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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상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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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립러닝 커리큘럼

기업의 성과 창출, 팀장역량에 집중하라!
기업에서 팀장의 핵심 역할은 현재와 미래, 경영자와 팀원, 내/외부 환경 사이 Middle up-down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휴넷은 기존 리더십 교육만으로 팀장의 핵심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팀장교육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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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교육만으로 강화시키기엔
내용상의 한계가 존재!

팀 단위/현재

* Middle up-down : 팀의 리더가 지식의 흐름이 교차하는 연결점에서 경영층(Top)과 직원(Bottom)을 끌어들여 미래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것.- 씽크이노베이션 노나카 이쿠지로)

팀장역량강화스쿨 개관
본 [팀장 역량강화 스쿨]과정은 高성과 창출에 필요한 4가지 핵심필수 역량을 2개월 간 압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팀장의 리더십 역량 보다는 팀장 개인의 실무역량 강화에 교육 내용을 집중하였습니다.

과정
특징

高성과 팀의 특징은 비전과 팀 목표 Align을 기본으로
4가지 필수역량인 혁신문화 정착과 전략적 사고, 팀웍,

高 성과 창출의 4가지 핵심필수 역량을 2개월간 압축하여 학습
현업 전문가의 “일 잘하는 팀장의 성과비법” 전수!

실행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高성과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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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공감하는 혁신 문화를 주도하여
팀 워크 기반의 비즈니스 성과 창출!

기업 진화를 생각한 미래전략 기반의
효과적인 업무실행

M1-Innovation

M2-Coaching

M3-Strategy

M4-Execution

조직 혁신

팀 경영

전략 수립

성과 경영

혁신이구호에그치지

실제 팀에서 흔히 발생

팀장에게필요한

팀장으로서팀업무실행을효

않고실제조직문화에

하는 문제상황을 바탕

2가지 사고 프레임을

과적으로관리할 때

체화될수있도록

으로 팀 관리의 핵심을

압축적으로익히고적용

유용한 Tool 사용법 학습

짚어주는

[문제해결 툴]&

[리얼 스토리] &

[전략수립 툴]

다양한사례와방법제시

[To do List] 코칭

고성과 창출!
사전/사후 역량 진단 제공
702010_Performance Support 지원

휴넷 팀장교육 솔루션
대한민국 대표 팀장교육기관 휴넷은 리더십/관리 역량과 실무 역량을 두루 겸비한 리더를 양성할 수 있도록 [휴넷 팀장 리더십 스쿨]과
[휴넷 팀장역량강화]스쿨 2가지 팀장교육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
2015

콘텐츠 경진대회
1등상 수상

대한민국 대표 팀장 교육 기관 휴넷의
2가지 팀장 교육 솔루션

관리자로서의 팀장 리더십 역량 강화하는 과정!

 리더십 역량 강화 중심

사람관리

 관리자로서의 역할 인지
 팀장 입문과정

성과관리

조직관리

실제 팀의 성과를 창출을 위한 팀장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
 팀장 실무 역량 강화 중심

조직혁신

전략 수립

팀경영

성과경영

 팀장 개인 성과개발을 통한
팀 성과 중심
 실행력 중심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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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형 학습지원 솔루션
휴넷은 국내 최초로 최근 ATD 및 국내외 HRD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702010 모델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지원 도구를 제공하여 학습 시너지
를 도모합니다.

HUNET

H-Tools Solution

Learning Booster

Performance Support

• H-노트

• H-스토리

• H-툴킷

자기주도학습 솔루션

Weekly 팀장 인사이트 플러스 제공

• H-리마인더

• H- 라이브러리

실무 바로적용 툴킷 제공
(Job ad Sheet, To do list 등)

기억재생 솔루션

역량강화 심화 솔루션 제공

*참고 : 702010 모델

• H-클래스
학습조직 솔루션(협력학습/현업문제해결)

10
Structured Learning

[H-Note]
반복학습 및 학습 내재화를 위해
수강생이 직접 만드는
나만의 스크랩 노트

[H-Reminder]
학습 종료 후 학습의
전이를 촉진시키는
기억 재생 서비스 제공.
학습 종료 후
익일,3일, 7일, 30일 후
총 4회 발송

20

70

Learning

Learning

From Others

From experience

[H-Story]

