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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왜, 팀장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왜, 팀장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산업사회에서 팀장의 역할은 상명하복 문화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위계서열에 맞게 규칙과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정보창조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지식창조 능력’이 산업을 주도해 나가는 핵심역량이 되었고, 이에 따라 팀장의 역할은 구성원들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평적인 문화에서 자율적으로 일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개인과 팀의 변혁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사회특성의변화

조직구조의변화

피라미드형

네트워크형

산업사회

지식정보창조사회

>>>> 팀장의 R&R 변화가 필요!
팀장의 사람, 성과, 조직 관리 역량이 기업의 운명을 결정!
사람관리

팀 구성원들의 효과적인 동기부여와 팀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이끌어 내는 리더의 사람관리 역량

성과관리

팀 성과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달성시키는 리더의 성과관리 역량

조직관리

팀의 에너지를 최대로 이끌어내 성장형 조직, 변혁 조직으로 전환시키는 리더의 조직관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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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 소개

HUNET Leadership School Package Solution

HUNET Leadership School Package Solution
기업의 경쟁력은 리더의 역량 발휘에 따라 좌우됩니다. 휴넷은 체계적인 리더 양성 로드맵을 제시하며,
팀장리더십스쿨은 그 첫 단계로서 팀장의 R&R과 현업에서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교육과정입니다.
HUNET 리더양성 사관학교 Solution

팀 관리자

중견관리자 및 임원

팀장,임원 및 CEO 등

Step 1. 팀장리더십스쿨

Step 2. 고급관리자리더십스쿨

Step 3. 인문학으로배우는통찰력

경영 현장에서 요구되는 팀장의 R&R과 대한
민국 최고의 성과 전문가 그룹이 제안하는 성과
창출 해법을 제시합니다.

사전
진단

1st
사람관리

2nd
성과관리

3rd
조직관리

윤석화 교수
송계전 대표

류랑도 대표
㈜더퍼포먼스

박원우 교수
서울대학교

사후
진단

효과적인 조직 경영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상황별 리더십 해법을 제시하고, 실제 리더들의
고민에 대해 멘토링 코칭을 제공합니다.

사전
진단

1st
리더십 솔루션

2nd
리더십 멘토링

윤석화 교수
서울대학교

류랑도 대표
㈜더퍼포먼스

문학, 역사, 철학부터 인문예술까지!
대한민국 최고 석학들의 깊이 있는 인문학 해석을
통한 인문경영의 통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후
진단

// 도전! 문사 100클럽
휴넷과 교보문고가 선정한 인문고전 100선
// 사서삼경
사서삼경(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주역)의 핵심경구 독파
// 아트 앤 상상스쿨
음악, 미술, 건축에서 배우는 상상과 창조

[공통] 리더급 및 리더를 꿈꾸는 예비 리더

휴넷 리더스 북클럽
- 분야별 명사가 엄선한 리더를 꿈꾸는 이들이 읽어야 할 필독서 25권 선정
- 위대한 리더로 시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자기의 이해, 타인의 이해, 기업의 이해, 세계의 이해를 기본으로 내용 구성
- 1권 당 2시간으로 마스터하는 신개념 스마트 북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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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 소개

휴넷 팀장리더십 스쿨은..?

휴넷 팀장리더십 스쿨은..?
휴넷은 경영현장에서 요구되는 팀장의 R&R과 대한민국 최고의 성과 창출 전문가 그룹이 제안하는 성과창출 해법을 바탕으로
탁월한 팀장의 조건을 사람-성과-조직관리로 도출하였으며 ,리더십 진단 제공으로 개인별 맞춤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01
휴넷 리더십 역량 모델을 Robert. E. Quinn 의 경쟁가치모델인 CVF(Competing Value Framework) 기반의
팀장 리더십 모델로 전환하여 팀장의 세부 역할과 요구 역량을 도출, 사람 - 성과 - 조직관리 과정으로 코스워크 구성

체계적인 코스워크
02
주임 교수인 서울대 박원우 교수를 비롯, 서울대 윤석화 교수, ㈜더퍼포먼스 류랑도 대표, 피플 솔루션 송계전 대표로 구성된
성과 창출 전문가 그룹과 공동 개발

최강 교수진
03
Robert E. Quinn 교수의 경쟁가치모델(Competing Value Model)을 기반으로 팀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을
진단하여, 세분화된 역량에 대해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하며, 진단 결과 부족 부분을 교육 과정의 각 모듈을 통해

