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수준’, 어디에서 출발하시겠습니까?

IGM
교수양성 과정
전사로 퍼지는 현업의 경험과 노하우!
평생 직업을 만드는 최고의 준비!

일반적인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이 아닙니다.
교육생의 마음을 사로잡는

IGM 강의의 독특한 비법을 배우고
실제로 강의 기회를 갖는 과정입니다.
나의 전문성과 경험을
명쾌하게 나누고, 제대로 평가 받는

‘최고 수준의 강의’, 지금 시작하세요!

Contents
IGM Contents Design

Delivery

IGM Contents Develop

내가 가진 전문성과 경험을 1시간 강의 Contents로 제작
: 누구나 납득하고 공감하는 IGM의 독특한 논리를 담습니다.
(실제 개발비 천만원 이상)

실제강의참여

IGM Delivery Core Skill

Practice & Feedback

강의 리허설을 통해 날카롭고, 인정사정 없는 IGM 피드백
: 15년 IGM 강의의 전통과 노하우를 경험합니다.

IGM 지식나눔 콘서트,
IGM 교육 중 현업 사례 강의 초빙

실제 강의 기회를 드리고(소정의 강사료 지급), 지속적으로 지원

IGM 교수 양성 과정
수십년 경험과 노하우를
임직원, 그리고 세상과 나누는 평생 직업 프로젝트!

담당 교수

Contents 및 강의 지원

IGM 교수 양성을 거쳐
Best 교수가 된 교수진 참여
•IGM 강의를 통해 경험한 노하우와
IGM 강의의 비밀을 모두 전수

IGM 컨텐츠연구소 참여
•1시간 내외의 강의안 구성,
강의 리허설에 대한 피드백 등 1:1 지원

실제 강의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IGM 지식 나눔 콘서트, IGM 교육 중
현업 사례 공유에 초빙(강사료 지급)
•사내 강의 활동을 지원 Tool 및 수시자문

커리
큘럼

등록
안내

일정

●

상세내용

1회차 (7H)

• IGM 강의의 핵심 : Contents, Audience, Instructor
• IGM Contents 디자인 A to Z, 모의 실습

2회차 (7H)

• IGM 강의안 개발의 핵심 포인트
•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강의안 개발 실습

본인의
강의안 개발

3회차 (7H)

• Audience를 사로 잡는 IGM 강의의 비밀
• Instructor로서의 자세, 역할, 그리고 미래

최종 강의안

4회차 (7H)

•강의 리허설 및 피드백 : 소규모 그룹별, 개별 피드백
•지식 나눔 실천(진정성) 서약 및 Wrap-up

강의/피드백
영상 제공

교육대상 : 반별 15명(등록 선착순)

			 마케팅, 생산, 개발, 지원 부문 동일 경력 10년 이상자
단, 블록체인,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전문가는 경력 무관
교육기간 : [ 주중반 ] 2018년 11월 29일, 12월 6일, 13일, 20일 / 매주 목요일
		 [ 주말반 ] 2018년 12월 1일, 8일, 15일, 22일 / 매주 토요일
			 09:30~17:30 / 총 28시간 / 주간 과제 수행 및 피드백 진행
●

●

교육장소 : IGM 세계경영연구원 본원(서울 장충동, 교육 장소는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교 육 비 : 300만원(VAT없음)
* 2015년 이후 공개교육 졸업생 10% 할인, 10월 조기 등록 10% 할인(중복 가능)

●

과제 / 피드백

교육문의 : 오유경 지식매니저

T. 02)2036-8585 E. ykoh@igm.or.kr

본인의
강의 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