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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비경영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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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정통의명문 MBA 교육기관”
1995년설립해오랜기간많은고객에게
역량을검증받은교육기관입니다.

“국내최고대학교수진네트워크보유”
실무및강의경험을두루갖추고있는교수진을
체계적인검증을통해파트너십을맺고있습니다.

“끊임없는 Contents 연구및개발”
전문 Contents 개발 PM과교수진들의지속적인
Co-work를 통해 Contents를 생산하고있습니다.



4

MBI Core Value

MBI는 인재육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다양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학 교수와 교육 전문가가 함께 고객사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Customer Intimacy
고객을 위한 최적의 Value Proposition을
제공하여 고객의 성장과 함께 합니다.

• 국내대표 그룹사인 H사, D사 등과 함께

10년 이상 핵심인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약 100개 기업, 13,000명 이상의

핵심인재 육성

Product Leadership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혁신적 교육을 제공합니다.

• 24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도적인

경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국내 상위권 대학의 분야 별 전문 교수진과 함께

교육 콘텐츠 개발

Operational Excellence
세심한 배려와 체계적인 학습시스템 운영으로
교육만족과 효과를 극대화 합니다.

• 연구원 담임제1)를 통한 전문성 높은 운영

• 자체 개발 LMS2) 를 통한 학습자 편의성 지원

1) 연구원 담임제 :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원이 직접 학습 클래스를 관리하는 MBI만의 차별화 된 교육운영 방식
2)LMS : Learning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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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History

■ 사업법인

메타비경영연구원

한국법인

California Institute of
Management & 

Technology

Global MBA School

Learning 
& Innovation

미국법인

■ 회사연혁

1) DEAC : Distance Education Accrediting Commission (미 교육부 원격교육 인가 위원회)
2) BPPE :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미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부)

1995년 매경 경영연구원 창원 – 경영 컨설팅 및 기업교육 사업 실시

경영시뮬레이션 교육 ‘HITMASS’ 개발1998년

메타비경영연구원으로 사명 변경2000년

경영시뮬레이션 교육 ‘THE META’ 개발 및 올해의 HRD 프로그램상 수상(한국HRD협회)2007년

미국 현지법인 ‘Learning and Innovation, Inc.(L&I)’ 설립2010년

온라인 MBA School ‘CALIMT’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부(BPPE2)) 인가2011년

2016년
경영시뮬레이션 교육 ‘HITMASS’, 올해의 HRD 프로그램상 특별상 수상(한국HRD협회)
‘CALIMT’ 미국 교육부 인증기관(DEAC1)) Accreditation 취득

메타비경영연구원 CI 변경
경영시뮬레이션 교육 ‘PMG’ & ‘WPG’ 개발2017년

매일경제 CALIMT Digital MBA 진행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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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 주요사업 소개

사회공헌활동
(CSR)

경영시뮬레이션
교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웹 기반의 경영 시뮬레이션
교육으로 실제 경영 환경과
동일한 상황에서
전략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체험하고 경영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맞춤형 교육 솔루션 제공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교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부(BPPE)에서
인가한 On-line MBA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정식 미국 MBA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I는 행복한 인류사회를 구현을 위해 다년 간
후원사업 및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에게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그날까지 MBI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 On-line
MBA 학위 과정

MBI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MBA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글로벌 MBA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MBI의 비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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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외부 환경분석, 

경쟁전략 수립/실행, 기능별 전략 수립/실행, 성과관리 등

‘전략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경험’

신입사원
~

초급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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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시뮬레이션 교육

MBI의 경영시뮬레이션 교육은 고객사의 산업 특성 및 교육
목적에 맞춘 다양한 산업 및 시장 시나리오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업전략

B2B
산업

기능전략

B2C
산업

사업전략

전략 수준

산
업
유
형

[ MBI 경영시뮬레이션교육의유형 ]

■ 경영시뮬레이션 교육 포트폴리오 및 특·장점

다양한 시나리오
• 산업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시장 시나리오 제공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체험
• 보드 형식의 시뮬레이션 게임의 한계를 벗어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데이터 제공

시·공간 제약 없는 Web Based Game
•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이라면, 교육생 간 원격 게임 운영 가능
• 대규모 인원 동시 접속 및 진행 가능

전문 강사진 Feedback 제공
Player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교육 진행 중
전문 강사진의 피드백 제공

기능 별 의사결정 권한 및 역할 배정
역할에 따라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 받아 팀원 간
협업 및 소통 역량 강화

■ 경영시뮬레이션 교육 별 대상 및 특징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업 진입 및 철수, 자원 활용 등

‘기업의 성장 전략 수립 및 실행 경험’

고객의 맞춤형 주문에 대응해야 하는 B2B기업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하고 운영/관리 경험’

중간관리자
~

임원

중간 관리자
~

임원

※ 교육대상은 사전지식 수준 및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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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MBI는 각 분야별 교수 및 강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이 협력하여 Business 현장과 직결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MBI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프로세스

[Development]

교육과정개발

02
[Method]

다양한교육방법

04
[Feedback]

전문교수진의
피드백및평가

03
[Analysis]

고객사 Needs
파악및반영

01

01

[Analysis] 고객사 Needs 파악 및 반영

• 고객사 내·외부 문헌 및 자료 분석

• 경영진 및 주관부서의 인재육성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02

[Development] 교육과정 개발

• 고객사 Needs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분야 별 Faculty가 과정 기획 및 개발의 전체 프로세스에 참여

03

[Feedback] 전문 교수진의 피드백 및 평가

• 개발 산출물에 대한 담당 Faculty와 개발인력의 검수 절차 진행

• Faculty의 피드백을 통한 콘텐츠 방향 및 내용 적합성 점검

04

[Method] 다양한 교육방법

•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지원 도구 및 방법 제공

• 시뮬레이션 교육, 참여형 교육 등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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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On-line MBA 학위 과정 “CALIMT”

미국 On-line MBA 과정 CALIMT(California Institute of 
Management & Technology)는 시간·지역적 제약이 없이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와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Global Online MBA 교육입니다.

■ CALIMT Contents의 특·장점

글로벌 이슈와
최신사례를 다루는
실무중심 Contents

국가별비즈니스
문화와 관행을

학습할 수있는 커리큘럼

기업경영을
체험해 볼수있는

Dynamic한
Simulation 교육

미래리더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중시하는 학습내용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있는

다양한 Activity 구성

■ CALIMT 개요 및 커리큘럼

Subject 유형 Contents

Business 
Fundamentals 

& Business Ethics
(21학점) 

필수

• Financial Accounting (3)
• Corporate Finance (3)
• Leadership in Business (3)
• Business Ethics & CSR (3)
• Marketing Management (3)
• Operations Management (3)
• Strategy Simulation (3)

Global
Business

(6학점)

필수

선택
(택1)

• Global Business Strategies (3)
• Negotiations across Cultures (1.5)

• Doing Business in America (1.5)
• Doing Business in Mexico (1.5)
• Doing Business in Brazil (1.5)
• Doing Business in China (1.5)
• Doing Business in Korea (1.5)
• Doing Business in India (1.5)
• Doing Business in the Middle East (1.5)

Elective 
Courses
(9학점)

선택
(택3)

• Global Business Communication (3)
• Project Management (3)
• HR Management (3)
• Sales Force Management (3)
• Strategic Business Plan (3)
• Big Data Analytics (3)
• Platform Business Strategy (3)
• AI in Business (3)

•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예정)자

지원 자격

• 1.5 ~ 2년
• 100% 온라인 학습(Web & Modile)