역량진단 제공으로
개인 맞춤 학습가이드

중점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가이드

04
- PC web과 Mobile에서 동일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Mobile에 최적화된 UI와 Contents로 학습효과 증진
- 휴넷 플랫폼과 연동되어 있는 유용한 학습자료의 수시 업데이트로 현업활용도 극대화

스마트러닝 최적화
05

[H-Note] 학습 중 유용한 내용을 스크랩하고 메모하여 나만의 노트를 완성하는 스마트 학습 노트

스마트 학습도구
H-Tools 제공

[H-Reminder] 학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도록 학습종료 후 익일, 3일, 7일, 30일 후의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주요 학습내용을 발송하는 학습기억 재생 서비스
[H-Story] 직장인의 자기계발을 위해 유익한 정보 및 동영상을 Daily로 발송해 주는 프리미엄 학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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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 소개 휴넷 팀장리더십 스쿨 특장점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의 특장점 휴넷 팀장리더십스쿨은 팀장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사람/성과/조직 3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징 01

팀장에게 요구되는 핵심 필수 역량들을 모두 마스터 할 수 있는 체계적 커리큘럼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은 휴넷 리더십 역량 모델을 Robert. E. Quinn 의 경쟁가치모델인 CVF(Competing Value Framework) 기반의 팀장 리더십 모델로 전환하여
팀장의 세부 역할과 요구 역량을 도출하였으며, 이 역할과 역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람 - 성과 - 조직의 3개월 과정을 알차게 구성하였습니다.

휴넷 리더십 역량 모델에 대한
팀장 리더십 Competency Alignment

* CVF 기반 팀장 리더십 모델

팀장리더십스쿨 커리큘럼 도출

Leading People
[사람관리 리더십]

Leading Performance
[성과관리 리더십]

Leading Organization
[조직관리 리더십]

* CVF : Robert. E. Quinn 의 경쟁가치모델(CVF;Competing Value Framework)로 대부분의 리더십 역량 모델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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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 소개 휴넷 팀장리더십 스쿨 특장점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의 특장점 휴넷 팀장리더십 스쿨은 대한민국 최고의 성과 창출 전문가 그룹으로 교수진이 구성되어 이론 및 실무를 완벽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특징 02

대한민국 최고의 성과창출 전문가 그룹으로 교수진 구성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은 주임 교수인 서울대 박원우 교수를 비롯, 서울대 윤석화 교수, ㈜더퍼포먼스 류랑도 대표, 피플 솔루션 송계전 대표로 구성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성과 창출 전문가 그룹과 공동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성과관리

사람관리

조직관리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미국 Duke대학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Montclair State University 조교수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TOWERS PERRIN 컨설팅 부사장

 ㈜경신 경영자문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조/부교수

 HEWITT ASSOCIATES 컨설팅 총괄 부사장

 삼보산업, 삼보오토 경영고문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 경영대학원 조교

[저서] 진짜 성과 관리 PQ

[저서] 일한다면 사장처럼 / 나는 성과로 말

[수상내역]
 2009년, 2012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우수강의상 수상
 2011년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

수

한다 / 첫번쨰 질문 / 제대로 시켜라 / 일을

[저서] 조직행동론(Pearson) / 한국 팀제의 역사 /

했으면 성과를 내라 / 하이퍼포머

팀원의 개념,측정 및 증진방법, M&A와 문화충동 관
리/ 임파워먼트 실천메뉴얼, 조직 변화의 개념과 방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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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 소개 휴넷 팀장리더십 스쿨 특장점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의 특장점 휴넷 팀장리더십스쿨은 입과한 모든 수강생의 100% 수료를 목표로 타사와 차별화된 학습독려 시스템을 통해 교육담당자를
적극 지원합니다.

특징 03

철저한 학사관리

과정이 좋은 건 알겠는데, 직원들이 과연 열심히 공부할까 걱정스러우시다고요? 그런 걱정은 이제 그만! 휴넷의 철저한 학습 독려 시스템과 함께라면 열공은 필수!
수료는 이상 無! 입니다. 휴넷의 교육 운영을 맡고 있는 ‘Edu Friend’의 철저한 학사 관리는 100% 학습 효과를 장담합니다.