[H-Toolkit]

비정형 학습으로 학습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Daily 학습 서비스

협업에서 즉시 활용을
유도하는 툴킷 및 가이드

[H-Library]

[H-Class]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추천 도서 &
지식자료, 학습자간
추천 & 공유

공동학습 기반의
문제해결형
심화학습 공간 제공
(Action Learning)

학습(Knowing)에서 더
나아가 유용한 학습내용을
공유(Sharing)하고,
이를 발전시켜서 현업에서
지속적으로
실행(Doing)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돕는 학습모델

1단계 : 학습조직 개설
2단계 : 학습조직 활동
3단계 : 평가 및 자산화

학습 흐름도
본 과정은 차시 별 6가지 학습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내용을 인지->실습->공유->리마인드 순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해당 차시 학습을 통해 학습자
가 얻어야 할 학습목표와 학습

Knowing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학습내용과 관련된 사례와 함께 팀장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Learning
자료를 다운 받아 학습에 활용
하거나,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법 및 Tool

Doing
조직 전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실천사항을 입력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Sharing
퀴즈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Quiz
학습한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Summary

강사진 소개
기업 현장경험이 풍부한 강사진이 보유한 실무 노하우와 성과비법을 구체적 실행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근거로 전달합니다.

실무 경험을 가진 최고의 강사진!
다양한 기업사례와 이론지식을 겸비한 경영 컨설턴트와 현장 관리자 출신 강사진을 배치하여 실제 현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솔루션 제시!

현장감 있는 문제상황제시와 현실감 있는 솔루션 제시
현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과 장애 상황을 알아보고 가장 현실적인 극복 방안을 제시!

Innovation (조직혁신)

Coaching (팀 경영)

김 용 섭 소장

김 경 준 대표

Strategy (전략수립)

Execution (성과경영)

장 효 곤 대표

강 관 수 소장

트렌디 하고 혁신적인

대표적인 직장인들의 경영 멘토,

풍부한 컨설턴트 경험을

휴넷 팀장교육 인기 교수!

비즈니스 창의력 연구자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

바탕으로 실전 전략 제시!

팀장 실무경험 기반의 팀성과 달성
비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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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개요 – Course Map
본 과정은 팀장이 현업에서 부딪히는 성과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실행 전략부터 임무 완수까지의 내용을 계열화하여
학습 모듈로 구성하였습니다.
 혁신의 목적과 주체를 명확히 인지하여 팀 내부에 실질적인 혁신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한다.

학습 목표

 탁월한 팀 경영의 핵심요소 Power, Credit, Knowledge 세 가지 능력을 업무 현장에서 발휘할 수 있다.
 사실에 근거한 내/외부 환경분석을 통해 高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실행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프로젝트 단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목표한 성과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모두가 공감하는 혁신 문화를 주도하여
팀 워크 기반의 비즈니스 성과 창출!

사전진단

M2-Coaching

M3-Strategy

M4-Execution

조직 혁신

팀 경영

전략 수립

성과 경영

혁신에 대한 오해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팀장의 전략적 사고

PM기법 업무관리

혁신 장애물과
경험의 함정

팀 역량 극대화

가설 중심 문제해결

Power
Credit
Knowledge

매력적인시장선택전략

우선순위 설정과
필요자원명확화

팀원의조건,리더의방식

자사 경쟁력 분석

혁신의 목적 [생존]
비즈니스 창조력
혁신을 위한 팀장역할

지시의 원칙

30만원

환급액
(과정당)

대기업: 27,984원
중견기업: 44,774원
우선지원기업: 67,161원

기업 진화를 생각한 미래전략 기반의
효과적인 업무실행

M1-Innovation

혁신의 핵심 [사람]

교육비

시장 매력도 분석

업무 분담 스킬
프로젝트 의사결정
실행을 위한 회의스킬

조직이인정하는4가지조건

시장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모델 변화 전략

C-Level 사고

미래를위한기업진화전략

Risk관리와보고서작성

* 휴넷 교육과정은 PC Web과 Mobile에서 동일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진도가 100% 연계되는 스마트러닝에 최적화된 교육과정입니다.