교육 기간 및 형태

• 36학점 (필수 : 25.5학점, 선택 : 10.5학점)
• 학점 평점 3.0(B학점) 이상

수료 기준

미국 교육부 인증 정규 MBA 학위 취득 가능
• 2011년 미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 BPPE1) 인가
• 2016년 미 고등교육 학력인가기관 CHEA2) 인가
• 2016년 미 교육부 인증기관 DEAC3) Accreditation 취득

주요 현황

1) 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부)
2)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고등교육 학력인가기관)
3) Distance Education Accrediting Commission (원격 교육 인가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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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CSR)

MBI는 행복한 인류사회 구현이라는 사명 아래 다년 간의
후원 및 봉사활동과 더불어 직업 추천 및 취업 멘토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MBI Start to Share : 사회봉사 및 후원

■ M.Y.Dream (Make Your Dream) : 직업 추천 및 취업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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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 교육의 특〮장점

■ Contents Quality Management System(콘텐츠 품질 관리 시스템) : 3D System

■ MBI Contents Development Process

→ → → →

STEP

교육 대상자
이해 및 이슈 탐색

STEP

최신 Trend가
반영된 교육

Contents 개발 STEP

전문
Faculty를 통한

교육 제공

STEP

현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정

기획 및 설계 STEP

전문 Faculty의
과정개발

결과물 평가
STEP

학습한 지식의
현업 내 실행 지원

→

메타비경영연구원의과정개발 Process로①이해및이슈탐색(Understanding) - ②기획및설계
(Planning) - ③과정개발(Development) - ④결과물평가(Assessment) - ⑤지식학습(Training) -

⑥지식의실행(Execution) 6단계로진행되며, 지식의실행력에초점을맞추어교육과정을개발합니다.

MBI U.P.D.A.T.E Process

Delivery

MBI 전문 PM과 개발진이

다양한 니즈 및 목적을 Faculty와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함으로써

최적화된 교육 제공

Development

과정 설계부터 개발까지

Faculty 주도 하에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Contents 개발

De-briefing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Faculty와

함께 분석하여 Contents 적합성과

학습자 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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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의 주요고객



"24년기업맞춤형교육의전통과노하우를공개합니다."

II. 기업맞춤형 : 경영 & 혁신

MBI 경영교육 Framework

Core MBA

Case MBA

Digital MBA

기술전문가양성교육

경영과통찰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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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 경영교육 Framework

➊

➏

➋

➎

➌

➍

기초 경영지식 학습

Core MBA
디지털 경영의 이해

Digital MBA

경영 사례 실전적용

Case MBA

비즈니스 혁신

Business
Model

Innovation

온라인 경영지식 학습

CALIMT

미래 환경 예측 및 대응

Business
Insight경영 지식 학습

경영 지식 활용

경영 지식 학습 경영 지식 적용

Core MBA

기업의 Function 별 경영지식 학습

Case MBA

선진 기업의 실제 Case Study를 통한
현업 적용 기반 경영지식 학습

CALIMT

온라인 기반 기초 경영지식 및
글로벌 경영 트랜드 학습

Business Insight

미래 환경 예측 및 대응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각 함양

Business Model Innovation

비즈니스 모델 점검 및 개선을 통한
비즈니스 혁신전략 수립

Digital MBA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경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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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MBA

교육 대상 • 경영 지식 학습을 필요로 하는 임직원(핵심인재, 임원 후보자, 임원 등)

교육 목적 • 기본 경영 지식 습득을 통한 Business Perspective 함양

교육 시간 • 30 ~ 150H (※ 고객사가 희망하는 시간으로 구성 가능)

교육 특징

■ 개요

■ Curriculum (150H 기준)

Module Topic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 고객사의 교육환경, 비즈니스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식 콘텐츠 개발 및 제공

수준 높은 Faculty
• 기업체 교육 및 현업 경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 Faculty 투입

(국내 상위권 대학 교수진, 컨설팅 업체 임원·대표, 민관 연구소 연구원 등)

Knowledge Check • 교육 전·후 경영학 지식 Check Test를 통해 경영학 이해도 및 향상도 확인

Test 및 사후학습
• 과목별 시험을 통해 학습 이해도를 점검하고, 교수자 채점 및

피드백 내용을 성적 레포트로 제공

맞춤형 LMS구축 • 고객사 교육에 맞춘 LMS을 구축하여 학습자의 편의성 및 학습 효율성 증진

Marketing
• Value-Based Marketing Process
• Value Identification: Market Sensing & STP
• Pricing: Capturing Value 외

24H

Corporate Finance
• Introduction to Cost Accounting
• Introduction to Managerial Accounting
• Corporate Goals and Value-Based-Management 외

24H

Organizational Behavior & 
Human Resources

• Innovation and Change Management
• Motivation and Empowerment
• Building Effective Teams in Organizations 외

18H

Operations
• Operations System Overview
• Operations System Design
• Operations System Management 외

18H

Strategy
• Introduction to Strategic Management
• Identifying Opportunities and Threats
• Competitive Strategy & Mind-sets 외

24H

Management of 
Technology

• Introduction to Technology Management
• Technology Exploration and Outlook
• Technology Planning 외

18H

Program Project
• Business Opportunity Analysis
• Business Planning Methods
• Feedback / Presentation 외

24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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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MBA

교육 대상 • 경영지식의 현업활용 역량이 필요한 임직원(핵심인재, 임원 후보자, 임원 등)

교육 목적 • Case Study를 통한 경영 지식의 Application 및 Integration 역량 강화

교육 시간 • 20 ~ 80H (※ 고객사가 희망하는 시간으로 구성 가능)

교육 특징

■ 개요

■ Curriculum (80H 기준)

맞춤형 사례 개발
• 고객사 사례 발굴 및 현업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토대로

경영 지식 학습을 위한 사례 개발

Reading Material 
• 고객사와 연관된 산업의 사례를 하버드비즈니스리뷰 등의

자료를 각색하여 학습 보조자료로 제공

토론 및 피드백 학습
• 하버드비즈니스리뷰 및 고객사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생 간

토론과 교수자의 피드백 위주의 참여형 교육 진행

Marketing

• Platform and its Ecosystem
: How to apply at the Automobile Industry?  

• Value-based Marketing Process
: Designing and Implementing New Value Propositions

• Delivering Value Creation

12H

Corporate Finance
• Managerial Decision Mak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 Project Evaluation and Strategic Resource Allocation
• Corporate M&A as a Growth Dynamic

12H

Organizational Behavior & 
Human Resources

• Motivation and Empowerment Implementation
• Inter-Organizational Conflict and Cooperative 

Industrial Relationship
• Organizational Structure, Culture and Innovation

12H

Operations
• Value Creation through Operation Management
• Quality as Competitive Weapon
• Global SCM

12H

Strategy

• Competitive Advantage and Competition Strategy
• Cross-border Consolidation
• Global Strategic Management
• Strategic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16H

Management of 
Technology

• Strategic Plan for Technology
•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Business Model 
•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Marketing

16H

Module Topic Time



MBI Program Book

17

Digital MBA

교육 대상 • 회사의 디지털 변혁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임직원
• 조직 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임직원

교육 목적 • 디지털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 창출 및 비전 제시역량 강화
•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적용 방안 모색

교육 시간 • 66H (※ 고객사가 희망하는 시간으로 구성 가능)

교육 특징

■ 개요

■ Curriculum

Environmental
Sensing

Tools for 
Digitalization

Driving
Digital Strategy

Digitalization을 가속화 시키는
미래 비즈니스 변화에 따라
새로운 Value창출 및 비전 제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적용 방안 및
성장 방향 모색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경영전략 차원의 디지털 생산,