학습 독려 기본 사항

각 개월 차 학습 진행 프로세스

공지사항 : 4~6회
E-mail : 5~6회
SMS : 5~7회
학습 TM : 1~3회

학습자

에듀
프렌드

Email
SMS
독려TM

에듀프렌드란?
수강생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구처럼 함께 학습을 도와주는
휴넷의 교육 운영 담당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Tutor

학습진행
학습 안내 메일

과제 제출 15일 ~ 말일
학습진행 SMS

학습 시작 안내 TM
1일 ~ 10일 사이

학습진행

과제안내메일
14일째
진도 0% 학습진행독려TM
10~20일 사이

최종 평가 20일 ~ 말일
최종평가메일
19일째

학습완료 독려
종료 5일전

학습 최종 진행 독려 TM
20일 ~ 말일

최종 평가 20일 ~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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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 소개 휴넷 팀장리더십 스쿨 특장점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의 특장점 휴넷 팀장리더십스쿨은 ‘워크스마트’, ‘일-학습 병행체제’를 위한 최적화된 스마트(모바일)러닝으로 현업으로의 학습전이
(Transfer of Learning) 효과를 최대화 하였습니다.

특징 04

스마트(모바일)러닝 최적화

휴넷 팀장 리더십스쿨 은 PC web과 Mobile 상에서의 동일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Mobile 최적화된 UI와 Contents로 학습효과를 증진시킨 것은 물론,
휴넷 플랫폼과 연동되어 있는 유용한 학습자료의 수시 업데이트로 확장학습 및 현업활용도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실물 크기입니다.

PC web과
Mobile간
100%
진도연동

+

Mobile에서
퀴즈풀이,
의견입력 및
공유 등 상호
작용 가능

+

스마트러닝
유형으로
고용보험환급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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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휴넷 팀장리더십 스쿨 특장점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의 특장점 휴넷 팀장리더십스쿨 전 과정 학습 중에 H-Note 기능을 이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스크랩하고 메모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하여 나만의 교재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특징 05

H-Note : 수강생이 직접 만드는 나만의 스크랩 노트

H-Note는 학습 중 유용한 학습내용을 스크랩하고 메모하여 나만의 노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 학습 도구입니다.

1 학습화면 스크랩 기능

2 학습 중 중요내용 메모 및 저장

3 나의 노트에서 출력과 재학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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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 소개 휴넷 팀장리더십 스쿨 특장점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의 특장점 휴넷 팀장리더십스쿨 전 수강생에게 H-Story서비스를 제공하여, 요일별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발송합니다.

특징 06

H-Story : 요일별로 자기계발을 돕는 유용한 지식과 정보 발송

H-Story는 직장인의 자기계발을 위해 유익한 정보 및 동영상을 Daily로 발송해 주는 프리미엄 학습도구입니다.
요일별로 “힐링 메시지, 주간 경제 소식, 지식 칼럼, 도서 추천 등”의 테마가 발송되며, SNS를 통해 직장동료 및 지인들과 공유가능합니다.

월

에너지 충전을 위한 행복 레터
“행복 에너지”

화

최근 경제분야를 관통하는
토픽을 선정하여 경제의 큰 흐름
을 전망해 보는 “주간전망대”
(동영상)

수
목
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혜가 담긴 “지식칼럼”
풍성한 주말을 위한 도서 추천

요일마다 테마별
스토리가 리스트업

▶

관심 검색어로
검색도 가능하고

▶

내 맘에 쏙 드는
스토리가 발견되면

▶

관심정보에 담기
및 공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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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 소개 휴넷 팀장리더십 스쿨 특장점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의 특장점 휴넷 팀장리더십스쿨에 입과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전 제공 기회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특징 07

수강생을 위한 다양한 특전 제공

휴넷 팀장 리더십스쿨 수강생 전원에게는 교재 무료 증정, 공식 인증 수료증 발급 외 50만원 상당의 휴넷 골드클래스 회원 자격 부여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휴넷 골드클래스 평생회원 자격부여

이어령 박사

금난새 지휘자

진대제 前장관

팀장 리더십 스쿨 교재 무료 제공

김명곤 前장관

/// 휴넷 골드클래스 주요 혜택

업무능력 향상

골드 네트워크

골드 제휴서비스

골드만을 위한
고급자료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골드 멤버간의
정보 교환과
인맥형성의 장을 마련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다양하고 품격 있는
이벤트 제공

/// 휴넷 공식 인증 수료증 발급

월 1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사 특강 평생 무료참석 혜택
휴넷의 모든 교육 서비스 최대 30% 할인 혜택
성공 하는 직장인을 위한 특강 동영상 200선 제공 등
무궁무진 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13

INDEX

1. 제안 배경

2. 휴넷 팀장리더십 스쿨 소개

3. 휴넷 팀장리더십 스쿨 과정 상세 안내

4. 수료 기준 및 환급 안내

5. 휴넷 팀장리더십 스쿨 레퍼런스

14

3. 상세안내

휴넷 팀장리더십 스쿨 과정 개요

휴넷 팀장리더십 스쿨 과정 개요
휴넷 팀장리더십스쿨은 온라인 교육 제공뿐만 아니라 사전/사후 진단을 통해 개인역량진단 및 향후 역량 개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더불어 실제 사례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오프라인 워크샵을 지원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 합니다.

