• 협상 시 발생하는 패러다임의 오류 

• 협상 면담 실습 

  - 상황 역할연기, 피드백 

강의 
실습 
R/P 

교수법 



  GAM Course 11. 셀프 리더십 과정 

과정 목표 •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다운 마인드를 배양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신감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삶의 

  원칙을 정해 살아갈 수 있으며 함께 성장하고 신뢰를 형성하며 자신의 시간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과정 대상 • 대리, 주임 과정 구성 (8~16hrs) 

과정 구조 

리더십 역량 (Leadership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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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리더십 

Successful Self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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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셀프 리더의 

성공적인 태도 

•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로 성장하는 법 

• 조직, 일, 사람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와 태도 

•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무장하라 

• 주도성과 자신감의 회복  

강의 
사례 

비전과 가치관 

설정 

• 비전 선언 

  -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 꿈을 키우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라 

  - WDEP로 질문하라 (Want, Doing, Evaluation, Plan) 

• 자신의 가치관에 다른 인생곡선 이해와 명확한 자아관 

  - 인생곡선과 자기 피드백 

  - 가치관에 따른 실행방법 정하기 

강의 
실습 

관계 형성 

• 관계 형성을 위한 셀프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 설득을 위한 자세와 원칙, 그리고 설득 커뮤니케이션 

• 상호 윈윈 관계의 형성 

  - 윈윈 부메랑 원칙 활용하기   

  - 강화와 전환 기능 이해하기 

강의 
실습 

시간 관리 

•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시간관리 계획과 실천 

  - 자신의 시간을 점검하기 

  - 시간관리 도구 활용하기 / -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 

강의 
실습 

팔로워십과 

상향리더십 

• 리더십 패러다임 쉬프트 

  - 팔로워십과 상향리더십 

• 상향리더십과 충전의 요소 

  - 상사의 이해 – 그들의 유형은? 강점은? 우선순위는? 

  - 신뢰를 확보하라, 상향리더십 발휘 TIP 익히기 

강의 
실습 

동영상 

교수법 



  GAM Course 12. 창의적 사고력 과정 (Smart & Creative Thinking) 

과정 목표 • Work Smart를 위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습관을 도출하고,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 기법을 학습하여 현업에 적용 

  할 수 있다.  

과정 대상 • 대리, 주임 과정 구성 (8~16hrs) 

Smart 
사고습관 

High Quality 
Knowledge  
개발 방법 

Smart Working
의 구체적 방안 

과정 구조 

SMART & CREATIVE Thinking 

For SMART Work 

Smart thinking
을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리더십 역량 (Leadership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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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Smart 사고 습관 

• SMART해지기 위한 최적의 방법 : 습관 형성 

• 습관 형성의 2요소 – 일관적 대응과 반복적 학습 

• SMART Thinking의 방해 습관 

• 통찰이 일어나는 원리 – Insight를 얻는 구체적 방안 

• [LEGO Workshop]  

  – SMART Thinking을 위한 업무 환경 만들기 

강의 
실습 

워크샵 

High Quality 

Knowledge 

개발 방법 

• Intelligence(지능)과 SMART의 관계 

  - 지식 축적 : 하타무라 요타로의 안다는 것의 기술 

• Meta – Cognition 

  - 메타 인지의 힘, 메타 인지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법 

• [Workshop] Multi-tasking에서 Smart Working으로. 

  - 지식의 허점 배우기 

  - High Quality Knowledge 개발을 위한 구체적 행동지침  

강의 
실습 

워크샵 

Smart Thinking

을 활용한 창의적 

문제 해결 

• 문제해결의 원리 

  - 비슷한 상황:상황지식 활용 / 새로운 상황 : 유추 

• 유추 능력을 높이기 위한 습관 

  - Case Study : 이 사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 [LEGO Workshop] 본직을 찾기 위한 Contextual Inquiry 

  - 본질을 찾기 위한 WHY 탐색 기법 

강의 
실습 

워크샵 

Smart Working 

구체적 방안 

• 3의 법칙 

  - 3의 법칙 활용 방안 

• 문제 명확화 – 문제 설정 방법 

• 주변 사람들을 스마트하게 만드는 방법 

  - 스마트한 문화의 핵심 요소 

• 과정 Wrap-up : 핵심 내용 및 실천 방안 정리 

강의 
실습 

교수법 



  GAM Course 13. 기획력 & 보고서 작성 과정 (Design Thinking을 활용한 기획 보고서) 

과정 목표 • 상사의 Needs를 정확히 캐치하고 자신의 생각을 리드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 기술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Concept화 하고 

  문서로 표현하는 Design Thinking 방법을 익혀 기획 및 보고서 작성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과정 대상 • 대리, 주임 

과정 구조 

Step 1 

기획에 필요한 
Design Thinking 

Mckinsey 
Framework를  
활용한 기획 
구조 만들기 

Step 2 

Step 4 

효과적인 
Documentation 

기법 

실전 적용 
Simulation 

Step 3 

Powerful한 기획 및 
Documentation 완성 

리더십 역량 (Leadership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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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기획에 필요한 

Design Thinking 

• 기획을 위한 사고력 향상의 필요성 
  - Quiz, 사고의 2 Patterns, Deliberate and Insight 
  - Resource를 줄이고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만드는 법 
• 두뇌 활성화 방법 
  - 우리는 왜 아이디어를 내지 못할까?  
  - Brain Activation / Story Cube Game 
• 두뇌의 병렬처리를 활용한 활성화 사고법 
  - Design Thinking을 활용한 Idea 정리 및 발상 
  - Case Study; Business Design Thinking 

강의 
게임 
실습 

기획 구조 만들기 

• 기획의 정의 및 기획자가 갖춰야 할 Mind와 기획의 조건 
  - 방향성 / 아이디어(내용) / 문서작성(형식) 
• 기획서 작성 Process 이해와 실습 & 피드백 
  - Needs Analysis  Solution Development  DOC. 
• 문제 해결 기획 실습 
  - 웹툰 ‘未生’의 장면 / 문제해결 기획안 작성 / 결과 공유 
• 효과적 기획구조를 위한 Mckinsey식 Framework 
  - 논리적 사고 구성 / Pyramid Structure 활용 

실습 
사례 

효과적인 

Documentation 

기법 

• Case Study: 보고서 개선 실습 
• 보고서 구조화 실습 및 피드백 
• 도입부 구성 방법 (SCQA) 
  - Situation – Complication – Question - Answer 
• 봄눈 슬라이드 구성 : Title  Head Message  Chart 
• 비즈니스 문서작성에서 주의해야 할 우리말 표현 
• 효과적 Chart / Mckinsey Template 활용 
  - Story Line을 기반으로 내용 전개시 Template 활용 

실습 
피드백 

실전 적용 

Simulation 

• 문서 작성 종합 

  - Pyramid Structure  슬라이드 구성  내용 작성 

실습 
피드백 

과정 구성 (8~16hrs) 

교수법 



  GAM Course 14. 커뮤니케이션 과정 

과정 목표 •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과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마인드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 

•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스킬을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다. 