마케팅, 조직운영 역량 향상

Digital
Transformation

Module Topic

Environmental 
Sensing

8H
• Digitalization의 주소 및 우리 기업의 과제
• Digital Transformation에 따른 제조업의 변화
• Digital Transformation과 창조적 기업문화

Time

Driving Digital 
Strategy

34H

• 주목 받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 플랫폼과 에코시스템 전략

[Case Study]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혁신

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

• 크라우드 소싱 및 오픈 이노베이션
• 생산방식의 변화와 스마트팩토리의 대두

[Case Study] 선진 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례

비즈니스 가치사슬의
재정의

• 디지털 마케팅 전략
• 옴니채널 환경에서의 소셜 고객 데이터 이해와 사용법

[Case Study] 디지털 마케팅 신기술과 성공사례

고객을 연결하는
디지털 마케팅

• 디지털 환경과 조직 운영
• 디지털 업무 혁신

[Case Study] 디지털 중심의 조직 설계
디지털 조직설계

Tools for 
Digitalization

24H디지털 테크놀로지

• Smart Sensor 기술 현황과 비즈니스 전략
• Cloud/IoS의 제조업 적용방안
• 사업용 사물 인터넷 (IIoT)과 글로벌 제조 표준
• 디지털화에 따른 제조업 변화와 CPPS의 이해
• AI / Machine Learning의 이해
•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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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문가 양성 과정(Technical Consultant Program)

교육 대상 • 기업의 기술인재 (시니어 이상 엔지니어, 기술분야 핵심인재, 기술임원)

교육 목적
• 최근 산업과 기술에 대한 동향 이해 및 기술 전략 수립 역량 함양
• 기술 컨설팅 혹은 프로젝트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함양

교육 시간 • 56H (※ 고객사가 희망하는 시간으로 구성 가능)

교육 특징

■ 개요

4. 이해 관계 조정

내외부 관계자 간
커뮤니케이션 및 이해관계 조정

기술
컨설턴트

역할

전사/사업 부문
기술 컨설팅

현장
기술 컨설팅거시적 관점의 역할 미시적 관점의 역할

시장 및 고객
관점의 기술혁신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사업화

산업/기술
트렌드 인식

최신기술 확보/
기술로드맵 구축

미래 산업환경의
영향 요인 인식

현장문제의
원인 파악 및 분석

현장문제의
솔루션 도출

2. 기술 전략 수립

3. 기술 솔루션 제시1. 기술 방향 제시

■ Curriculum (80H 기준)

Module Topic Time

기술과 산업전망
• 국내외 사업 환경과 기술의 변화 이해
• TI(Technology Intelligence)와 기술로드맵 이해

8H

Special Lecture*
• 에너지·자원·환경
• ICT 진화와 산업 환경
• Industry 4.0

12H

기술컨설팅 Basic
• 기술컨설팅을 위한 문제해결 알고리즘
• 현장 문제의 솔루션 도출 기법
• 기술컨설팅을 위한 협상 커뮤니케이션

20H

기술전략

• 기술혁신의 전략과 도구
• 고객지향적 기술 플래닝
• 기술의 사업화 방안과 신규사업의 평가
• 기술가치평가와 지적 자산 축적 및 관리

16H

* Special Lecture는 고객사의 Needs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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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 통찰

교육 대상 • 기업의 미래 대비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학습하고 싶은 임직원

교육 목적 • 다양한 분야의 지식 학습을 통해 미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Insight 함양

교육 시간 • 34 ~ 80H (※ 고객사가 희망하는 시간으로 구성 가능)

교육 특징

■ 개요

■ Curriculum (80H 기준)

Reading Material 
• 지식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분야 별 최신 문헌 및

사례를 각색하여 보조자료로 제공

인문학 – 경영학의
Collaboration

• 인문학 강의에서 경영학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 및 발표 진행

미래사회 분석 워크숍
• 미래 환경의 이슈 고민 및 문화·사회·경제·정치·환경 관련

미래 사회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미래 예측 능력 향상

Module Topic Time

Introduction • 2040 미래전망 3H

Creativity

• 인간 본성의 이해
• 문명과 역사적 상상력
• 물리학의 눈으로 보는 사회
• 창의적·집단적 의사결정
• 예술을 통해 본 창의성
• 인공지능·스마트머신 미래 기술 트렌드

18H

Business Insight

• 인간, 동물, 기계에 대한 이해와 미래 산업 전망
• 인구 변화로 본 미래 사회 모습
• 에너지·자원·환경
• 자본주의는 영원할 것인가
• 권력의 진화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종교와 사회 그리고 비즈니스

40H

Integration

• 주제선정
• 미래사회 메가 트렌드 분석
• 미래 시나리오 작성
• Business Implication 도출
• 미래 시나리오 발표
• 미래 경쟁력의 원천 강의

19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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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혁신 Reference

H그룹 핵심인재 교육과정 (2008년 ~ 현재)

■ 교육과정 개요

프로젝트 명 • H그룹 글로벌 전문가과정

교육 대상 • 핵심인재 (차~부장)

교육 목적
• H그룹의 차세대 리더로서의 경영지식 및 사고 역량 향상

• 미래 성장을 견인 할 우수인재들이 현재보다 확장된 지식과 시각으로 직무를 수행

주요 내용

• Core MBA

• Case Study MBA

• Business Insight

• Action Learning

■ Framework

넓게

Step IV

Action Learning
미래(10년)에 실행 가능한 Value-adding &

Creating의 전략적 대안 제시 능력 강화

멀리

Step III

Business Insight
미래(30년)에 대한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 및

미래 지향적 Vision 수립 역량 배양

깊게

Step II

Case Study MBA

Management Knowledge 의 Application 및

Integration 능력 강화

다르게

Step I

Core MBA

기본 경영 이론 습득 및 Integration 능력 배양을

통한 Business Perspective 함양 강화

사
고
의

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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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혁신 Reference

D중공업 경영 교육과정 (2004년 ~ 현재)

■ 교육과정 개요

프로젝트 명 • D중공업 BIG School

교육 대상 • 초급관리자~팀장급 전원

교육 목적 • 전 직원이 ‘Business Acumen을 갖춘 Expert’가 되기 위한 경영지식 함양

주요 내용

• Corporate Finance

• Marketing Management

• Managerial Organizations

• Business Strategy

• Business Capability 

■ Framework

Business Value Chain의 현업 문제에 대한

전략적 사고 및 의사결정 역량 향상

Solution Provider팀장급

Step III

M1. Cost Financial Risk Management

M2. Technology Innovation & 
Commercialization

M3. Total Value Chain Management

Business Process 및 전략방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 마인드 함양

Application Performer중간 관리자

Step II

M1. Business Strategy

M2. Marketing Management

M3. People & Organizations

M4. Corporate Finance

경영 기본 이론의 이해 및 습득을 통한
Business Acumen 향상

Knowledge Manager초급 관리자

Step I

M1. Growth Diver (성장) 

M2. Operational Excellence (효율)

M3. Performance Management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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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혁신 Reference

S제강 핵심인재 교육과정 (2017년 ~ 현재)

■ 교육과정 개요

프로젝트 명 • S제강 Advanced Leader Course

교육 대상 • 핵심인재 (과장~차장)