휴넷팀장리더십스쿨전체과정개요

H-Note(학습 중 스크랩 노트), H-Reminder(학습 종료 후 기억 재생 서비스) 제공
15

3. 상세안내

휴넷 팀장리더십 스쿨 과정 개요 _ 과목별

휴넷 팀장리더십 스쿨 과정 개요 _ 과목별
휴넷 팀장리더십 스쿨은 ‘혁신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팀을 경영하는 ‘탁월한 팀장의 비결’을 집약시킨 교육과정으로 대한민국 리더들이 반드시 수강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입니다.

효과적인 모티베이션을 통해 구성원들의 업무몰입과 성장 변화를 이끌어 내고,
전략적인 관계관리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이끌어 내는 사람관리

성과경영 프로세스(Planning → Cruising → Evaluating & Feedback)를 통해
팀 성과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달성시킬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성과관리

성장형 조직의 팀장이 갖추어야 할 필수역량을 목표 수립력, 구조 형성력,
팀워크 소통력, 혁신 관리력으로 제시하며 변혁 조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조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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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안내
Opening

[

팀장 리더십 사전 역량 진단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Closing

B/LWorkshop

Opening_팀장 리더십 사전 역량 진단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의 ‘팀장 리더십 역량진단’은 Robert E. Quinn 교수의 경쟁가치모델(Competing Value Model)을 기반으로 개발되었
습니다. 팀장에게 요구되는 4개 역할과 12개 역량을 총체적으로 진단하여, 세분화된 역량에 대해 개인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진단 결과
부족한 부분은 교육 과정의 각 모듈을 통해 중점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팀 문화 & 팀 리더십 사전 역량 진단
리더십 역량 및 팀 문화에 대한 설문을 진행 합니다.

High Performer와의 Gap분석
팀 문화와 팀 리더십에 따른 설문 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High Performer와의 Gap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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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안내

팀장 R&R 학습

Opening

[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Closing

B/LWorkshop

오프닝 _ 팀장 R&R 학습
팀장 리더십 스쿨의 Opening과정인 팀장 R&R은 팀장 리더십 스쿨의 3개월 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할 수 있는 미니 모듈로서,
팀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 현재 나의 역량을 진단해 볼 수 있는 팀장 리더십 역량 진단, 향후 3개월간 진행하게 될 학습의 전반적 내용과
교수에 대한 안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팀장 리더십 스쿨 Opening 구성
팀장 리더십 스쿨 소개

//약력

팀장 R&R [Role & Responsibility]

 서울대학교대학원경영학과경영학석사
 미국U. of Pittsburgh 경영대학원경영학박사(전공:인사조직론)
//경력

팀장 리더십 역량 진단

 前)LG인화원연구위원,미국 Duke 대학경영대학원방문교수
 前)한국인사조직학회부회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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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안내
Opening

[

사람관리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Closing

B/LWorkshop

1개월차 _ 탁월한 팀장의 조건 / “사람관리”
사람관리 과정은 효과적인 모티베이션을 통해 구성원들의 업무 몰입과 성장 변화를 이끌어 내고, 전략적인 관계관리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

학습내용
//경력
前) Montclait State University 조교수
前)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수상내역
2009년, 2012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우수강의상 수상
2011년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

▲ 업무 몰입을 위한 모티베이션
▲ 성장 변화를 위한 모티베이션
▲ 협업을 이끌어 내는 이해관계자 관리

학습목표
//경력
前)현대 경제 연구원 경영연구실
前) Hewitt Associates Towers Perin 부사장
前) LG경제 연구원 경영컨설팅센터 조직/인사 그룹장

▲ 팀장이란 누구이며, 팀장이 어떤 핵심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저서
진짜 성과 관리 PQ,

▲ 전략적인 관계관리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효과적인 Motivation을 통해 구성원들의 업무 몰입과 성장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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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안내

사람관리

Opening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Closing

B/LWorkshop

과정 상세 내용 [Course profile]

사람관리 구조도 [Course Roadmap]
모듈명
제 1장
탁월한 팀장의
사람관리

세부강의내용
제 1절 탁월한 팀장의 사람관리 역량
제 1절 동기부여를 위한 PE fit
제 2절 PE fit 구성원의 이해

motivation

제 2장
업무 몰입을 위한
모티베이션

제 3절 공정한 조직관리를 위한 조직공정성
제 4절 효과적인 목표의 특성
제 5절 감정노동과 정서관리
제 6절 직무설계와 직무재설계
제 7절 동기를 유발하는 욕구이론
제 1절 임파워먼트의 올바른 개념과 효과