과정 대상 • 사원~대리 과정 구성 (4~8hrs) 

리더십 역량 (Leadership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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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Nonverbal 

Speaking 

Listening 

과정 구조 

• The Four Communication Skills 

Step 1 

Communication 

Basic 

Step 1 

Communication 

Mind 

Step 1 

Communication 

Skills 

Step 1 

Acti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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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Communication 

Basic 

• 변화의 시대 

  - 경영환경의 변화 / 직장인의 위기 

  -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직장인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 각자의 다른 정보와 다른 이해 상황에서의 실습 

  - 합의의 어려움과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파악 

• 커뮤니케이션의 충돌포인트 

  - 살아온 경험 및 준거 체계의 차이와 스타일 차이 

  - 자원의 한정에 따른 이래관계 충돌 

강의 
사례 
실습 

동영상 

Communication 

Mind 

• 조직 내 커뮤니케이터가 가져야 할 3가지 마인드 

  -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 다름 (Different) – Different and Wrong, 가치 차이 

• 열림 (Opening) – 조직 개방도 측정 및 조하리의 창 

• 긍정 (Positive) – 긍정의 힘과 타인 긍정성 높이기 

강의 
실습 
사례 

Communication 

Skills 

• 유형진단, 스타일 파악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 상호 교류하기 (Strocke) – 스트로크 실습 

• 경청 (Listen) – 정보와 정서, 정서 말하기, 환언 등 

• 질문 (Question) – 질문의 법칙, 상황을 명확히 하는 질문 

• 반응 (Feedback) – I-Message와 피드백 원칙 주의사항 

• 상대방 읽기 (body Language) – 말하지 않아도 알기 

  - 매러비안의 법칙과 바디랭기지 실습 

강의 
실습 
사례 

현업 적용 

Simulation 

•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갈등관리 측면의 커뮤니케이션 

• 이해관계자 관리 측면의 커뮤니케이션 

강의 
토론 

교수법 



  GAM Course 15. 시간 목표관리 

과정 목표 • 자신의 시간관리 유형과 강.약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할 수 있다. 

과정 대상 • 대리, 주임 과정 구성 (4~8hrs) 

과정 구조 

1. 시간 관리 
현상 파악 

2. 계획 세우기 

3. 집중하고 
몰입하기 

4.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 

5. 미루지 않기 

시간관리의 5단계 

시간관리가 안 되는 이유와 
자신의 시간 관리 현상 진단 

목표 및 우선순위 결정 

방해요소 파악과 제거 

소비 시간 파악과 자투리 시
간 활용방법 모색 

미루는 원인 분석을 통한  
지금 시작하기 

리더십 역량 (Leadership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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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시간, 제대로 알기 

• 시간에 대한 이해, 시간의 심리학적 속성 

• 시간관리 Style 분석 

• 업무 시간관리 Game & Review 

강의 
게임 

시간관리의 

5단계 

• 1단계 : 시간관리 현상 파악 

  - 바쁨에서 벗어나기와 시간관리가 안 되는 이유 

  - 시간관리 프로파일 점검 

• 2단계 : 계획 세우기 

  - 목표설정과 우선순위 파악 

  - 소요시간 산정 

• 3단계 : 집중하고 몰입하기 

  - 방해요소 파악 하기, 위임과 협력하기 

  - 나의 에너지 리듬 찾기 

• 4단계 : 자투리 시간 활용하기 

  - 소비하는 시간과 5분 리스트 만들기 

  - 자투리 시간 활용 계획 세우기 

• 5단계 : 미루지 않기 

  - 나중으로 미루는 원인 찾기 

  - 게으름에서 벗어나고 지금 시작하기 

강의 

진단 

실습 

사례 

동영상 

교수법 



  GAM Course 16. 팔로워십  

과정 목표 • Followership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상사의 신뢰를 얻기 위한 follower로서의 역량과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탐색한다. 

과정 대상 • 대리, 주임 과정 구성 (4~8hrs) 

과정 구조 

• 팔로워의 5가지 유형 (Kelley, 카네기멜론) 

소외형(the Alienated) 모범형(The Star) 

수동형(The Sheep) 순응형(The Yes-People) 

관계와 업무에서 
 소신이 있고 

 적극적 

비판만 있고,  
제안과 
실행은 부재 

리더의 판단과 
지시가 있어야  
행동을 하지만… 

리더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서만 

그대로 수해 

(독립적, 비판적 사고) 

(의존적, 무비판적 사고) 

(

소
극
적 

행
동) 

(

적
극
적 

행
동) 

실무형 
(The Pragmatics) 

리더십 역량 (Leadership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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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왜 Followership

이 중요한가? 

• 그림으로 말해요 (Dixit) 

  - ‘요즘 나는 주로 이런 생각을 해’ 

• 왜 Followership이 중요한가? 

• Leadership vs. Followership 비교 이해 

  - Leadership을 위한 과정으로서 Followership 이해 

• 바람직한 Follower의 정의와 유형 진단 (R.Kelley모형 

강의 
사례 
진단 
실습 

상사의 신뢰를 

얻기 위한 

Follower의 역량 

• 상사의 기대를 반영한 역할 Model 

  - 이미지 & 형용사+명사 탐색법 / 구체적 행동 도출 

• 상사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 

  - 상사의 생각 Catch와 일치 

  - 상사의 업무 우선순위 부여 

  - 예의 바른 행동과 정직한 품성 

  - 적시에 정확한 보고 

• 상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Follower가 갖춰야 할 역량 

  - 이슈와 결론 중시의 사고 

  - 적시에 정확한 보고를 위한 Skill 

  - 구조화 스킬 (Magic 3, PREP기법) 

강의 
진단 

팀토론 
실습 

자신의 가치 

높이기 

• 변화 Mind-Set 점검 (Carol Dweck)  

  - Fixed Mind-Set vs. Growth Mind-Set  

  - 변화의 Tipping Point이해 

• 효과적 성장 변화 (growth Mind-Set)을 위한 방법 

  - Frame을 바꾸자 (성공 기반 Frame) 

  -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Perceptual Categorization) 

  -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강의 
사례 
실습 

교수법 



4주 팔로업 

/현업 적용 

PT 실습 

/ 피드백 

  GAM Course 17. 프레젠테이션 스킬 과정 

과정 목표 • 학습자 개인별 PT자료와 발표 스킬 향상에 필요한 Key Factor를 피드백 하여 본인의 프레젠테이션 향상 방법을 인지하고 체험할 수 

  있다. 