교육 목적 • 기본 경영이론 습득 및 Integration 능력 배양을 통한 Business Perspective 함양

주요 내용

• Knowledge 
- 마케팅, 조직관리 및 리더십, 회계, 생산·운영관리, 재무관리, 경영전략

• Execution
- Business Simulation Game

• Application 
- Business Model Innovation Action Learning

■ Framework

Knowledge Execution Application

• B2B 시장에 대한 이해

• 조직 및 리더십 역량

• 재무분석 및 원가 개념

• 생산 및 운영관리

최적화의 중요성

• 전략경영의

주요 패러다임과 이론

• Business Simulation

• 시장 및 고객 니즈 분석

• 브랜드, 생산, 유통, 서비스

전략 및 투자 의사결정

• 전략보고서 작성 및 발표

• Business Model

Improvement

• 과목 별 Business 

Modeling 과제 수행 및

교수자 피드백

• Business Model 

개선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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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혁신 Reference

S기업 핵심인재 교육과정 (2018년)

■ 교육과정 개요

프로젝트 명 • S기업 Young MBA 

교육 대상 • 핵심인재 (과장 승진자)

교육 목적

• 경영지식 함양을 통하여, 그룹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핵심인재 양성

• 경영시뮬레이션교육을 통해 시장에 대한 관점 및 전략적 판단 능력 강화

• 기업 내부 이슈에 대한 조별 과제수행을 통해 학습한 지식의 현업 적용

주요 내용

• Management Perspective
: Mini MBA (재무/회계, 마케팅/영업, 생산원가, 경영전략, 인사조직)

• Strategy Execution: 경영시뮬레이션교육 (HITMASS)

• Issue Solving: Action Learning (전략과제 수행)

■ Framework

기업의 Business Model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
Issue Solving

(Action Learning)

기업의 전략과 성과평가 간의 연계성을 이해하고

경영지식을 활용한 경쟁 및 성장 전략 수립 역량 강화
Strategy Execution

(Business Simulation Game)

기초 경영지식을 함양하고 단순 지식학습이 아닌

현업 적용 방법 및 Tool 습득
Management Perspective

(Mini-MBA)



24

경영 & 혁신 Reference

H금융지주 핵심리더 양성과정 (2016년 ~ 2018년)

■ 교육과정 개요

프로젝트 명 • H금융지주 핵심리더 양성과정

교육 대상 • 핵심리더 (차장S급)

교육 목적

• 핵심리더로서의 리더십 역량 개발

• 전략의 기본개념 및 수립 프로세스의 이해

• 전략적 지식을 기반으로 조직의 이슈 규명 및 해결 역량 강화

주요 내용

• 자기관리 / 조직관리 리더십

• 전략 경영에 대한 이해

• Project Based Learning
- 전략 수립 / 전략보고서 작성 및 발표

■ Framework

Leading Self (자기 관리)1

자신의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스스로 Leading 할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강화

[Topic I] 자기관리 리더십

Leading People (조직원 관리/육성)2

조직(팀)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운용 역량 강화

[Topic II] 조직관리(시너지) 리더십 /  [Topic III] 코칭 리더십

Leading Performance (성과 주도)3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조직의 이슈를 규명하고, 새로운 Value를 창출하는 전략수립 역량 강화

[Topic IV] 전략 경영의 이해 /  [Topic V] 전략 수립 Case Study  /  Project Bas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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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1]
Customer Communication

[Module 2]
Problem Solving

[Module 3]
Decision Making

조직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리더십 스킬 함양
[Course III]

글로벌 리더십 함양

[Module 1]
Global Leadership

[Module 2]
Global Mind-set

[Module 3]
Global Communication

법인장의 글로벌 환경 적응을 위해 필요한 리더십 이해
[Course II]

글로벌 리더십 이해

[Module 1]
경영관리 이해

[Module 2]
조직·인사 관리

[Module 3]
원가·재무 관리

[Module 4]
운영관리

기본 경영지식 학습을 통한 경영자적 시각 함양
[Course I]

글로벌 경영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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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혁신 Reference

H기업 법인장 후보자 교육과정 (2019년)

■ 교육과정 개요

프로젝트 명 • H기업 법인장 후보자 양성 프로그램

교육 대상 • 법인장 후보자

교육 목적

• 본사와 해외법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가치관, 문화 등의 전파 방법 체득

• 법인장 후보자들에게 필요한 기본적 경영지식 학습과 경영자로서의 시각 함양

• 법인장 후보자의 원활한 현지 적응을 위한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 향상

주요 내용

• 글로벌 경영지식
- 경영관리 이해 / 조직·인사 관리 / 원가·재무 관리 / 운영 관리

• 글로벌 리더십 이해
- 글로벌 리더십 / 글로벌 마인드셋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 글로벌 리더십 함양
- 고객 커뮤니케이션 / 문제해결 / 의사결정

■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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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 혁신 Reference

H기업 부장급 경영 교육과정 (2019년)

■ 교육과정 개요

프로젝트 명 • H기업 Business Leader 양성과정

교육 대상 • 부장급

교육 목적

• 경영전반에 대한 비즈니스 시각 함양 및 경영자 마인드 함양

• 경영지식의 비즈니스 관점 내 통합 역량을 배양함으로써 Business Perspective 함양

•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지식 학습 및 적용방법 체득

주요 내용

• MBA Essentials : 마케팅 / 운영 / 재무·회계 / 조직·인사 / 경영전략

• Business Model Innovation : 전략수립 및 보고서 작성

• Culture Creation : 보고 전략 / 갈등해결 및 협업 / 유형 별 코칭

■ Framework

MBA Essentials
[멀티플레이어]

STEP 1 경영지식 학습 및 활용

Marketing Operation

Finance & Accounting

OB·HR

Business Strategy

Business Model Innovation
[비즈니스 혁신가 / 미래 개척자]

STEP 2 비즈니스 모델 점검 및 혁신

Business Model Innovation (Action Learning)
: 비즈니스 모델 개선 및 전략보고서 작성

Culture Creation
[조직문화 선도자]

STEP 3 조직문화 구축 스킬 습득

보고의 전략과
전술

갈등 해결을 통한
협업 시너지

유형 별
코칭 커뮤니케이션



III. 기업맞춤형 : 직무전문가

B2B 마케팅전문가과정

전략적구매관리과정

비즈니스협상스쿨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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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마케팅 전문가 과정(PAM : Pro-Active Marketing)

교육 대상 • 마케팅·영업 부서 관계자

■ 개요

■ Curriculum

구분 시간

120H

[STEP 3]
PAM Leader

• 기업 경쟁력 확보와 마케팅 전략 프로세스
• Situation Analysis(문제해결 방법론, 성장기회 도출, 경쟁력 모색)
• Marketing Strategy(마케팅·영업 전략 및 성과계획 수립)
• 마케팅·영업 전략 보고서 작성 및 피드백

[STEP 2]
PAM Advanced

• Value Based Marketing의 이해
• Identifying Value(시장 지식, 고객 인사이트 발굴)
• Creating Value(STP, 4P, 신제품 개발 관리)
• Delivering Value(가격 및 채널 전략, 영업전략)
• Sustaining Value(브랜드 파워, 경쟁우위 지속, 성과평가)
• Action Learning(VBM 전략 수립 및 피드백)

[STEP 1]
PAM Basic

• B2B 마케팅과 PAM의 주요 구성요인 이해
• 시장지식 학습(환경분석, 마켓 센싱, 고객 이해)
• 마케팅 영업전략(STP, 경쟁우위, 가치창출, 영업효과성)
• 고객관계 관리(전략적 커뮤니케이션, 고객 가치 제안 영업활동)
• PAM Projects(PAM 전략 수립 및 피드백)

40H

40H

40H

주요 내용

교육 특징

PAM Basic Course

PAM Advanced Course

PAM Leader Course

• 고객가치 중심의 Pro-Active 
Marketing 이해 및 마인드 함양

• 시장 지식의 이해

• 마케팅·영업 전략과 고객관계 관리

• Proactive VBM Process 
이해 및 적용

• VBM 프로세스에 기반한 마케팅·영업
부문의 과제 및 혁신 방안 도출

• 마케팅·영업 전략 수립 프로세스 이해

• 전략 Tool을 활용한 현황 분석

• 성장 방향 모색 및 마케팅·영업 전략 수립

• 마케팅·영업 전략 보고서 작성STEP 1.