성장 변화

change

업무 몰입

협업

administration

제 2절 임파워먼트의 성공요인과 활용

제 3장
성장 변화를 위한
모티베이션

제 3절 인재 육성과 코칭
제 4절 코칭 프로세스와 활용
제 5절 창의적 인재 육성
제 6절 변화관리 프로세스
제 7절 갈등의 효과와 갈등관리 방식

제 4장
협업을 이끌어 내는
이해관계자 관리

제 1절 Sensing_ 정보 감지력 (Input)
제 2절 Setting_ 사전 포석력 (Processing)
제 3절 Saying_ 상황 주도력 (Output)

제 4절 효과적인 관계관리 노하우

- Leading Performance -

제 5장
탁월한 팀장의
사람관리

제 1절 탁월한 팀장으로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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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안내
Opening

[

사람관리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Closing

B/LWorkshop

1개월차 _ 탁월한 팀장의 조건 / “사람관리”
사람관리 과정은 효과적인 모티베이션을 통해 구성원들의 업무 몰입과 성장 변화를 이끌어 내고, 전략적인 관계관리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

학습내용
▲ 팀장의 성과관리 Set up
▲ 성과목표를 정조준하는 Planning
▲ 팀 성과목표 달성의 실행력을 높이는 Cruising
▲ 성과와 역량중심의 Evaluating & Feedback
//경력
前)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강사
前) ㈜경신 경영자문
前) 삼보산업, 삼보오토 경영고문 등
//저서
일한다면 사장처럼 / 나는 성과로 말한다 /
첫번째 질문 / 제대로 시켜라 /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
하이퍼포머(성과로 말하는 핵심인재)

학습목표
▲ 팀장이란 누구이며, 팀장이 어떤 핵심역량을 갖추어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

할 수 있습니다.
▲ 효과적인 Motivation을 통해 구성원들의 업무 몰입과 성장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전략적인 관계관리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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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안내
Opening

성과관리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Closing

B/LWorkshop

과정 상세 내용 [Course profile]

성과관리 과정 구조도 [Course Roadmap]
모듈명

제 1장
팀장의 성과관리
Set up

세부강의내용
제 1절 왜 성과관리인가?
제 2절 팀장의 임무와 역할
제 3절 팀 차원의 비전조감도설계
제 4절 회사와 팀의 전략적 성과경영

제 2장
성과목표를
정조준하는 Planning

제 1절 전략과제 설정
제 2절 핵심성과지표 설정
제 3절 성과목표 조감도 설계
제 4절 팀원에게 성과목표 캐스케이딩

제 3장
팀 성과목표 달성의
실행력을 높이는
Cruising

제 1절 연간 성과목표달성 전략 수립

제 4장
성과와 역량중심의
Evaluating &
Feedback

제 1절 팀원 육성을 위한 평가

제 2절 전략적 성과코칭
제 3절 스케치 페이퍼로 소통하기
제 4절 월간/주간/일일 성과 목표달성전략 수립

제 2절 평가오류와 극복방안
제 3절 평가피드백 프로세스
제 4절 성과와 역량중심의 팀성과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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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안내
Opening

[

조직관리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Closing

B/LWorkshop

3개월차 _ 탁월한 팀장의 조건 [조직관리]
조직관리 과정은 성장형 조직의 팀장이 갖추어야 할 필수역량을 목표, 구조, 기능, 혁신으로 구분하여 전략적 조직관리를 위한 변혁의 조건과
프로세스 제시를 통해 성공적인 변혁 조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

학습내용
▲ 업무 몰입을 위한 모티베이션
▲ 성장 변화를 위한 모티베이션
▲ 협업을 이끌어 내는 이해관계자 관리
//경력
前) 미국 Duke대학 경영대학원 초빙교수
前) 경희대학교 정경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前)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조/부교수
前) 미국University of Pittsburgh 경영대학원 조교수
//저서
조직행동론 / 한국 팀제의 역사, 현황과 발전방안 /
팀웍의 개념, 측정 및 증진방법 /
M&A와 문화충돌 관리 /
임파워먼트 실천매뉴얼 / 외

학습목표
▲ 성과경영 프로세스(Planning → Cruising → Evaluating & Feedback)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을 제대로 시키는 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 공통의 성과기준과 방향을 공유하여 팀의 조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 팀 성과 창출은 팀 구성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내부 혁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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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안내

조직관리

Opening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Closing

B/LWorkshop

과정 상세 내용 [Course profile]