사후진단

사전/사후 진단 소개
과정 시작 전/후 진단을 통하여 팀장 역할에 대한 자가진단과 구체적인 역량 개발 실행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진단 예시>

사전진단

팀장
역할 수행
자가 진단

진단결과에
따른
강화 필요
역량 파악

사후진단

지속적
역량발전
가이드 제시

학습 후
자가 진단

휴넷이 제공하는 사전/사후 진단은 2가지 단계
[기초 개념이해수준]과 [기대 역량 발휘 수준]으로 체계적
인 자가진단을 제공합니다.
진단 보고서 또한 위의 2가지 단계의 종합결과를 분석하
여 지속적으로 팀장 스스로 역량강화에 노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결과보고서 예시>

과정 상세내용-1개월 차
[팀장역량강화스쿨]

탁월한 팀장의 성과비법 Part 1. 혁신&코칭




으로, 비즈니스의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얻고, 혁신을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팀장으로서 명확한 기업 비전 아래 시장을 선도할 혁신적인 조직 문화의 변화를

팀장으로서 어떻게 혁신을 다루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 마인드를

이끌 수 있는 혁신 역량 개발


구호로서의 혁신이 아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의 혁신에 대한 학습을 바탕

조직문화에 전파시킬 수 있다.

팀장으로서 팀원과 조직을 성장시키며 팀을 관리하기 위한 코칭 역량 개발



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조직 내외부에서 소통해 고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팀장이
바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 확인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교육시간

16차시

교육비

150,000

환급유형

환급

등급

스마트러
닝,B등급

환급액

대기업: 27,984원
중견기업: 44,774원
우선지원기업: 67,161원

교재정보

교재 없음 (교안 다운로드)

수료기준

진도율

최종평가

과제

80%
필수

50%

50%

<현업 Tool Kit제공>

<코칭 To do List>

<추천도서 리스트 제공>

과정 상세내용-1개월 차
[팀장역량강화스쿨]

차시

탁월한 팀장의 성과비법 Part 1. 혁신&코칭

차시명

주요훈련내용

1차시

혁신에 대한 오해,
혁신을 혁신하라!

1. 가짜 혁신의 현장, 진짜 혁신이란?
2. 혁신의 필요성
3. 기업에게 혁신이 필요한 진짜 이유
4.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혁신을 만듦

2차시

혁신의 장애물과
경험의 함정

1. 누가 우리 조직의 혁신을 가로막는 주범인가?
2. 모든 기업의 치명적 위기, 경험의 함정
3. 기업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이유는?
4. 왜 거대기업과 1등 기업이 위기를 맞는가?

3차시

혁신의 핵심은 사람이다,
조직문화 혁신

1. 혁신을 위한 조직 문화의 다양한 시도
2. 혁신의 주체가 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3. 피플팀과 토탈리더십, 개인평가 폐지 등 사람을 위한 새로운 변화

혁신의 목적은 생존이다,
비즈니스 혁신

1. 비즈니스에선 어떤 혁신을 해야 하는가?
2. 파괴적 혁신 vs 존속적 혁신
3. 스티브잡스의 4단계 혁신

4차시

5차시

혁신을 위한 창조,
비즈니스 창의력

1. 창의력에 대한 오해 & 아이디어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2. 창조적인 문제해결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3. 아이디어 발상과 방법론을 버려라, 진짜 창조는 어디서 나오는가?
4. 아이디어 X 실행력 = 비즈니스 가치(혁신)

6차시

창조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1. 당신은 창조적으로 일하고 있는가?
2. 어떻게 하면 창조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는가?
3. 당신의 조직은 창조적으로 일하고 있는가?
4. 창조적으로 일하는 기업이 왜 중요한가? 결국 혁신과 생존의 문제!

7차시

혁신을 위한 3가지
SIGHT + Asking

8차시

1. CrossSight+ForeSight+InSight, 왜 3가지가 중요한가?
2.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는 트렌드와 미래에 관심을 가져라
3. 혁신과 질문의 상관관계 & 당신의 조직에 질문하기 클럽을 만들어라

1. 팀장의 혁신 역할론 & 혁신을 위한 팀장의 태도
2. 혁신을 위해 기본과 초심으로 돌아가라!
팀장은 혁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3. 팀장의 창조적 리더십, 우린 어떤 팀장이 될 것인가?
것인가?
4. 경영진 리더십의 보완과 확산
5. 혁신의 관점에서, 당신은 어떤 팀을 만들 것인가?