STEP 2.

STEP 3.

교육 목적

교육 시간 • 총 120H (Step 별 40H)

• 선제적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케팅 및 영업 기반 지식 습득
• 고객 중심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마케팅·영업 실행 역량 강화
• 마케팅·영업 전략 수립 역량 강화를 통한 Business Perspective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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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구매 관리 과정(Strategic Procurement Management)

교육 대상 • 구매 부서 담당자 및 구매 업무 관계자

교육 목적

■ 개요

■ Curriculum

구분

구매원가 분석 및
원가테이블 활용

• 구매원가분석 / 구매환경의 변화
• 기업 종합 사례 분석
• 구매가격의 결정방법 / 의사결정과 코스트

구매 원가의 이해
• 원가의 구조
• 원가의 이해와 관리 및 원가절감 방안
• 손익분기점 및 포트폴리오 분석

기업경영과
구매관리

• 기업의 실태와 역할
• 선진 기업 구매활동 사례
• 구매부문의 중요성

구매원가의
개선기법

• 가격의 평가
• 개선의 기법들
• TCO(Total Cost Ownership) 
• 기업 종합 사례 분석

전략적
업체 평가

• 기업의 경영과 이익
• 재무제표의 이해
• 기업체질평가 및 기업 종합 사례 분석

전략적 원가관리
발전방향 모색

• 주요 내용 별 팀 토의 및 차트 정리

시간

16H

4H

2H

2H

2.5H

2.5H

3H

주요 내용

교육 특징 구매원가 관리 및 업체 평가/선정의 구체적 방법 제공

Step I. 구매원가 기본 Step II. 구매원가 심화

원가 분석 및
테이블 활용

기업 경영과
구매 관리

구매 원가
이해

전략적 원가관리
발전 방향

전략적
업체 평가

구매 원가
개선 기법

교육 시간 • 16H

• 구매원가의 분석, 공급업체 평가, 구매원가 개선 등 전략적 구매관리 기법 학습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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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협상스쿨

교육 대상 • 기업의 협상 담당자(영업, 구매, M&A 등 협상 관련 업무 관계자)

교육 목적 • 협상에 대한 시각 확장과 이를 통한 결과 지향적 협상 실행력 강화
• 비즈니스의 이해를 통해 글로벌 협상력의 강화
• 개별 협상 유형에 대한 진단 및 피드백, 현업 적용 가능한 협상 스킬 습득

교육 시간 • 24H

교육 특징

■ 개요

■ Curriculum

구분 주요 내용 시간

24H

Different Approaches 
to Negotiation

• 이해(Interest), 권리(Right), 힘(Power)
• Dispute Resolution vs. Conflict Resolution(Role Play)

4H

Negotiation 
Strategy and Tactics

• 협상의 BIG Picture 이해, Integrative vs. Distributive
• Dual Concern 모델
• 협상 Tactics (Role Play)

4H

The Role of 
Negotiator

• 회사 가치사슬 내 협상의 기능
• 협상 실무자의 역할(Case)
• 나의 협상스타일(진단)

4H

Dealing with  
Individual 

Differences

• 서로 다른 개인에 대한 이해(Role Play)
• 인지적 오류와 편견

4H

Relationships &  
Bargaining Skills

• 협상 필요시점(Case)
• Bargaining(Role Play)
• 협상 준비

4H

Cultural Issue in 
Negotiation

• 국가, 조직, 프로젝트 별 문화(Case)
• 협상 Governance 

4H

Required Skills & Abilities 과정 주요 특징

근본적/비가시적 협상
영향요인 및 원리 파악

Case Study를 통한
현업 적용 시사점 도출

진단 및 Role Play를 통한
Reflection & Modification

영어강의를 통해 실제 활용 가능한
Expression 습득1)

Negotiation
Principle

Language

Cultural
Flexibility

협상의 Big Picture를 보는 시각

나에게 맞는 협상 Approach

제반 협상지식

이문화에 대한 유연성

상대 국가 및 기업에 대한 기본 이해

협상 프로토콜 이해

영어 커뮤니케이션

1) 고객사 Needs에 따라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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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 두산인프라코어 MEX(Marketing Excellence)
• 교육대상 : 마케팅/영업 팀장
• 교육구성 : Marketing, Action Learning

2019년

• 삼표 PAM(Pro-Active Marketing) Leader 과정
• 교육대상 : 영업부문 팀장~임원
• 교육구성 : 마케팅 전략, 환경분석, 마케팅 전략 보고서 작성

• 삼표 PAM(Pro-Active Marketing) 과정
• 교육대상 : 영업부문 사원~차장
• 교육구성 : 시장지식, 마케팅/영업 전략, 고객관리, 현업이슈 해결

2018년

• 무림 영업 직무역량 강화교육
• 교육대상 : 국내·외 영업 유관부서 전 직원
• 교육구성 : 영업 마인드 Set, B2B 세일즈 전략 및 스킬, 영업 협상

• 삼일회계법인 Project Management 과정
• 교육대상 : PM 승진자
• 교육구성 : 프로젝트 이해, 인적자원 관리, 의사소통 관리, 성과 측정

• 두산중공업 PAM(Pro-Active Marketing) 과정
• 교육대상 : 마케팅/영업 담당자
• 교육구성 : 선제적 마케팅 및 영업 전략

2017년
~

2010년

• 볼보그룹코리아 Business Negotiation 과정
• 교육대상 : Non-Managers, Emerging Leaders, Leading People
• 교육구성 : 협상, 협상 실행 역량 강화

2016년

• 두산중공업 WISE(현명한 엔지니어 프로그램)
• 교육대상 : 핵심 엔지니어(대리~과장)
• 교육구성 : MBA, MOT, Leadership, Communication

2012년
~

2007년

• 두산중공업 전략적 구매 관리
• 교육대상 : 구매 담당자
• 교육구성 : Procurement, Negotiation

2013년
~

2011년



IV. 기업맞춤형 : 리더십과정

승진자리더십과정

팀장리더십과정

Reference

“시대에따라리더십의역할도변화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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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 승진자 리더십 과정 특〮장점

Triple 'A' Leadership Journey

SPEED

누구보다역할에빨리안착할수있는
On-Boarding Solution 제공

FIT

직급별가장많이요구되어지는
역량분석을통해딱맞는역할정립

NEW

시대변화에따른새로운
역할별리더십모델제시

■ Triple 'A' Leadership Journey Framework

계층별필요역할 역할별정의

Agility
Leadership

Adaptive
Leadership

Appreciative
Leadership

경영환경을 신속히 Sensing하고
민첩하게 조직을 움직일 수있는

Leadership
“

”
대내·외 환경이 요구하는 변화의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여 주어진 과제의
구체적 대응방안을

제시할수있는 Leadership

조직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바탕으로
업무를 완수하는 Leadershi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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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Agility Leadership