조직관리 과정 구조도 [Course Roadmap]
모듈명

제 1장
Goal Setting

세부강의내용
제 1절 탁월한 팀장의 효과적인 목표설정
제 2절 팀 에너지의 선택과 집중
제 3절 비전 공유화와 내재화된 행동변화

조직 목표
설정

조직 구조화

제 1절 팀 구조 특성과 팀장의 역할
제 2장
Structural Setting

제 2절 직무(재)설계를 통한 성과향상 방법
제 3절 Process와 Matrix 조직의 이해
제 4절 학습조직과 학습인의 이해와 구현
제 1절 Communication의 활성화

제 3장
Teamwork &
Communication
조직 기능
관리

제 3절 집단 의사결정의 올바른 활용방법
제 4절 Teamwork와 Team Role의 이해
제 5절 Teamwork 수준 진단과 증진방법

조직 혁신
이행

- Leading Change -

제 2절 갈등의 필요성과 효과적 갈등관리

제 4장
Innovation &
Tranformation

제 1절 변혁을 위한 조직문화 변화관리
제 2절 지속적 변혁의 필요성과 이행
제 3절 조직변혁의 핵심성공요인
제 4절 성공적인 변혁을 위한 5단계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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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안내
Opening

[

팀장 리더십 사후 역량 진단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Closing

B/LWorkshop

Closing_ 팀장 리더십 사후 역량 진단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의 ‘팀장 리더십 역량진단’은 Robert E. Quinn 교수의 경쟁가치모델(Competing Value Model)을 기반으로 개발되었
습니다. 팀장에게 요구되는 4개 역할과 12개 역량을 총체적으로 진단하여, 세분화된 역량에 대해 개인별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진단 결과
부족한 부분은 교육 과정의 각 모듈을 통해 중점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사후 역량 진단
과정 학습 후 진행되는 사후 역량 진단을 통해서 보다
입체적인 역량 진단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사후 역량 진단으로 교육을 통해 향상된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역량 개발 가이드 제공
역량 진단 결과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역량과 이에
대한 가이드, 추천 도서 등의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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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안내
Opening

[

팀장 리더십 사후 역량 진단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Closing

B/LWorkshop

Closing_ 기억 재생 서비스 「H-Reminder」 PC Web & Mobile 동시 제공
학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상기(remind)시킬 수 있도록 Hermann Ebbinghaus의 망각곡선을 근거로 학습종료 후 익일, 3일, 7일, 30일 후의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주요 학습내용을 발송하는 학습기억 재생 도구입니다. * 리마인더 내용은 과목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에빙하우스(Hermann Ebbinghaus)의 망각곡선

1

리마인더 도착확인

2

3

퀴즈로 학습성취도 점검

4

]

핵심내용 리뷰

현업 활용을 돕는 tool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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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안내
Opening

[

Blended Learning Workshop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Closing

B/LWorkshop

Off-line

On-line

Blended Learning Workshop
오프라인 워크샵은 매 월 1회의 과목 워크샵으로 구성되며, 과목 워크샵은 해당 과목의 핵심주제에 대한 실습/토의/게임/토론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팀장 R&R
온라인 Workshop

1개월
사람 관리 리더십

2개월
성과 관리 리더십

3개월
조직 관리 리더십

팀장 R&R Workshop

Inspiring 리더십
향상 워크샵

Performance 리더십
향상 워크샵

변화/혁신 리더십
향상 워크샵

사전 역량진단 피드백

코칭 및 멘토링

팀 운영

팀 비전 수립 실습

자신의 역할/책임 설정

커뮤니케이션 실습

성과 시뮬레이션 게임

팀 다이나믹(팀 역할균형)

문제직원 관리 토의

(목표설정성과관리

팀 빌딩 계획 수립

(My Goal 선포식)

]

평가 및 피드백)

※ 오프라인 워크샵은 기업 맞춤형으로 진행되며, 비용이 별도 청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휴넷 기업교육팀 및 B/L서비스 팀을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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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료 기준 및 환급 안내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 수료 기준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 전체 과정 수료 기준
구분

온라인 필수과목

H-Note (스크랩노트)

과정 전체

과목구성

3개 과목

자율활용

필수과목
(총 3개월)

수료점수

시험과 과제 점수 총합 60점 이상 취득

평가항목

온라인 시험 (50%)
온라인 과제 (50%)

필수과목
(전체 평균 60점 이상)

단, 진도율 80% 이상 진행 필수
* 팀장리더십스쿨에서 더 나아가 오프라인 실습(Practice)을 통해 보다 심도 깊은 학습을 원하는 기업의 경우, 요청에 의해 오프라인 워크샵이 제공되는 확장형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오프라인 워크샵 참석 등 새로운 수료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별도 금액이 청구됩니다.)