가장 트렌디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창의력 연구자!

[경 력]
 Strategy & Creativity Consultant
 Daum 열린사용자위원회 부위원장
 머니 투데이 칼럼니스트
 한국경제신문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김용섭

소장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저 서]
라이프 트렌드 2014, 2013, 2012
집요한 상상 외 4권

과정 상세내용-1개월 차
[팀장역량강화스쿨]

탁월한 팀장의 성과비법 Part 1. 혁신&코칭

차시

차시명

9차시

팀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10차시

팀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11차시

팀 경영 3요소
Power-Credit-Knowledge

12차시

팀원의 조건, 리더의 방식

13차시

지시에도 원칙이 있다

14차시

의사소통에도 요령이 있다

15차시

조직에서 인정 받기 위한
4가지 조건

16차시

C-Level로 사고해야
C-Level이 될 수 있다

주요훈련내용
1. 팀 존재이유와 목표설정
2. 방향설정과 의사결정
3. 합리적인 팀 운영
4. 팀 리더로서의 역량개발

많은 직장인들의 경영 멘토가 되어주는 세계적
컨설팅 펌 대표!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경력]
 現)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이사
 前) 쌍용경제연구원기업금융부,기업
조사부
 前) 쌍용정보통신 전략기획실

1. 팀 역량 육성의 필요성
2. 팀원 육성 방향
3. 육성방법 – 동기부여
4. 육성방법 - 권한위임
1. 팀 매니지먼트의 필요성
2. 존경과 권위 확보(Power)
3. 장기적인 헌신 이끌기(Credit)
4. 정보감수성과 통찰력(knowledge)
1. 기본적인 팀원의 조건
2. 부적절한 팀원의 관리
3. 다양한 상황 속 팀원의 관리
4. 리더의 권한 행사

김 경 준 대표이사
(딜로이트 컨설팅)

1. 과제 부과 스킬
2. 지시 스킬
3. 피드백 스킬
4. 경청 스킬
1. 팀 의사결정 스킬
2. 갈등관리 스킬
3. 회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4. 업무 외 커뮤니케이션 스킬

1. 팀 세일즈
2. 평판 관리
3. 사내 정치력
4. 네트워크 관리
1. C-Level 관점의 사고
2. 합리적인 판단력

3. 경영진 리더십의 보완과 확산
4. 합리적 조직문화 조성

[저서]
 팀장이라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외
경영 코칭 3부작
 지금 마흔이라면 군주론, 통찰로 경영
하라 외 11권

과정 상세내용-2개월 차
[팀장역량강화스쿨]



탁월한 팀장의 성과비법 Part 2. 전략&실행

팀장으로서 한 단계 높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전략적으로 문제상황을 해결하고



업무를 실행해 팀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통해 기업진화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팀장으로서 전략적인 시각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나 회사의 이슈를 생각할 수 있는
전략 역량을 개발할 수 있다.



본 과정에서는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기법을 습득하고 사업전략의 이해를



팀장에게 실행 역량이 왜 필요한지 인지하고, 팀 프로젝트의 효과적 실행 프로세스를

또한, PM 기법을 활용하여 팀장의 업무관리 스킬을 습득하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실
행을 통해 성과창출을 달성할 수 있다.

습득한 후 다양한 스킬을 통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교육시간

16차시

교육비

150,000

환급유형

환급

등급

스마트러
닝,B등급

환급액

대기업: 27,984원
중견기업: 44,774원
우선지원기업: 67,161원

교재정보

교재 없음 (교안 다운로드)

수료기준

진도율

최종평가

과제

80%
필수

50%

50%

<현업 Tool Kit제공>

<추천 도서 리스트 제공>

과정 상세내용-2개월 차
[팀장역량강화스쿨]

차시

탁월한 팀장의 성과비법 Part 2. 전략&실행

차시명

주요훈련내용
1. 기업에서의 전략
2. 전략적 사고의 속성
3.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