교육 대상 • 부장급 (신입 부장급~부장 승진 예정자)

교육 목적
• 내·외부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일과 사람을 효율적 / 분석적 / 

협력적 업무 수행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 • 16H (※ 고객사가 희망하는 시간으로 구성 가능)

교육 특징

■ 개요

■ Curriculum

구분 주요 내용 시간

16H

회사라는
긴 여행의

선구자가 되다

• 성과관리의 기초 : 팀 조언자와 리더

• 실패하지 않는 성과 관리: 팀 커뮤니케이션

• 성과의 공유와 개선

• 성과를 방해하는 요인 제거하기

5H

실행을 위한
첫 단추,

빠른 의사결정

• 탁월한 업무수행과 일 관리

• 의사결정 축소를 위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 논리적 사고와 분석

•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

4H

회의 시간과
결과물은

비례하지 않는다

• 스마트한 회의문화

• 바람직한 회의 진행 방법

• 함께 회의하고 싶은 사람의 역할 및 행동

4H

새로운 환경을
수용하다

• VUCA 환경의 시사점

• 변화와 진화의 사이

• 불확실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Agile 조직문화의 중요성

• Agile 조직문화에 따른 리더십의 변화

3H

• 빠르게 변하는 조직과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인드 함양

마인드셋(Mind-set)
: 수용

관계(Relationship)
: 친밀

성과(Performance)
: 효율

Agility
Leadership

•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원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

• 부하직원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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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ㆍ차장 Adaptive Leadership

교육 대상 • 과장급 (신임 과·차장급~과·차장 승진 예정자)

교육 목적
• 조직 내 중간 관리자로 변화된 역할에 대한 이해와 열정을 기반으로 조직(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 추진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 • 16H (※ 고객사가 희망하는 시간으로 구성 가능)

교육 특징

■ 개요

■ Curriculum

구분 주요 내용 시간

16H

의욕 넘치는
리더로 거듭나다

• 360도 리더로서 나는 의욕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진단] 360도 진단을 통한 나의 의욕과 역량 파악

• 나의 관점은 모두 옳은가?

• 조직 내 네트워크 관리

3H

목표 달성을 위해

• 조직의 위기 조성하기

• 내가 하기 VS 함께하기

• 목표의 구축

• 우선 순위 설정 및 관리하기

5H

내 안의
열정을 깨우고

• 올바른 방향 설정이란? : 변화관리 Dashboard 만들기

• 현재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따른 실천하는 리더 되기

• 숨어있던 열정 깨우기: My Passion History

• 목표의식 깨우기

5H

변화를
이해하니

• 리더십은 직위가 아닌 행동

• 리더십의 인사이드아웃 법칙

• 환경 변화에 따른 과·차장으로서의 리더 역할

3H

• 주어진 자신의 업무와 역할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마인드 함양

마인드셋(Mind-set)
: 책임

관계(Relationship)
: 조정

성과(Performance)
: 주도

Adaptive
Leadership

•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역량

• 상사와 부하 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



MBI Program Book

36

대리 Appreciative Leadership

교육 대상 • 대리급 (신임 대리급~대리 승진 예정자)

교육 목적
• Junior 리더로서의 역할과 마인드를 확립하고, 주어진 업무의 효과적 / 효율적 실천

역량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 • 16H (※ 고객사가 희망하는 시간으로 구성 가능)

교육 특징

■ 개요

■ Curriculum

• 조직 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긍정적 마인드 함양

마인드셋(Mind-set)
: 긍정

관계(Relationship)
: 구축

성과(Performance)
: 자신

Appreciative
Leadership

• 주어진 업무를 수월하게
수행하여 조직과 자신의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 자신의 성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상사와의 관계 형성 및
유지 역량

구분 주요 내용 시간

16H

나의 질문은
조직을

활기차게 한다.

• 질문하기: 긍정적인 질문을 하라
• 비춰주기: 사람과 상황에서 최선을 이끌어내라
• 포용하기: 다양한 사람들과 미래를 창조하라
• 본보기 되기: 전체의 선을 위한 결정을 하라

4H

보고서는
칭찬을 불러오고

• 좋은 보고서의 조건
• 한 눈에 들어오는 보고서 틀 세우기
• 전달력을 높이는 보고서 작성의 포인트
• 보고서 작성의 기술

4H

나는 회사의
“긍정 아이콘“!

• 조직생활에서 처음 경험하는 승진의 의미
• 주도적 삶을 위하여

2H

• 몰입과 열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 자기주도 리더십 유형 진단
• 주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원칙 3가지

2H

• 문제해결을 위한 긍정적 사고와 행동
• 과제 분석 기법
• 분석적 해결안 도출 기법

4H
업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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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 팀장 과정 특〮장점

초연결 초지능 시대 조직의 가치창출을 위한

Connected Leadership

“초연결시대에맞는
연결형리더십제시”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함께조직에서도

새로운리더십 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비즈니스이해를통한
경쟁우위전략모색”

팀장의성공적인
역할수행은

비즈니스성과 와
직결됩니다

“조직내네트워크
역량발휘지원”

경영환경의변화에따라

조직의모습과
분위기도변화 하고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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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Connected Leadership

교육 대상 • 팀장 (차장~부장급), 예비 팀장 / 팀장 승진자

교육 목적
• 조직 내 팀장으로 갖추어야 할 역할을 인식하고 협력적 소통을 통해

업무 실행력 및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 • 28 ~ 40H (※ 고객사가 희망하는 시간으로 구성 가능)

교육 특징

■ 개요

• 환경에 적합한 전략수립 및
의사결정 역량 향상

환경+전략
Connection

조직내
Connection

전략+실행
Connection

Connected 
Leadership

• 구체적 경쟁우위 도출역량 및
전략의 실행력 강화

• 폭 넓은 네트워킹을 통한
동기부여 및 협력적
리더십 발휘

■ Curriculum

구분 주요 내용 시간

환경+전략
Connection

조직 내
Connection

전략+실행
Connection

• 민첩한 의사결정 리더십
- 민첩한 의사결정의 중요성 및 요소
- 민첩한 의사결정 모델 기반의 액션플랜

• 지속적 기업 성장을 위한 BSG(Business Simulation Game)
- 마켓 센싱 및 예측 / 성장 및 경쟁전략 수립
- 시장 진입 및 투자 의사결정
- 성과평가를 통한 피드백

• 애자일 조직의 리더십
- 애자일 조직의 리더십 딜레마

• 협력을 이끌어내는 소통
- 변화의 이해와 소통리더의 역할

• 구성원의 성장을 이끄는 코칭
- 유형 별 코칭전략 및 적용 방안

• 초경쟁 시대의 경쟁우위 창출
- 불확실한 환경의 경쟁우위 전략

• 생각을 성과로 만드는 실행력
- 실행력 강한 리더의 조건 및 요소

16H

16H

8H

4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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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 코리아크레딧뷰로 부서장 리더십 과정
• 교육대상 : 부서장급
• 교육구성 : 시너지 조직문화 구축, 스마트 워크, 부하직원 육성전략