과정 대상 • 대리, 주임 과정 구성 (8~16hrs) 

과정 구조 

 Presentation Basic Course 

 Presentation Advanced Course 

PT 활용 

기술 

(템플릿/차트/

스피치 등) 

기본 PPT 

작성법 

습득 

4주 팔로업 

/현업 적용 

기술 적용 

및 보완 

(실습/클리닉) 

성공 PT 

기술습득 

(언어/비언어/
이미지/컨텐

츠 등) 

현장진단 

나의 전략 

수립 

(강점/약점) 

리더십 역량 (Leadership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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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자가 진단 

• 3분 스피치 (발표/토론) 

  - 자기 소개 및 Presenter로서 강점과 개선점 소개 

• Video 녹화 및 개인 PT 스킬 진단 실습 

강의 
실습 

개선전략 수립 

• 개인별 강점과 개선점 분석 피드백 

• 개인별 개선 전략 수립 실습 

  - 개선을 위한 Key Factor / 구체적 방안 수립 

실습 
피드백 

Presentation 

성공 요소 

• PT의 성공요소 3 

  - 이미지 전략, 매력적인 Contents, Skill 

• PT세부 Skill (본인의 PT 파일로 시연) 

  - 비언어적 Skill: Eye Contact, Body Language 

  - 언어적 Skill: 주의 집중, 화법, 상황대처방법 

강의 
실습 
사례 

설득력을 높이는 

자료 구성법 

• 설득의 핵심요소 - Benefit / Balance / Basis 

• 설득 PT Case Study – 3B 측면 자료 분석 실습 

강의 
실습 

종합 실습 및 

피드백 

• PT 종합 실습 (실습 평가 및 상호 피드백) 

  - 개인별 발표 / 향상을 위한 Key Factor 재확인 

강의 
실습 

주제 세부 내용 

창중을 사로잡는 

PT Process 

• PT 3P분석: 목적 분석 / 청중 분석 / 장소 분석 

• PT 프로세스: 도입  전개  마무리 

  - 1분 Attention / ABC Formula, PREP / Impact 마무리 

강의 
실습 
사례 

Q&A 대응법 

• Q&A 대응법 

  - 질문 응대스킬: 몸 듣기 / 환언 하기 / 답변하기 

  - Q&A시 유용한 화법 : Yes but 화법 

• Case Study – 돌발상황 대응하기 

강의 
실습 
사례 

교수법 



  GAM Course 18. 비즈니스 협상과정 (협상 & 교섭능력) 

과정 목표 •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유형과 협상의 중요성을 자각할 수 있으며 협상의 기본 프로세스인 PEAR사이클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다. 

• 협상의 유형과 스타일을 습득하며 협상 전략과 전술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다. 

과정 대상 • 대리, 주임 과정 구성 (8~16hrs) 

과정 구조 

공통 직무 역량  
(General Professional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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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otiation 
Attitude 

Negotiation 
Practice 

Best 
Negotiator 

• 협상의 기본과 청사진 

• 설득력과 협상  

  커뮤니케이션 

• 협상 스타일과 Win0Win 실천 

• 힘의 요소와 협상원칙 

• 협상 전략과 전술의 활용 

• 협상가의 Do,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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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협상 심리학 

•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유형(PT/상담/설득/협상/보고) 
• 설득의 메커니즘 
• 지금 왜 설득 & 협상력인가? 
• 한국인의 설득/협상력이 떨어지는 이유 
• 협상 심리학과 인간행동의 보편적 특징 
•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건인가? & 협상 태도 

    [사례] 협상 태도에 관한 Case Study 개와 자동차 

강의 
토의 
실습 

협상 청사진 

& 

협상 스타일 

• PEAR 사이클 

• 4가지 협상유형과 활용 

• 협상 스타일 진단 / 신뢰성 평가 : SMART 

• 윈윈의 전제조건이란 무엇인가>? 

    [사례] 협상 스타일에 관한 Case Study 냉동트럭 

강의 
진단 
실습 

제안과 

협상의 요소 

• 협상력의 4가지 원천 

   - 최초요구 / 정보 / 시간 / 영향력 

• 협상 성공의 원칙 

    [사례] 제안 협상요소에 관한 Case Study OO화학 

강의 
토의 
실습 

실전 협상 –  

협상 전략 및  

종합 실습 

• 협상진행 전략 

   - BATNA, Anchoring 등 

• 양보전략의 활용 (MINI-MAX법) 

• 퍼니머니와 니블링 

   [사례] 협상진행 전략 수립에 관한 Case Study 서비스 계약 

강의 
토의 
실습 

협상 전술 

• 파워풀한 협상 전술 

• 협상전술의 활용과 대응 

• 총 Wrap-Up 

강의 
토의 

교수법 



  GAM Course 19. 효과적인 회의 진행스킬 

과정 목표 • 학습자 개인별 PT자료와 발표 스킬 향상에 필요한 Key Factor를 피드백 하여 본인의 프레젠테이션 향상 방법을 인지하고 체험할 수 

  있다. 

과정 대상 • 전 직급 과정 구성 

과정 구조 

공통 직무 역량  
(General Professional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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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essive Meeting 

STEP 1. 

좋은 회의의 

요소 

STEP 2. 

Meeting 

Process 

Design 

STEP 3. 

Meeting 

Facilitation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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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좋은 회의의 

기본 요소 

• 좋은 회의의 Check-List 
  - 자사의 회의 수준 Check 
• [Simulation] – 회의 장면 
  - 주제, 사막에서 살아남기 
  - Fish-bowl 방식의 P-O 관찰 및 피드백 
  - 회의 참석자의 장점과 개선점 정리 
• [Simulation Wrap-up] – 좋은 회의를 위한 Debate 방법 
  - 논리력 : Identity, Consistency, Congruence 
  - 표현력 : 언어, 비언어적 표현력 
  - 태도 : 상대 가치와 주장에 대한 언어, 비언어적 태도 

강의 
실습 

시뮬레이션 

Meeting 

Process Design 

• [실습] 최근 팀 회의 Agenda 작성 
• [실습 Feedback] Agenda 구성의 3단계 
  - 회의 주제 명료화, 현재 상황 및 미래 목표 객관화 
  - 실행과제 계획화 
• Process Design시 고려사항 
  - Foot in the door technique 
  - MECE와 논리의 3요소 (사실-근거-의견) 
  - 논의 구조화 (첨예화-조직화-체계화-논점설정) 
• [실습] Process Design방식으로 팀 회의 Agenda 개선 

강의 
실습 

Meeting 

Facilitation Skill 

• Step 1. 명료화 방법 – 발언 요약 및 공유 방법 
• Step 2. Facilitation Graphic Technique 
  - Keyword  Graphic  관계 
• Step 3. 질문과 발언 내용 평가 방법 
  - 사고의 폭, 논의 정리, 종합, 방향 수정, 진행 수정, 대립 
• Step 4. 창의성을 자극하는 회의의 기술 
  - PMI기법, Agree to Disagree 
• Step 5. 의사결정 기법 – Fist-to-Five 
• Step 6. 회의의 심리학 – 집단 사고의 함정, 호감도 지혜 

강의 
실습 

(4~8hrs) 

교수법 



  GAM Course 20. 프로페셔널 사내 강사 육성을 위한 사내강사 양성과정 

과정 목표 
• 좋은 강의의 요건과 강사로서 기본 태도를 이해할 수 있고, 효과적 강의 스킬과 Workshop운영, Facilitation Skill을 학습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컨텐츠 구성과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효과적 전달 Tip을 응용할 수 있고, 자신의 강의 시연과 클리닉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강사로서의 모습을 장착한다. 