휴넷 팀장리더십스쿨 각 과목 수료 기준
구분

진도율

최종 평가

과제

총점

배점

-

50점

50점

100점

수료 기준

80% 이상 필수

총합 60점 이상 수료

* 과락이 적용된 과정으로, 최종평가와 과제가 각각 60점 이상 취득하셔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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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료 기준 및 환급 안내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 환급 안내

휴넷 팀장리더십스쿨 환급 안내
과정 수료 시 고용 보험 환급 제도를 활용해 부담 없는 비용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별 상세한 환급 금액은 별도 문의 필요)

고용 보험 환급 제도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소정의 훈련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

고용 보험 환급 프로세스

고용 보험 환급 대상 기준
①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③ 학습자는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과정 수료 조건]
- 진도율 80%
- 최종평가 응시 / 과제 제출 필수
-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와 과제 총합이 60점 이상 취득 시 수료
- 교육 과정 미 수료 시에는 교육비 환급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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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퍼런스

레퍼런스

삼성증권주식회사

국민카드

 삼성증권예비팀장교육[차세대리더양성과정] 5기로진행

 국민카드팀장교육진행

 삼성증권팀장후보자20명팀장리더십스쿨수강

 국민카드팀장140명팀장리더십스쿨수강

 온라인 3개월 과정과 삼성증권에서 요구하는

 온라인 3개월 과정과 국민카드 만을 위한 BL

인재상을 반영한 BL 결합 형태로 진행

진행내역

 온라인 : 팀장리더십스쿨 3개월 과정

진행내역

 오프라인 : R&R 6h + 각 과목 오프라인 wrap-up

결합한 형태로 진행
 온라인 : 팀장리더십스쿨 3개월 과정
 오프라인 : 사전 R&R 8h + 사후 R&R 6h 총 14h

8h씩 총 30h

 다양한 출신들이 모여 새로운 조직 문화를 Setup하는 시점임을 감안,

 SME 진행으로 온라인 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및

교육 효과

우수한 강의 퀄리티 확보
 팀장 후보자들에게 팀장이 갖추어야 할 역량 구축
및 강화

교육 효과

 동일한 방향의 목표 의식, 국민카드의 바람직한
인재상을 사내에 전파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을 심어주었음

 구축 및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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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퍼런스

레퍼런스

미래에셋생명보험

포스코파워

 미래에셋생명보험팀장교육프로그램진행

 포스코파워팀장급이상~그룹장이사보대상교육프로그램진행

 현역팀장70명대상팀장리더십스쿨수강

 직책보임자65명대상팀장리더십스쿨수강

진행내역

 온라인 3개월 과정 진행

 온라인 3개월 과정과 포스코파워의 기업
인재상을 반영한 BL 결합 형태로 진행

진행내역

 온라인 : 팀장리더십스쿨 3개월 과정
 오프라인 : 온라인 3개월 과정 종료 이후, 코칭과
멘토링 스킬 중심의 리더십 훈련 진행

교육 효과

 수강생 및 기업 차원에서 과정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 2010년 팀장 교육에 이어 2011년 신임
팀장 교육으로 확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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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퍼런스

레퍼런스

한국수출입은행

메리츠화재

 한국수출입은행팀장대상교육프로그램진행

 메리츠화재팀장대상교육진행

 현역팀장21명팀장리더십스쿨수강

 신임팀장25명팀장리더십스쿨수강

진행내역

 온라인 3개월 과정 진행

진행내역

 온라인 3개월 과정 진행

 “신임 팀장과 예비 팀장들에게 필수로 추천하고

수강 후기

싶은 과목!”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교육 효과

 팀장으로서의 R&R 학습
 지속적인 학습 Tip제공으로 실무 활용도 극대화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

34

5. 레퍼런스

수강생 후기

오프라인 강의에서 시도할 수 없는 Activity는 학습 효육성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회사에서높은비용을투자해가면서선택한강의가온라인강의라서반신반의한것이사실입니다. 고등학교와대학을통해각종인터넷강의를들어봤지만, 사실오프라인강
의만한온라인강의는한번도경험한적이없었기때문이죠. 하지만팀장리더십스쿨첫강의를끝낸후, 이런저의선입견은한순간에사라졌습니다. 온라인이기때문에오프라인을못
따라가는것이아니라, 온라인이기때문에오프라인강의에서시도할수없는여러가지지원과Activity가가능했기때문입니다. 특정주제에대해서의견을올려같은차시를듣는학습
자들의의견을보게할수있었던것이나, 애니메이션을이용해서매차시마다관련된상황을제시한것은정말이지인터넷강의이기에가능했다고생각하고, 이는개인적으로학습효
율성에큰도움을주었습니다.
-탑세이프최병창