• 아워홈 대리 리더십 교육과정
• 교육대상 : 대리급 팀원
• 교육구성 : 신뢰 형성, 성과창출, 문제해결

• kt ds 임직원 리더십 교육
• 교육대상 : 전 임직원
• 교육구성 : 계층 별 리더십, 직무스킬 등

2019년

• 아워홈 대리 진급자 교육과정
• 교육대상 : 대리 진급 대상자
• 교육구성 : 분석적 사고, 신뢰 형성

• 조인 관리자 리더십 과정
• 교육대상 : 생산직 관리자
• 교육구성 : 리더십, 경영 시뮬레이션 교육

• 알티캐스트 팀장 매니지먼트 과정
• 교육대상 : 팀장
• 교육구성 : 성과관리, 팀 개발 리더십, 의사결정, 협업, 코칭, 소통

• 온세미컨덕터 승진자 리더십 교육
• 교육대상 : 승진 대상자(과장~부장)
• 교육구성 : 반도체 Trend, 긍정 리더십, 전략,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2018년

• LG화학 현장리더 리더십 교육
• 교육대상 : 생산직 실장 및 반장
• 교육구성 : 리더십, 현장 문제해결 Workshop

2017년

• LG화학 3급 능력 향상과정
• 교육대상 : 생산직
• 교육구성 : Followership

• DHP Korea 리더십 과정
• 교육대상 : 실무자, 관리자
• 교육구성 : The K.I.U.M self Leadership 개발



V. 워크샵프로그램

비즈니스모델혁신과정

창의적문제해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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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Curriculum (32H 기준)

구분 주요 내용

사전 과제
• 고객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적 BIG Issue 조사
• Big Issue를 고려한 BMI 과제 조사

3H

Business Model 
Innovation 이해

• 강의 1 : BMI 목적 및 구성요소 이해
• 강의 2 : BMI 프로세스 및 보고서 가이드 안내
• BIG Issue 발표 및 피드백을 통해 주제 선정

8H

Business Model 분석

• 내부적 측면 개선 포인트 분석
- 핵심역량, 비즈니스 프로세스, 파트너쉽 분석

• 외부적 측면 개선 포인트 분석
- 주력고객, 채널, 브랜드, 서비스 등 고객과의 관계 요인 분석

14H

Business Model 
Innovation 실행전략 수립

• 강의 3 : 비즈니스 모델 성공 사례
• 비즈니스 전략 수립

– 경쟁 우위 확보 및 강화 전략 수립
• 실행계획서 작성

- 재무/회계/조직 관점
- Cash Flow, 예상 손익, 실행조직 및 인력 구성 등

4H

발표
• BMI 보고서발표 및 Q&A
• 유관부문 임원 및 Coach 피드백

3H

시간

교육 대상 •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싶은 임직원

교육 목적 • 기업 비즈니스 구조에 대한 이해와 혁신의 실질적 방법론 습득

교육 시간 • 16 ~ 32H (※ 고객사가 희망하는 시간으로 구성 가능)

교육 특징 비즈니스
혁신 전략 수립

• 9Blocks Model을 통한 자사 비즈니스 개선 사항 확인 및
혁신 포인트 도출 및 전략 수립

고객사 맞춤형
BMI 워크숍

• 고객사의 단기~중기 성장을 위해 고려해야 할
비즈니스 모델 및 주요 전략 Output 도출

Business Model 분석
Template 제공

• Business Model을 분석할 수 있는 구조화 된
Template을 제공하여 BMI Output의 완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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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 조직 이슈(기술적, 관리적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모든 임직원

교육 목적
• 문제지향적 사고의 중요성 인식 및 명확한 현상 확인, 문제 본질 분석
• 문제해결의 접근법 및 핵심 스킬 체득, 현장 사례 적용으로 실행력 향상 도모

교육 시간 • 16~24H (※ 고객사가 희망하는 시간으로 구성 가능)

교육 특징

■ 개요

■ Curriculum

구분

프로젝트 문제해결 및
결과 공유

창의적 문제해결
알고리즘

기존 방법론의
한계와 극복방안

11H

8H

5H

시간

문제인식에 대한 관점의 변화

STEP I. 원리학습

STEP II. 창의적 사고 학습

STEP III. 현업 사례학습

단계별 질문을 통한

문제 상황 정리

창의적 문제해결 알고리즘을

적용한 해결방안 모색

현업에서 발생 가능한

실전 사례 문제 적용

• 프로젝트 과제 제시(문제상황 설명)

• 문제해결 실습(해결안 도출)

• 결과정리, 공유/발표 및 피드백

• Insights & Course Wrap-Up

• Seven Powerful Questions(비밀병기 #1)

• 창의적 문제해결 알고리즘(비밀병기 #2)

• 아이디어 발상 기법 및 템플릿 사용법

• 알고리즘 응용 및 Spot Practice

• What's in it for me?

• 왜 다들 힘들어하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 혁신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방해하는 걸림돌

• 문제를 보는 창, 솔루션을 여는 문

주요 내용



VI. 경영시뮬레이션교육

Overview

HITMASS

PMG

WPG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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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 MBI 경영시뮬레이션 교육 포트폴리오 및 특징

기업전략기능전략

B2B
산업

B2C
산업

사업전략

전략 수준

산
업
유
형

구분 주요 특징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외부 환경분석, 
경쟁전략 수립/실행, 기능별 전략 수립/실행, 성과관리 등

‘전략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경험’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업 진입 및 철수, 자원 활용 등

‘기업의 성장 전략 수립 및 실행 경험’

고객의 맞춤형 주문에 대응해야 하는
B2B기업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하고 운영/관리 경험’

■ MBI 경영시뮬레이션 교육 특·장점

• 산업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시장 시나리오 보유

•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이라면, 

교육생간 원격 게임 운영 가능

• 대규모 인원 동시 접속 및 진행 가능

• 보드 형식의 시뮬레이션

게임의 한계를 벗어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 데이터 제공

• Player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교육 진행 중

전문 강사진의 피드백 제공

다양한 시나리오
보유 및 활용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체험

시공간 제약 없는
Web Based Game

전문 강사진
Feedback 제공

기능 별 의사결정 및
역할 경험

• 역할에 따라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받아 팀원 간 협업 및 소통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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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MASS

교육 대상 • 기업 경영의 흐름 및 전략 수립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싶은 임직원

교육 목적 • 기업 경영 원리 이해 및 경쟁 전략 수립·실행 역량 강화

교육 시간 • 8 ~ 16H(※ 고객사가 희망하는 시간으로 구성 가능)

교육 Framework • 고객의 비즈니스에 맞춘 시나리오 제공
: B2C 산업의 모든 제품에 맞춤형 시나리오 제공

• 생산부터 A/S까지 전체 경영 프로세스 경험
: 기업 Value Chain 프로세스의 모든 기능을 경험함으로써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

• 다양한 리포트 제공을 통해 경쟁전략 수립
: 산업특성, 원가구조, 고객성향, 성장성 등의 분석을 통해 시장 특성에 따른

다양한 전략 수립

• 게임과 강의와의 조화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
: 전문 교수진이 이론 교육과 게임을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현업 적용성 향상

■ 개요

■ Learning Process

시장분석경쟁전략수립시장분석

• 시장분석및
시장진입 의사결정

•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있는비용·
차별화·집중화 전략수립

• R&D, 제품, 생산, 가격, 유통, 마케팅 등
기능별전략수립및의사결정 진행

시장철수

유지/확장

진입검토

시장진입

시장점유율, 
매출액,
순이익 경쟁

기업운영

제품개발

주력시장

Market 1

주력시장

Market 1

신 시장

Market 2
경쟁사

가격전략

유통전략 생산전략

광고전략

경쟁전략
수립/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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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G(Portfolio Management Game)

교육 대상 • 신 사업 진출,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등 기업의 성장 전략에 관심있는 임직원