과정 대상 • 대리~중간관리자 과정 구성 (8~16hrs) 

과정 구조 

공통 직무 역량  
(General Professional Track) 

-31- 

 Basic Course  Advanced Course 

좋은 강의의 요건 

과정개발방법론 기
초 및 교수법 이해 

강의 기본 스킬 

강의 자료 작성법 
기초 

강의 실습 & 
피드백 

강의 실습 & 
피드백 

기초 과정 Review 
강의 자료 F/B 

강의 자료 구조화 
기법 및 강의 기획 

실습 

One-Point 강의  
Lesson 

Facilitation 방법 

강의 종합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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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오리엔테이션 

• 과정 소개 및 학습자간 자기 소개 

  - 3분 Speech 

• 강사로서 개별적 발전 방향 Feedback 

강의 
촬영 

피드백 

좋은 강의의 요건 

• 강의의 3가지 신화 

• 좋은 강의의 요건 – 재미있고 기억에 남으며 유익한. 

• 좋은 강의를 위한 3가지 핵심 스킬 

  - 이미지화, 연관성, 구조화 

• 강사로서 갖추고 싶은 나의 이미지 작성 

• 성인 학습 원리 – 이론에 따른 시사점과 강의안 방향성 

강의 
토론 
실습 

피드백 

과정개발 방법론 

& 교수법 이해 

• 과정 개발 방법 및 교수 설계 방법 

  - 과정개발 Process 및 ISD 모델 이해 

  - 주요 회사의 모델 소개 (삼성, IBM, LG의 ISD모델 등) 

• 교수법 소개 – 각 교수법 별 상황 별 효과적 방법 

• 교안 작성법 – 4단 교안 작성 실습 및 피드백 

강의 
토론 
촬영 
실습 

강의 기본 스킬 

• 강의 실습 1. 

  - 강의 주제와 목차, 상호 피드백 (정량 & 정성적) 

• 강사의 기본스킬 

  - 호감을 이끄는 심리학의 지혜, 효과적인 도입부 구성 

  - 강의 전 긴장 풀기, 자세/시설처리/손동작/매체/목소리 

촬영 
강의 
토론 

피드백 

강의 실습 

• 강의 실습 2. 

  - 자신 있는 부분 선정과 상호 피드백, 향상도 분석 

• 과정 Wrap up 

촬영 
피드백 

강의 자료 개발 
• 강의 자료 개발 

  - 시작화의 중요성, 좋은 시각자료의 요건, 시각자료 구성 

강의 
토론 

교수법 



  GAM Course 21. 가슴 뛰는 인생! 셀프 이노베이션 과정 

과정 목표 • 자기의 혁신을 위해 희망과 긍정으로 자기 경영을 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시간관리를 할 수 있다. 

• 신뢰의 관계 고리에 대한 학습으로 상호 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 

과정 대상 • 사원급 과정 구성 (8~16hrs) 

과정 구조 

공통 직무 역량  
(General Professional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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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sitive 

희망과 긍정의 

자기 경영 

3. Link 

신뢰의 

관계고리 
2. Time 

효과적인 

시간관리 

• 기회를 놏치지 않는 법 
• 긍정이 기적을 이끈다 
• 꿈을 이루는 Magic 5 

• 시간관리 포인트 
• 우선순위 정하기 
• 기적을 만드는 자투리  
  시간 활용 

• 자신을 오픈 하라 
• 긍정의 부메랑 
• 윈윈의 관계 만들기 

자기 혁신을 통한 

성공/성장/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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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희망과 긍정의 

자기 경영 

• 내 인생의 안전벨트는 채워져 있는가? 

• 포기해서 잃어버린 기회 

• ‘운명’과 ‘선택한 길’의 차이 

• 능력의 유통 기간과 꿈의 유효 기간 

• 꿈을 이루는 마법의 방법 5 

• 성공의 질문 WDEP 

•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 잘못 알고 있는 인디언 기우제의 비밀 

강의 
토론 

동영상 
팀활동 

효과적인 

시간 관리 

• 시간관리가 안 되는 이유 

• 시간관리 포인트 

• 내 시간관리의 허와 실 

• 우선순위 정하기 

• 매직 3시간의 발견 

• 기적을 만드는 자투리 시간 활용의 비밀 

•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진단 
강의 

개인활동 
동영상 

신뢰의  

관계 고리 

• 관계의 시작, 만남 

• 자신을 Open하라 

• 긍정의 부메랑 

• 신뢰를 만드는 고리 

• 윈윈의 관계 만들기 

강의 
진단 
게임 
토론 

교수법 



  GAM Course 22. 스마트한 일 처리를 위한 워크 스마트 

과정 목표 • SMART한 일 처리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러한 일 처리 Process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고와 기법을 학습한다. 

과정 대상 • 사원~대리 과정 구성 (4~8hrs) 

과정 구조 

공통 직무 역량  
(General Professional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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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SMART 
사고 

Logical 
Thinking의 
사고 체계 

Conceptual 
Thinking의  
사고 체계 

Graphic 
Thinking의  
사고 체계 

 Work Smart 사고와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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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SMART한 

일 처리란? 

• Opening - 낯선 사람 효과 

  - 낯선 사람과 낯선 자극이 주는 아이디어의 가치 

• Smart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 전문성 + 낯선 자극  Idea 창출   

  - Smart를 요구하는 Conceptual Age의 특성 

  - Smart를 만드는 두뇌의 작동원리 (Roger Sperry) 

  - Smart를 탄생시킨 사람들의 비법:Steve Jobs, 박웅현등 

• Work Smart를 만드는 사고 체계 

  - Strategic->Conceptual->Graphic->Logical->Creative 

강의 
토론 

Case Study 

WORK SMART 

일 처리 Process 

• 만화 ‘未生’의 팀 문제해결 

  - 문제해결 기획안 작성 / Feedback 

  - 평소 일 처리 습관 Reflection,  개선 Point 도출 

• Work Smart 일 처리 Process 

• Needs 분석 방법 

  - Needs 분석이 중요한 이유와 Case Study 

  - Needs 분석을 위한 질문법;이슈와 결론 중심의 질문법 

• Smart 보고 기법 – PREP기법, Magic 3 Technique 

강의 
토론 

Case Study 
워크샵 

WORK SMART 

사고와 Tool 

• Logical Thinking의 사고 체계 

  - 논리와 정의, 기본 구조 및 구성 법 

  - Logic Tree(심리학 차원) / 활용 실습 

• Graphic Thinking의 사고 체계 

  - 인간의 인지체계를 활용한 사고와 천재들의 사고 체계 

  - 도해를 기반으로 한 사고와 표현 방법 

  - 전형적인 Pattern연습과 일상에서의 Pattern연습 

• Conceptual Thinking의 사고 체계 – Matrix Concept 

• Wrap up & 현장 적용 방안 

강의 
토론 

Case Study 
워크샵 

교수법 



  GAM Course 23. (영업직군) 영업력 강화 과정 

본 과정은 이론 습득의 강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 중, 반복적인 실습을 통하여 프로페셔널다운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영업의 역량과 

스킬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영업 전문가가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모습인 Product Seller가 아닌 Solution Partner로 변화할 수 있도

록 구성함 

   

주요특징 1 주요특징 1 주요특징 3 

차별화된  

Learning by Doing 

교육 방법 

체계적인 참여  

방식의 교육 컨텐츠 

제공으로  

최상의 교육효과 

교육 후에도 반복적

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 제공 

• 이론적인 설명식 교육이   

  아닌 재미있는 실습 

  (Role Play, 발표, 게임) 

  을 통한 체엄으로 현장  

  적용도가 높음 

• 동영상, 사진 등 멀티미 

  디어 자료 활용으로 과 

  정 몰입도가 높고 흥미 

  진진함. 

