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지 말고 코칭하라!

성과코칭클리닉

많은 리더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회사를 키울 수 있을까? ’
회사는 사람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회사를 키울까를 고민하기 전!

어떻게 사람을 키울까를 고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코칭이란, 결국 상대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더욱 가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일입니다

정말로 회사를 키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코칭’ 하십시오
그러면 ‘태도만’ 좋았던 당신 부하의 ‘성과도’ 좋아질 것입니다.

“ 부하를 코칭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

“ 나는 CEO가 아니라 코치다 ”

<포춘> 선정,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경영자 1위이며

파산 위기에 놓인 닛산의 최고운영책임자(COO)로 부임하여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인물!

1년 만에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킨 인물!

변화의 시대에 관리자의 중요한 역량은
부하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내적인 힘을 이끌어 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코칭이라고 말하며
누구보다 코칭을 강조하였습니다.

곤은 취임 후 3개월동안
600명의 중견간부들과 1대1 코칭을 하면서
닛산을 회생시킬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끌어내었습니다.
- 카를로스 곤 (Carlos Ghosn) -

- 잭 웰치(Jack Welch) -

왜
성과코칭
클리닉인가?

성공적인 코칭으로 부하직원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코칭 스킬을 마스터 하는 과정입니다.

코칭의 중요성과
전제를 이해
단순-반복적인 면담이 아닌
리더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코칭을 이해

구체적인 코칭의
스킬과 프로세스 체득

상황과 목적에 따른
코칭 활용법 제시

(자가테스트, 실제부하직원 분석, Role-play)
Activity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코칭 Tool 습득

코칭의 5 Step, 태도와 능력에 따라
활용가능 한 개별 코칭 방법 학습

이미 500대 기업의 CEO와 핵심리더의 약 70%(포춘지 집계)가 상시적으로 코칭 리더십을 적용 중

커리큘럼

일자

모듈
Intro

나를 보기

Part 1

코칭 마인드 셋

Part 2

코칭 트레이닝

상세내용
●

나는 어떤 리더인가?
- [자가진단] ‘나는 몇 점짜리 코치인가’ 체크 및 결과 확인

●

리더의 역할과 성과관리의 트렌드
코칭이란?

●

Day 1

●

코치의 ‘보기’ : 관찰하기
코치의 ‘듣기’ : 경청하기
코치의 ‘말하기’ : 질문하기

●

Activity : 시나리오 기반 코칭 실습

●

Part 3

코칭 플러스

Part 4

코칭 솔루션

Part 5

코칭 클리닉

●

- 코칭 5 Steps
●

이럴 땐 어떻게?
- 세대별/유형별 직원 코칭 방법
- 상황별 피드백

●

Activity : 모의코칭 시뮬레이션
- 3개의 시나리오, 3인 1조 역할 (코치-피코치-관찰자 모두 경험)
- 상호 피드백

Day 2

참여기업
&
코멘트

1~22기 종합 평가평균 9.5(A+), 원우추천도 95%

“ 23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평가받는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로 터득한 비결들을 쉽게 알려주고,
잘못된 습관이나 미처 생각 못했던 스킬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신도섬유 정덕진 대표이사 -

“ 잘 짜여진 커리큘럼, 열정적인 강사!
그리고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교수법 ”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헌신적인 교수님의 열강과 Staff 분들의 헌신에 의해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 디앤에프 코리아 이재형 이사 -

“ 이미 많은 코칭 경험과 능력을 겸비하신 분들께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많은 코칭 경험과 능력을 겸비하신 분들께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채워 줄 수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고영테크놀러지 성은형 부장 -

등록안내

교육기간

2일 과정 / 09:00~18:00 (총 16시간)
24기_ 2019년 06월 25일(화) ~ 26일(수)
25기_ 2019년 10월 17일(목) ~ 18일(금)
26기_ 2019년 11월 28일(목) ~ 29일(금)

교육대상

조직 내 모든 리더

교육비

100만원 (VAT없음)

교육장소

IGM 세계경영연구원 (서울 장충동 소재)

교육문의

IGM 공개교육 본부
T. 02)2036.8585

E. oe@igm.or.kr

H. www.ig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