교육 목적
• 산업 및 시장 분석 기반의 사업 포트폴리오의 관리 / 운영을 통해 성장전략 및

경쟁전략의 수립·실행 역량 강화

교육 시간 • 8 ~ 16H(※ 고객사가 희망하는 시간으로 구성 가능)

교육 Framework • 다양한 산업군의 복수의 시장 존재
: 다수의 산업군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경쟁하는 시스템 도입

• 현실을 반영한 핵심역량 기반의 사업확장
: 기술, 고객, 유통의 산업 간 이전효과를 고려한 성장전략 수립

•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간 활발한 M&A
: 시장 진출 및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간 M&A 진행

• 기업 간 거래 시스템 도입
: 교육생 간 자원 거래 및 협상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 개요

■ Learning Process

• 산업별 현황매력도 분석
• 자사역량및경쟁강도분석
• 사업포트폴리오 분석
• 산업진출의사결정

• 산업진입전략 수립
(M&A, 직접투자)

• 산업철수전략 수립

• 각 Function별 경쟁전략 수립 및실행
• 산업진출전략 평가
• 산업별 경쟁전략평가

평가경쟁전략수립/실행진입/철수전략자사/경쟁사분석산업분석

산업분석

산
업
별

경
쟁
전
략

수
립

전
략

실
행

및

성
과
평
가

산업 A 산업 B

산업 C 산업 D

자사

Player

경쟁사

Player

산업진입

진입 후 경쟁실패

Business
Diversification

직접투자
(R&D 투자)

산업진입

직접투자
(R&D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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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G(Winning Project Game)

교육 대상 • B2B 수주산업의 핵심 성공요인 및 프로젝트 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한 임직원

교육 목적
• B2B 산업의 수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요인 이해
• 효율적인 B2B 프로젝트 관리 방안 학습

교육 시간 • 8 ~ 16H(※ 고객사가 희망하는 시간으로 구성 가능)

교육 Framework • 실시간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게임
: 발주-수주-낙찰-운영이 Real-Time으로 진행되어 교육 중 높은 몰입도 유지

• 현실을 반영한 수주성공 요소 설계
: 입찰 금액 및 기간을 포함한 고객관계, 회사 인지도 및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수주 지연 등 Risk 발생 요소 포함
: 프로젝트 투입 인력·기간·기술력·아웃소싱 등 실시간 돌발상황에 따른 리스크 관리

• 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시나리오 제공
: 산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공하여 현업 적용성 향상

■ 개요

■ Learning Process

• 영업/고객관리
• 프로젝트발주 (RFP)

• 수주결정요소
- 수주금액 및수행기간
- 고객관계점수
- 회사인지도/ 건전성
- 프로젝트 수행기술력

• 영업및마케팅 투자
• 시설및인력배분
• 제조방식(아웃소싱 등) 결정
• 대출등금융의사결정
• 프로젝트 리스크 분산

Performance
Evaluation

DeliveryBidding RFP 분석발주

프로젝트 운영RFP 분석

계약 경쟁

성과 평가

Brand 
Equity

Client A

Client B

Client C

RFP

RFP

RFP

Partnering

CS

SCM

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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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광동제약 2019 경영 시뮬레이션 과정2019년

현대다이모스 2018 신입사원 전략수립 역량 강화과정2018년

CJ Global Leadership 과정

조인 전략적 리더십 과정

선진 2018 Young MBA

선진 해외주재원 교육 (HITMASS 영어버전)

광동제약 2018 경영 시뮬레이션 과정

현대다이모스 2017 신입사원 교육과정2017년

한국타이어 신입사원 교육과정

현대자동차그룹 신입사원 역량 향상 과정2016년

3M 마케팅 전략과정

한국남부발전 경영전략 시뮬레이션 과정2015년

삼성전자 SMA(Samsung Manager Academy)2014년

삼성전자 HITMASS 과정(신입사원~임원)

2014년
~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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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현대모비스 B2B 마케팅 과정2018년

LS산전 WPG 과정

LG화학 WPG 과정(선임~책임)

KCC 건설 2019 신임차장 과정2019년

2018년

2019년 KCC 2019 신임 부장 과정

KCC 2019 신임 차장 과정

동원산업 핵심인재 프로그램

동원 엔터프라이즈 과정

KCC 2018 신입 부장 과정

효성그룹 핵심인재 과정



VII. 미국온라인대학

Online MBA : CALIMT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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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MBA : CALIMT(California Institute of Management & Technology)

■ 개요

■ Curriculum

교육 대상 •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교육 목적 • 회계, 재무, 마케팅, 전략 등 기초 경영지식 습득
• 글로벌 이슈 및 최신 트렌드, 국가별 글로벌 비즈니스 문화 이해

교육 특징 • 미국 MBA 정식 학위 수여

• 교육 기간: 1.5 ~ 2년

• 졸업 요건: 36학점 (필수 : 25.5학점, 선택: 10.5학점)

1. Business Fundamentals & Business Ethics (21학점)

필수

• Financial Accounting (3)

• Corporate Finance (3)

• Leadership in Business (3)

• Business Ethics & CSR (3)

• Marketing Management (3)

• Operations Management (3)

• Strategy Simulation (3)

재무회계

재무관리

비즈니스 리더십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마케팅 관리

생산관리

전략 시뮬레이션

2. Global Business (6학점)

필수
• Global Business Strategies (3)

• Negotiations across Cultures (1.5)

글로벌 비즈니스전략

지역문화 기반의 협상

선택

• Doing Business in America (1.5)

• Doing Business in Mexico (1.5)

• Doing Business in Brazil (1.5)

• Doing Business in China (1.5)

• Doing Business in Korea (1.5)

• Doing Business in India (1.5)

• Doing Business in the Middle East (1.5)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멕시코에서의 비즈니스

브라질에서의 비즈니스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대한민국에서의 비즈니스

인도에서의 비즈니스

중동에서의 비즈니스

3. Elective Courses (9학점)

선택

• Global Business Communication (3)

• Project Management (3)

• HR Management (3)

• Sales Force Management (3)

• Strategic Business Plan (3)

• Big Data Analytics (3)

• Platform Business Strategy (3)

• AI in Business (3)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관리

인사조직 관리

마케팅 영업 관리

전략적 사업 계획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

AI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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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CALIMT(California Institute of Management & Technology) (2010년 ~ 현재)

학교 명 • CALIMT (California Institute of Management & Technology)

교육 대상 • 국내외 4년제 정규 대학 졸업(예정)자

교육 목적
• 글로벌 경영 역량과 Insight를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비즈니스 문화를 포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가치 지향적 인재’ 양성

주요 내용 • Business Fundamentals & Ethics / Global Business / Elective Course

■ 교육생 분포 현황

■ 졸업생 주요 Comments

I. I am satisfied with the professor so far 
(e.g., knowledgeable, responsive, provided constructive feedback)

 "I am satisfied with the professor and highly impressed about his active involvement in discussions.."

 "The professor is very knowledgeable and gives constructive feedback..."

II. Additional Comments 
(please let us know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course so far)

 "The course helps me to know how to negotiat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 effective communication

in doing business: non-verbal, direct communication, building relationship.."

 "The course provided tools for analysis of the projects and organization. .."

III. What do you consider are the strengths of the course?

 "...easy to understanding production control and quality control.."

 "Very Effective for Working Professionals..."

 "It is helpful for my project management work..."

10%

1%

16%
2%

32%

19%

8%

1%

4%1%

1%

2%
1%

1%

1%

미국

영국
체코

인도

한국

베트남 교육생 수료율

64.1%
Enrolled : 181명
Graduated : 11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