• 영업 계획 및 전략시트,  

  영업 상담 Role Play 사 

  례 스크립트, 협상 Tool  

  Box, 프레젠테이션  

  Video 녹화 자료, 교육  

  내용 1Page Summary를  

  작성, 완성하여 교육 후  

  활용 Tool로 사용. 

영업사원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세일즈 스킬을 최단 시간에 습득 
이를 통해 프로페셔널 영업직원으로서의 역량 발휘 및 성과 향상 

Sales Skill 
UP! 

6. 세일즈 협상 
스킬 향상 과정 

5. 세일즈  
프레젠테이션  
스킬 향상 과정 

3. 세일즈 코칭 
스킬 과정 4. 성공적 수주 

영업 과정 

1. 영업 상담 
스킬 

2. 영업 전략 
수립 과정 

과정 특징 과정목표 

과정구성 

Product 
Seller 

Solution 
Partner 

• 단발적 영업 또는 

  제품 중심 영업 

• 고객의 고민과 문제 

 에 대해 복합적이고  

 창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여 고객의 로 

 열티를 장기간 확보 

 하는 영업 

※ 세부과정을 원하시면 별도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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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직무 역량  
(General Professional Track) 



  GAM Course 24. 승진자 과정 ① 팀장 승진 과정 

과정 목표 
• 팀 리더로서 가져야 할 리더의 마인드와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 규명해 보며,  팀 리더의 기본 역량인 전략적 사고를 통한 비즈니스 의사 

  결정력과 조직 관리 기법, 사람 관리 기법, 변화 관리 기법을 통해 팀 리더 승진 대상자로서 변화되는 역할과 책임에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과정 대상 • 팀장 승진 대상자 과정 구성 (8~16hrs) 

과정 구조 

공통 역량 (General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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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Leader 

R&R 

사람관리 
리더십 

의사결정 
전략적 
사고 

조직관리 
리더십 

변화관리 
리더십 

공통역량 

리더십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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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신임 팀 리더의 

역할과 책임 

• 팀 리더로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무엇이 변했는가? 

• 나는 코디네이터인가 코치인가? 

• 팀 리더로서 가져야 하는 핵심 역량 

강의 
토의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위한 

전략적 사고 

• 일상생활과 업무에서의 전략적 사고 

• 감에 의존한 직관이 아닌 분석에 의한 직관 활용 

• 전략적 사고를 위한 실습 – 거시환경, 미시환경 

  - 외부환경, 내부역량 분석, SWOT 실습 

• 의사결정을 위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 

• 제한된 자원에 집중하라, 최선의 대안을 항상 인식하라 

• MUST & Want / 목표설정, 목표분류, 최종합의 

강의 
토의 
실습 

신임 팀 리더의 

조직관리 리더십 

• 조직관리를 위한 팀 비전과 목표 설정 및 공유 

• 리더의 커뮤니케이션 기법과 피드백 스킬 

• 효과적인 팀워크 유지를 위한 전문가가 되라 

강의 
실습 

워크샵 

신임 팀 리더의 

사람관리 리더십 

• 팀원을 움직이는 힘 1. – 동기부여 리더십 

• 팀원을 움직이는 힘 2. – 임파워먼트 리더십 

• 팀원을 움직이는 힘 3. – 코칭 리더십 

  - 상황 대응 별 코칭 실습 

강의 
실습 

워크샵 

신임 팀 리더의 
I Will Card 작성 

• 1년간의 Action Plan (I Will Card 작성) 

  - 조직, 사람, 변화 관리 부분, 개인적 부분 

Action 
Plan 

신임 팀 리더의 
변화관리 리더십 

•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변화와 혁신 

• 왜 변화를 두려워 하는가? 제거 요소는 무엇인가? 

• 초 우량 기업과 Best Performance Team의 변화와 혁신 

• 효과적 성장변화 (Growth Mind-Set)를 위한 방법 

강의 
실습 

워크샵 

교수법 



  GAM Course 25. 승진자 과정 ② 중간관리자 승진 과정 

과정 목표 
• 중간관리자로써 가져야 할 실무형 리더십에 대해 학습할 수 있으며 중간관리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통하여 현업  

  적용과 실무에 강한 중간관리자로 발돋움 할 수 있다. 

과정 대상 • 과/차장 승진 대상자 과정 구성 (8~16hrs) 

과정 구조 

공통 역량 (General Track) 

-36- 

중간관리자 R&R 
 
• 역할 인식  
• 자기 성찰 
• 성과 창출 

Step 1. 

전략적 사고 
 
• Vision Goal Setting 
• Advanced Mind, Tool 
• Create Chances 
• PM 

Step 2. 

Step 3. Step 4. 

문제 해결력 
 
• 이해 
• 명확화 
• 구조화 
• 해결안 도출 

Acti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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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중간 관리자의 

R&R 

•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 인식 

• 중간관리자의 자기 성찰 

  - 관리자로서의 면과 부하직원으로서의 면 

• 중간관리자의 최대 역할 – 성과창출 

  - 성과창출을 위한 전략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 

강의 
실습 

중간 관리자의 

전략적 사고 

• Vision & Goal Setting / Review 

  - 우리 회사의 비전과 미션, 팀의 비전과 미션 점검 및  

    전략 도출, 지속적인 갈망과 부하직원에 대한 촉구 

• Advanced Mind & Tool 

  - 성장과 가치 창출 전략을 위한 전략적 사고 이해 

  - 전략적 민첩성의 조건, 논리적 사고(MECE)의 조건 

• Create Chances 

  - 내.외부 분석 및 이를 통한 전략 기회, 과제 도출 

  - 전략 기회 도출 및 전략 기회 선정 

• Performance Management 

  - Project Manager로서의 역할 수행 

강의 
실습 

워크샵 

중간 관리자의 

문제 해결력 

• 문제해결의 이해 

  - 문제해결이란 무엇인가? 논리적 사고 방법, 사고유형 

• 문제의 명확화 

  - 문제의 정의, 목적 지향사고, 문제의 명확화 요령 

• 문제의 구조화 

  - 문제 구조화를 위한 기법들, Issue Tree 작성 

• 가설 수립 및 자료 수집 및 해결안 도출 

강의 
실습 

워크샵 

중간 관리자로서 

I Will Card 작성 

• 1년간의 Action Plan (I Will Card 작성) 

  - 성과 창출자로서의 단위 업무별 액션 플랜 작성 

Action 
Plan 

교수법 



  GAM Course 26. 승진자 과정 ③ 신임대리 승진 과정 

과정 목표 
• 신임 대리로서 가져야 하는 R&R을 재 조명해보고, 업무 추진의 실무전문가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 상사와 후배의 Bridge역할로서의 효과적인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체득할 수 있으며 개인과 조직의 성공을 돕는 셀프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함양할 수 있다. 