3~4일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유용한 교육!
회사에서운영하거나위탁해서진행하는지금까지의교육에서, 팀장교육이라하면Refresh차원으로또는Spec을쌓기위한과정으로큰기대없이가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러나

신청한팀장교육일정은다가오는데,거리는멀고몇명되지않는팀원중에서내가빠지면업무는어찌될꼬생각하니도저히갈엄두가나지않았다.
'행복한경영이야기'를통해휴넷을알고있었는데온라인교육안내메일을우연히보게되었다.
과정안내를살펴보고지난차수의선배수강생들의소감도읽으면서'도움이되겠다'고결론을내렸다.
3개월과정이라지겹지않을까생각도했는데그건기우였고지금까지의어떤교육보다집중할수있었다.
교수님들의열의도느낄수있었고팀장으로서의사람관리에대한새로운것들을배울수있어서매우좋았다.
시간이좀급할때는강의속도를조금빠르게할수있는방법이있어서매우유용했고,

반복적인학습방법으로인해시간이꽤지났음에도기억에오래도록남아있는것같다.
온라인을통해3~4일로는충족할수없는많은분량의교육을들을수있어서돈이아깝지않다는재무팀의격려도마음의짐을덜게하였다.
배운것을머리속에두지않고적용하는과정이남아있다.
50%만적용할수있어도훌륭한팀장이될수있을것같다.
–오이솔루션강중구

*더많은수강생후기는휴넷팀장리더십스쿨홈페이지를통해추가로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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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퍼런스

수강생 후기

팀원들에게 직접 적용해보고 놀랄만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팀장2년차로그리큰규모의팀은아니지만진지한팀장이겪었던문제의많은부분을저역시겪었던경험을갖고있습니다. 사실강의내용이매우새롭거나높은이론적지식을알려준
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그보다는팀장이업무를잘이끌어가는역할뿐만아니라팀원의사기와동기부여, 권한위임과독려, 성장과발전등다양한측면에서자신의관심과노력을
기울여야된다는사실을누락되는부분없이다양하게일깨워준교육이었다고생각하고매우효과적이었다고생각합니다. 저역시16차시가끝나기도전에몇몇방법들을팀원들에게
면담을통해적용해보았고놀랄만한반응을얻기도했습니다.
매우유용하고도움이되었지만, 몇가지첨언을한다면이교육이현재팀장업무를수행하고있는구성원에게만초점을맞추지말고앞으로팀장이될가능성이큰팀원들도대상에포
함되기를바랍니다. 회사는팀원을성장/발전시켜팀장과같은관리자로일으켜세우는것이제일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기업에서바라는팀장을육성하는과정에이교육이큰도움
이될수있기를바랍니다.
–와이즈넛박제현

이 과정을 통해 팀장 뿐만 아니라 조직의 최고책임자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리라 확신한다!
처음교육을시작할때에는온라인강의에대한의심도있었고, ‘과연잘할수있을까..’하는걱정도컸습니다.
그런걱정도잠시, 과정을진행하면서조금씩스스로동기부여되고있음을느끼게되었고,무엇보다이교육을통해팀장으로서저의역할에대한해답을찾을수있었습니다.
팀내에유능하지만정량적인평가가어려워임원들로부터좋은평가를받지못하는팀원이있었는데,교육에나오는 내용으로임원진을설득해팀원을인정받게할수있었습니다.
탄탄한근거를들어팀원의능력을증명했다는점에서임원진도크게만족스러워했고팀원에게도부끄럽지않은팀장으로설수있어뿌듯했습니다.

팀장리더십스쿨은팀장뿐만아니라조직의최고책임자까지만족스러운결과를얻을수있는좋은프로그램이라고생각합니다.
다른팀장들에게도이과정을추천하고싶습니다.
–텐바이텐한문경

*더많은수강생후기는휴넷팀장리더십스쿨홈페이지를통해추가로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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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Total Solution No. 1 Partner HUNET
우리는 고객을 사장보다 더 높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내부 효율성보다 고객편의를 우선 고려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순간 활짝 웃는 얼굴로 고객을 대하겠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불만을 하늘이 내린 선물로 여기겠습니다.
행복한 성공파트너, 휴넷 HUNET

기업 교육 문의 / 상담
TEL : 02) 6220-2525
E-mail : company@hunet.co.kr

* 본 문서는 ㈜휴넷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및 수정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