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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소개


리더십은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의 변화와 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밀려오는
목표달성에 대한 압력과 무능감, 인간관계에서의 오해와 갈등, 장래 커리어에 대한 불안, 크고 작은 질병에
대한 염려, 정체성에 대한 심리적 회의 등과 같은 어려운 현실에서는 관리자로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계발서 수준의 리더십개발 방식으로는 단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당면한 문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배워야 합니다.



리더십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
•
•





가치와 신념을 찾아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부합하도록 수단 또는 조건을 정비하고,
정비된 시스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행동을 정렬하는 것

말하자면, 리더십이란 자신의 삶과 일에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과 일에도 생명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이러
한 리더십의 세 가지 핵심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스킬을 잘 익히면 됩니다.
•

mind programming skill

•

gap analyzing skill

여기에는 경영학은 물론이려니와 심리학, 교육학 등과 같은 인접학문의 여러 이론들이 접목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약간의 기초지식이 필요하지만, 이번 학기에 제공되는 원리와 기법들을 잘 배우고 익혀 지속적으
로 훈련하면 훌륭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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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개발의 목적 : 성과주의와 능력주의(Meritocracy)의 구현


성과주의/능력주의는 다음 그림과 같은 개념적 사이클을 목적지향적으로 정렬시킴으로써
구현됩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치와 신념

조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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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이해의 기본 전제



모든 인간은 자신의 마음(Mind)을 통제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데로 가게 하는 내비게이터(Navigator)와 같다.



모든 인간의 행동에는 긍정적 의도가 숨어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직면한 이슈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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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계의 기본 전제



시스템 설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혼의 능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connectedness)의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잘 발휘된다.



성과 중에는 계량화 되지 않는 것이 계량화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계량화 되지 않는 성과는 측정될 수 없어도 평가할 수는 있다.



성과는 전략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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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과 구조

구분

Self-Leadership

III. 조건

IV. 행동

관점

바람직한 상태

inside-in

mindfulness

inside-out

resourcefulness

1. 인간과 조직에 대한 기초적 이해

I. 리더십의
기초
II. 비전

Leadership

2. 리더십에 대한 기초적 이해

.

3. 개인의 비전(가치관과 신념체계)

5. 조직의 비전(존재목적과 성과책임)

4. 비전(가치관과 신념체계)의 정렬

6. 조직의 비전 정렬

7. 소유목표와 존재목표

9. 팀이 활성화되는 구조의 조건

8.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진정한 팀의 10. 팀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스템의
조건
조건
11 . 역량진단

13 . 역량개발

12 . 셀프코칭
(Self-Coaching)

14 . 성과코칭
(Performance Coaching)

purposefulness
outside-in

(mindfulness +
resource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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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이 과정을 성실히 마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①

자신의 가치체계를 발견하여 삶의 목표를 세우게 되고,
자신이 맡은 조직을 깨어있는 마음(mindfulness)으로 리드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resources)을 풍부하게 활용하는 테크닉을 익히게 되고,
조직의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system design methodology도 배우게 됩니다.

③

리더가 갖추어야 할 coaching skill을 학습하여,
자신이 맡은 조직에서 value(가치)-conditions(조건)-behavior(행동)의 삼차원이 일체화되
도록 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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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일정
차수

일자

구분

주제

01 (제01강)

08.31

인간과 조직에 대한 기초적 이해

02 (제02강)

09.07

기초적
이해

03 (제03강)

09.14

04 (제04강)

09.21

05 (제05강)

09.28

조직의 비전(존재목적과 성과책임)

06 (제06강)

10.05

조직의 비전 정렬

07 (제07강)

10.12

소유목표와 존재목표

08

10.19

09 (제08강)

10.26

10 (제09강)

11.02

팀이 활성화되는 구조의 조건

11 (제10강)

11.09

팀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스템의 조건

12 (제11강)

11.16

역량과 역량진단

13 (제12강)

11.23

14 (제13강)

11.30

역량개발

15 (제14강)

12.07

성과코칭

16

12.14

비고

리더십에 대한 기초적 이해
개인의 비전(가치관과 신념체계)

비전

비전(가치관과 신념체계)의 정렬

중간시험
조건

행동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진정한 팀의 조건

셀프리더십 및 셀프코칭

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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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진행 및 평가방법



강의로 진행되며, 거의 매주 개인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가 주어집니다.



과제는 사이버캠퍼스(http://cybernet.sogang.ac.kr/)에서 미리 지시한 대로
정리하여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과제 성적이 우수한 좋은 자료들은 강의 중에 발표하거나
블로그 http://mindprogram.co.kr/ 에 익명으로 발췌된 내용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출석 20%, 과제 20%, 중간시험(기말시험의 예비시험 성격으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기말시험 60% 비중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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