과정 대상 • 대리 승진 대상자 과정 구성 (8~16hrs) 

과정 구조 

공통 역량 (General Track) 

-37- 

신임대리 R&R 
 
• 전문가 역할 확대 
• 비전 관리 
• 경력 관리 

Step 1. 

전문가 마인드 
 
• 셀프리더십 
• 팔로워십 
• 셀프 임파워먼트 

Step 2. 

Step 3. Step 4. 

기획력 
 
• 창의적 사고 
• 사고력 
• 기획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 설득 
• 논리 

Step 5. 

Actio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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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신임 대리의 

R&R 

• 대리로서 가져야 할 리더십과 역할 

  - Coach, Servant, Visionary, Coordinator 

• 인맥관리와 전문가 되기  

  - 더 이상 초급 사원이 아니다. 전문가 의식을 가져라 

• 자기 관리와 자기 계발 – 개인의 비전과 경력관리 

강의 
실습 
토론 

신임 대리를 위한 

전문가 마인드 

향상 

• 셀프 리더십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도성, 반응성 

• 내적 동기부여와 외적 동기 부어 

• 개인 비전 수립과 효과적인 시간관리 

• 셀프 임파워먼트을 통한 자긍심 증진과 자기 신뢰 

  - 책임 영역 증대 (조직인으로써의 자기 육성 

• 팔로워십의 새로운 접근과 팔로워십 발휘의 핵심 

강의 
실습 
토론 

신임 대리가 

갖춰야 할 기획력 

• 늘 창의적이고 늘 기획적으로 임하라 

• 창의적 사고와 대리의 시각 확대 

• 사고력 훈련 – 논리와 창의로 재 무장하라 

• 조직 내 문제해결자의 역할과 문제해결 

• 기획의 전문가 되기 

  - 기획의 의도와 요구, 기획안 구상 (Why, What, How) 

  - 분석 도구를 활용한 전략적 기획 (Logic Tree, SWOT 등) 

강의 
실습 

신임 대리의 

커뮤니케이션 

•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구조 이해 

• 우리의 업무는 커뮤니케이션이 전부이다 

• 고객 중심적 커뮤니케이션 사고 

• 이기는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 논리적 커뮤니케이션의 3대 포인트 

강의 
실습 

워크샵 

신임 대리로서의 
I Will Card 작성 

• 1년간의 Action Plan (I Will Card 작성) 

  - 향후 난 이러한 대리가 될 것이다. Action Plan 

Action 
Plan 

교수법 



  GAM Course 27. 비즈니스 매너 과정 

과정 목표 • 직장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예의와 누구나 범하기 쉬운 기본적인 매너를 배움으로써 활기찬 조직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 

과정 대상 • 사원~대리 과정 구성 (4~8hrs) 

과정 이미지 

공통 역량 (General Track) 

-38- 

• 올바른 인사 법 

• 정중례 (45도) 
  - 깊은 감사와 사죄 

• 보통례 (30도) 
  - 일반적인 인사 

• 약례 (15도) 
  - 협소한 장소,  
     자주 만났을 때 

• 악수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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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프로페셔널 

마인드와 

자기관리 

• 조직 문화에 매너가 미치는 긍정적 vs. 부정적 영향 

• 직장인의 올바른 마인드, 마인드 세팅이 매너의 기본 

• 성공적 조직 생활을 위한 자화상과 타화상의 GAP 

• 올바른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자신의 이미지상 확립 

강의 
실습 

관계의 출발 

인사.  

올바른 근무 매너 

• 출, 퇴근시 사내.외 이동 등 직장 내에서의 인사예절 

• 호혜적 호의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인사 매너 

• 성과를 높이는 개인의 올바른 근무 매너 및 태도 이해 

• 근무 시 자리 이석, 근무 시 업무 집중 등 올바른 태도 

강의 
실습 

역할극 

신바람 나는 

업무 협조 매너 

• 업무 협조 시, 조직 내에서 삼가 해야 하는 말의 매너 

• 이메일 / 채팅 등 온라인상에서의 업무 협조 시 매너 

• 이메일 / 공문 작성시 주의할 점 

• 상사에 대한 올바른 매너와 자세 및 언어 태도 

• 업무 성과에 대한 피드백 및 감사 표현의 중요성 

• 오프라인 업무 협조 / 회의 / 미팅 시 업무 협조 매너 

• 타사 및 협력 업체 방문에 있어 사전, 방문, 사후 매너 

강의 
실습 

역할극 

매너 있는 마무리 

매너 있는 

나의 행동 

• 올바른 퇴근 문화 형성을 위한 자세 (퇴근시간 및 보고) 

• 퇴근 시간 중 업무 주시 등 돌발 변수에 대한 대처 방법 

• 회식 등 업무 외적인 자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 

• 올바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호감 가는 대화법 

• 매너 있는 조직 문화를 위한 나의 행동 정립 및 선언 

강의 
실습 

교수법 



  GAM Course 28. 핵심가치 구현 및 내재화 과정 

과정 목표 • 경영 활동과 핵심가치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으며 조직가치를 개인가치와 연계, 정립할 수 있다. 

• 핵심가치를 현장의 조직활동에 구현할 수 있다. 

과정 대상 • 사원~차장 
(8~16hrs) 

과정 구조 

공통 역량 (General Track) 

-39- 

정립 
Positing 

실현 
Realizing 

Closing 
탐색 

Finding 

이해 

Understanding 

Opening Smart Value 
Innovation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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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Opening 
• 학습 준비와 니즈 확인 

  - 학습자의 가치 이해도와 학습 니즈, 기대사항 확인 
토론 

이해 

(Understanding) 

• 경영활동과 가치의 역할 
  - 사례에서 찾아보는 가치의 힘 (Be  Do  Have) 
  - 경영활동과 가치의 역할 
    (Core Value, Mission, Vision-Blue Point) 
  - 사례 : 성공기업과 성공한 리더의 남다른 가치 

강의 
사례 

탐색 

(Finding) 

• 탐색 - 팀장이 현장에서 체험하는 핵심가치 

   - 팀원들이 자주 경험해 보는 핵심가치 

   -  관계자 (내.외부 고객)가 요구하는 핵심가치 

• 정리 : 우리 팀에서는 이렇게 적용한다. 