1차시

팀장에게 요구되는 전략적 사고

2차시

문제해결 프로세스(1)
문제 정의와 진단

1. 전략과 문제해결
2. 문제의 정의와 진단

3차시

문제해결 프로세스(2)
가설 중심 문제 해결

1. 전략 옵션의 의미와 역할
2. 가설의 수립과 검증 방법
3. 작업계획의 필요성과 방법
4. 종합정리를 위한 보고서 작성 방법

4차시

매력적인 시장선택 전략

5차시

시장 매력도 분석 스킬

1. 시장 매력도의 의미
2. 시장 규모와 시간적 관점
3. 시장 규모 예측의 방법
4. 시장 수익성의 결정하는 구조적 원인 – 5 Force

자사 경쟁력 분석 스킬

1. 상대적 역량
2. 경쟁력 비교의 방법
3. 가치 경쟁력 비교 방법
4. 비용 경쟁력

시장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모델 변화 전략

1. 사업모델 변화의 필요성
2. 사업모델의 구성
3. 사업모델의 변화와 방법
4. 가치제언의 설계와 포지셔닝
5. 사업하부구조의 설계와 Make or buy 문제

6차시

7차시

8차시

미래를 위한 기업의 진화 전략

풍부한 컨설턴트 경험을 바탕으로 팀장을 위한 실전
전략 제시!
[학 력]
 Kellogg School of Management
(한국인 최초로 최우수 finance 상 수상)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 사업 전략의 두 가지 방향
2. 전략적 평가의 두 축
3. 시장/사업 선택 Tool – BCG / GE Matrix
4. 포지셔닝과 시장선택

1. 분석적 전략 판단과 혁신
2. 현재를 위한 전략과 미래를 위한 전략
3. 모델 간 경쟁과 모델 내 경쟁
4. 시장을 보는 관점과 기업 진화적 전략

장 효 곤 대표
(이노무브 그룹 대표)

[경 력]
 現) 이노무브 대표이사
 前) Bain&Company 이사
 前) Bain&Company 컨설턴트
 前) A.T.Kearney컨설턴트

과정 상세내용-2개월 차
[팀장역량강화스쿨]

차시

9차시

탁월한 팀장의 성과비법 Part 2. 전략&실행

차시명
PM 기법을 활용한
팀장의 업무관리

10차시

프로젝트 관리의 시작

11차시

우선순위 설정과
필요자원 명확화

주요훈련내용
1. 팀장의 업무관리와 Project Management
2. Project의 개념 및 일반적 사례
3. Project의 효시와 발전 원동력
4. Project Team의 개념과 구성원칙

팀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휴넷 팀장교육 인기
교수!
[학 력]
Kepner-Tregoe (U.S.A)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코스 Instructor Course
수료
 Development Dimensions
International (U.S.A) Leadership
Instructor Course 수료
 Management Concept (U.S.A)
Coaching Course 수료


1. Project의 핵심 3단계
2. Project Statement – 프로젝트 목적과 목표
3.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작성 – 과제의 도출
4. Project WBS Case Study Feedback
1. Project WBS 도출 실습 – 상황파악을 통한 WBS 도출
2. WBS의 S/U/G에 의한 우선순위 설정
3. 필요자원의 명확화(Identify Required Resources) 및 Project 예산수립 형태

[경 력]
12차시

업무 분담 스킬

13차시

프로젝트 의사결정의 유형

14차시

팀장의 의사결정 기법

15차시

16차시

1. Project RAM – 업무분담의 명확화
2. 각 WBS 항목의 순서화 및 PERT & Critical Path 작성
3. Project PERT 및 Critical Path Case Study Feedback
1. Project Scheduling – GANTT Chart
2. GANTT Chart Case Study Feedback
3. Project 의사결정의 3가지 유형

1. 의사결정 목표의 명확화
2. 목표의 분류(절대목표 vs. 희망목표)후보안 비교
3. 마이너스 영향 검토 및 최종결정

1. Project 상황에 맞는 팀장의 리더십
실행을 위한 리더십과 회의 스킬 2. Project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스킬
3. Project 회의 통지서 작성 및 회의환경 조성 능력
Risk 관리와 보고서 작성 스킬

1. Project Risk 인식의 중요성 및 대응법
2. Project Report
3. Project 종결형태 및 특징

강 관 수 소장
(한국조직문화연구소)

 現) 한국조직관리연구소장
現) 휴넷 전문위원
前) 서울대학교 교육개발위원 / 한국정책
방송자문위원
前) 한국능률협회 교육개발팀장/상임교수

End of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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