강의 
토의 

피드백 

정립 

(Positing) 

• 작성 1. 팀의 크레도 (CREDO) 
  - 팀에 필요한 핵심가치 정리, 크레도 작성 
• 작성 2. 팀의 미션 (Mission) 
  - 관계 팀이나 고객의 요구 확인, 일의 의미와 존재 이유 
• 작성 3. 팀의 비전 (Vision) 
  - 구성원의 욕구와 트렌드/기대를 담은 Blue Point그리기 

사례 
토의 
제작 

피드백 

Closing 

• 개인별 핵심가치 발표 

  - 개인별 핵심가치  Credo, Mission, Vision  구체화 

• 격려와 지지 : 참여자 상호 피드백 

• 자료 제작 및 피드백 

발표 
피드백 

구현 
(Realizing) 

• 팀 운영과 핵심가치의 실현 

• 리더십 발휘와 핵심가치 

  - 리더십 환경 변화와 핵심가치의 적용과 반영 

• 업무 수행과 핵심가치 

토의 
실습 

피드백 

교수법 

과정 구성 



  GAM Course 29. 기업문화 구축 Workshop 

과정 목표 • 기업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조직에 필요한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다. 

• 만들어진 기업 문화를 전파하고 실천할 수 있는 Action Plan을 수립할 수 있다. 

과정 대상 • 사원~팀장 과정 구성 (4~8hrs) 

과정 구조 

공통 역량 (General Track) 

-40- 

Step 1. 

좋은 문화의 요건 

Step 2. 

Core Value 

Step 3. 

문화 정하기 

Step 4. 

실천 Guide 

G.W.P 
(Great Work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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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세부 내용 

기업 문화 

이해 하기 

• 문화의 힘 / 문화가 없다면? 

• 가훈 나누기 / 기업 문화의 역할과 힘 

• 시대에 따른 문화의 변화 (문화 변화 필요성) 

•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의 문화는? 

강의 
사례 
토론 

기업문화 만들기 

Step 1. 

좋은 문화의 요건 

• How the Mighty Fall 

• Good to Great의 조건 

• 우리가 할 일 

• 우리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강의 
실습 

피드백 

기업문화 만들기 

Step 2. 

Core Value만들기 

• [Workshop] 

  - Group별 핵심가치 설정 

강의 
워크샵 

기업문화 만들기 

Step 3. 

문화 정하기 

• 기업문화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기준 

• Devil’s Advocate으로 상호 체크 

강의 
워크샵 

기업문화 만들기 

Step 4. 

실천Guide 만들기 

• 문화 전파 측정 지표 만들기 

• 단위 조직 별 실천 Guide 만들기 

• 변화를 시작하려면 

• Go, Start, Stop Workshop 

강의 
워크샵 

교수법 



㈜ 지에이엠컨설팅 

COMPANY INFORMATION 



- COMPANY INFORMATION - 



㈜지에이엠컨설팅은 고객의 니즈를 고객의 입장에서 제대로 해석하고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무 HRD 전문가 그룹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HRD 업계 15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최신 강의기법을 꾸준히 연구 개발하여 수강생 및 교육 담당자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고 나아가 조직 구성원 전체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과 조직 전체의 성과 향상을 위한 경영, 리더십 영역과 현업 직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스킬 역량을 

주 사업 분야로 하고 있으며 이외의 조직 활성화와 조직 진단, 교육 체계 수립 및 역량 모델링 등의 HRD 컨설팅으로 많은 

고객사들과 파트너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끊임 없이 변화하고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THE BEST HRD PARTNER 

설   립   일 

대 표 이 사 

본         사 

전 화 번 호 

       2008년 10월  

       박 진 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5-2 SK허브 11층 

       代) 02-2040-6333   FAX : 031-227-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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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영역 

HRD컨설팅 

• 교육체계 수립 

•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핵심가치 내재화 등 

리더십 향상 

• 셀프리더십, 코칭 

• 목표 관리, 성과관리 

• 사람 관리, 조직관리 등 

조직 효과성 향상 

• 조직진단 및 조직 개발  

  프로그램 

• 액션러닝, 멘토링 등 

업무 효과성 

• 사고력(논리, 창의) 

• 문제해결력, 기획력 

• 문서작성, PT, 보고 

• 커뮤니케이션, 설득 

• 시간/정보관리 

• 교육담당자/사내강사 양성 

• 협상스킬, 세일즈&마케팅 

• 고객 응대 등 

대인관계 능력개발 

• 대인 이해, 갈등 관리 

• 심리 유형 진단 

㈜지에이엠컨설팅은 창립 이래 지금까지 기업교육 분야만을 고집하여 왔으며 특히 HRD컨설팅, 리더십향상, 대인관계 능력개발, 조직 효과성 

향상, 업무 효과성 분야에서 탁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고객사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Busines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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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ditariat 

Consultative Qualified 

Facilitation 
A Full-time 
Instructors 

㈜지에이엠컨설팅 

교육 특장점 

Punditariat 

Consultative 

A Full-time Instructors 

Qualified 

Facilitation 

전 직원 HRD 분야 15년 이상 실무. 경력자로 

구성된 철저한 업계 전문가 집단 

기존 기성 과정이 아닌 철저한 컨설팅형 교육 

기획과 운영으로 고객 맞춤형 교육의 극대화 

전 강사진이 함께 모여 강의 연구 및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 성격에 맞게 아이디어를 도출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재 교육 

의뢰율의 상승효과가 있음 

일방적 강의를 지양하고 학습자와 학습자간 /  

학습자와 강사간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학습 촉진 유도 

고객사의 니즈를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 

능력과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교육 담당자와 

공유하여 교육담당자의 학습과 성장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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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조직 컨설팅 
• 리더십 역량 진단 컨설팅 
• 조직 활성화 진단 컨설팅 
• 조직 신뢰도 컨설팅 
• 회복 탄력성 진단 등 



주요 사업 실적 (References) 

핵심가치 내재화 
조직개발 부문 

리더십 개발 부문 

• 핵심가치 전파 : 우리은행, 정보통신부, 교보자동차보험, 대상, 한국신용정보 

• 변화와 혁신의 조직문화 만들기 : 신한다이아몬드, 정보통신부, 한화인재개발원, 미래에셋 증권 

• 핵심가치 도출 Workshop : 경기도청, 현대엠엔소프트,  

• 조직진단 모델 개발 : NIA 조직진단모델, 대한송유관공사 DTV 모델, SK네트웍스 PRIDE 모델 

• 팀장리더십 : 휠라 코리아, 모토롤라 코리아, 대우조선 해양, 삼정회계법인, CJ푸드 시스템, 

                 씨큐아이닷컴, 교보자동차보험 등 

• 신뢰와 동기부여 리더십 : 포스코, 삼성SDI, CJ투자증권, 로디아 코리아, 삼성생명 

• 집단역동, 코칭, Empowerment : LG전자, 한솔교육, 대우조선해양 

• 행정안전부 스마트워크 교육프로그램 개발(2011) 

• 농업인재개발원 품목 전문교수 양성과정 개발(2010) 

• SK아카데미 OD Program 개발(2012) 

• 삼성전자 Memory Leadership Academy – 창의와 혁신 프로그램 개발(2012) 

• LG이노텍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2011) / LG이노텍 OD Program 개발(2012)  

• 대한송유관공사 전사경영교육-부차장 의사결정 과정 (2012) 
과정개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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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스킬 부문 

• 창의력 과정 STX, 대한적십자사, 현대자동차, 경희대학교, 비츠로테크, 종로구청, 동부익스프레스 등 

• 기획력 과정 SK, 삼천리, 한국야쿠르트, 한국정보화진흥원, DMS, 삼성, POSCO , 강원도시개발공사, 도시바 삼성, 
예스코, 하이투자증권 등 

• PT 스킬 과정 SK, 코오롱,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롯데정보통신, 한화, 삼성전기, 효성, 농심, 하이마트,  
도시바 삼성, 동우화인켐, 금호아시아나, 연세의료원, 오리온, 한국투자신탁, 동부익스프레스, 
휴비스, 동국제강 등 

• 문제해결과정 SK, 삼성, 현대기아차, STX, 금호아시아나, 삼천리, 동부, DMS, 한국정보화진흥원, 코오롱베니트 
미래에셋증권, DMS, 휴켐스, 금호아시아나, 신용보증기금, 안철수 연구소, 우리은행 등 

• 커뮤니케이션 
  스킬 과정 

삼성에버랜드, 한국가스안전공사, 현대HDS, 쉐플러코리아, 네페스 , 포스코, 삼성SDI, 대상,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신세계, 한국서부발전 등 

• 갈등관리 과정 
• 협상 과정 

금호아시아나그룹, 네패스, 메트라이프생명, 아워홈, 코오롱, 대우건설, 우주일렉트로닉스 
KT-NET 등  

• 셀프리더십 
  과정 

LG전자, 롯데백화점, 삼천리, 녹십자, DMS, 한국상하수도협회, 대한건설협회, 세방, 삼성전자서비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미래에셋생명, 외환은행,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빙그레, 삼성탈레스,  

• 사내강사 양성 
  과정 

SK C&C, 기술보증기금, 현대다이모스, 국민은행, 대한생명, 롯데카드, 우정사업본부, 포스코, 
삼성SDI, 법무부, 기술보증기금, 금융결제원, 강서구청, 영등포구청, 농업인재개발원,  
대한산업안전협회, 삼성코닝 등 

• 시간관리 과정 
정보관리 과정 

롯데카드, 녹십자, 로레알코리아, BOSCH, 코오롱건설, 서울정보통신, 현대정보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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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삼성, LG, 현대차, POSCO, 롯데, DOPCO, 삼우종합, 코오롱, 신보, 기보, 대상, 

법원공무원교육원, 두산, 현대차,현대중공업, 녹십자, Sanofi 코리아, KAMCO, 중앙대병원, 

성모병원, 연세의료원, e-mart, STX, 롯데, 신세계, 금호, 삼천리, 동부, 동아제약, 코오롱, 

동아제약, 녹십자, 잡코리아, TRW, TUV, ACE, ING, 한전, 남부발전, 중앙미디어, ARTE, 동화, OB, 

세방, 잡코리아, NIA, Microsoft, 매경, 월트디즈니 , 한전, 엔씨소프트, 한진, 삼천리, 벽산, 대상, 

잡코리아, KT&G, 동서식품, NIA, 대상, 세방, 동화, 성주, 웅진, 인천공항공사,효성, 동부, 태광, 

한진, Skylife, 한국전력, LH, 경동,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현대백화점, 싸이버로지텍, 평화발레오, 

만도, 현대엠코,  쌍용정보통신 , 현대 엔지니어링, 여천 NCC, 휴켐스, LG이노텍, 유비쿼스, 

삼우종합건축, 법무부, 우리은행, 신보, A&P, 대성, 인피니언, 농정원 등 다수 

 

현대차그룹 신임팀장 Creative Tension과정 개발 (2014), 농림수산식품부 교육문화정보원 HRD  
전문가양성 프로그램 개발(2014), 현대차그룹 신임팀장 핵심가치 교육프로그램 개발(2013),  
LG화학 현장직급필수교육 프로그램 개발(2013), 삼성SDI 전사 핵심가치 교육프로그램 개발 
(2012) 
삼성전자 Memory Leadership Academy – 창의와 혁신 프로그램 개발(2012)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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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삼성SDI, CJ투자증권, 로디아 코리아, 삼성생명, 우리은행, 정보통신부, 교보자동차보험, 

대상, 한국신용정보, 신한다이아몬드, 정보통신부, 한화인재개발원, 미래에셋증권, 휠라 코리아, 

모토로라 코리아, 대우조선해양, 삼정회계법인, CJ푸드시스템, 씨큐아이닷컴, 교보자동차보험, 

대상,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신세계, 한국서부발전, LG전자, 한솔교육, 대우조선해양, 롯데카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교통관리공단, 한국야쿠르트, 금호아시아나그룹, 네패스, 메트라이프생명, 아워홈, 코오롱,  

미래에셋생명, 외환은행,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빙그레, 삼성탈레스, 르노삼성자동차, CJ인재원 

롯데카드, 일동제약, 한화, 삼성전기, 효성, 농심, 하이마트, 도시바삼성, 동우화인켐, SKc&c,  

기술보증기금, 현대다이모스, 국민은행, 대한생명, 롯데카드, 우정사업본부, 포스코, 삼성SDI,  

도시바삼성, 훼미리마트, 동우화인켐,세크론, 녹십자, 금호아시아나, 신용보증기금,  

안철수 연구소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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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대표 강사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천리 

삼천리 ENS, 태평양연수원, 중앙공무원 교육원,  

강원랜드, 한국정보화 진흥원, 녹십자 등 다수 

 

연세대, 홍익대, 부산대, 부경대, 강원대, 제주대, 건국대 

건국대, 백석대, 동아대, 동의대, 군산대, 동국대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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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롯데그룹 , 한화그룹, POSCO, 한국정보사회진흥원, GS칼텍스, 금호아시아나, 동부익스프

레스, 한국타이어, 코오롱, 현대백화점,르노삼성, 삼성전자, 태백관광개발공사, 녹십자, 한국수자

원공사, MBC 아카데미, ING생명, 경찰대학교, 태광그룹,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국민건강보험

공단, 여천NCC , 현대해상, 인천국제공항공사, 두산건설, 여성인력개발원, 한일시멘트, 태광그룹, 

OB맥주,종근당, 롯데면세점, 알펜시아리조트, 충북대학교, 비상교육, 이녹스, 코오롱베니트, 농정

원,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파워텍, 현대오토에버, 경기인재개발원, 씨엔엠, 월트디즈니, 아주캐피탈, 

건설안전협회, 한국기술대학교,현대미포조선, 삼성아카데미, 인터맥스, MG손해보험, 삼립식품, 

코오롱글로텍, 서원유통,LVMH,스와르브스키,SK브로드밴드, 현대다이모스, 동서식품, 일선건성, 

삼우건축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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