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비전을 실현하는 리더십을 완성하고
성공한 경영자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코스!

제15기
신임임원과정

성과를 극대화 하는 임원 역량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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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s
KMA 신임임원과정은 조직 내 핵심 포스트를 맡고 있는 신임 임원 및 임원 승진 예정자들이
리더십 발휘를 통해 기업이 수립한 비전 달성과 지속적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상태을 점검하고 부족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선택받은 1% 임원
임원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중소기업 평균 21년 8개월
대기업 평균 20년 그러나 전체 임원의 3분의 1은 승진한 지 2년을 못 넘기는데...

임원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기업 평균

선택받은

1%
임원

21
8

년

개월

중소기업 평균

20

년

successful executive

15th NEW EXECUTIVE PROGRAM

기업은
강력한 CEO보다
뛰어난 임원을 원한다.

임원이란 무엇인가?
임원은 기업 문화 형성의 핵심이며, 또 그들에 의해 형성된 기업문화를 통해 인재가 육성됩니다. 기업의 성패 또한
임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임원이 되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는가?
임원이 되는 순간, 그 책임감은 극에 달합니다.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는 24시간 일상을 지배하며 매순간의 성패가
임원으로서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되어 스스로를 '임시직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신임 임원들은 오랫동안 실무를 해왔기 때문에 임원이 되고도 일정 기간 실무 관련 관리 및 통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관리자가 아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유능한 임원이 되려면 어떤 스킬이 필요한가?
KMA 신임임원과정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 경영전략, 재무회계, 협상, 소통, 인적자원관리, 코칭 등
다양한 분야의 커리큘럼을 통해 기업에서 Long-run 할 수 있는 임원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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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신임임원과정
성공적인 임원을 위한 KMA 신임임원과정의 10가지

혜안!

리더십

인적자원관리

Leadership

Human Resource Management

소통

재무관리

Communication

협상
Negotiation

트렌드
Trend

경영전략
Business Strategy

Financial Management

조직혁신
Organization Innovation

10
기술경영

Technology Management

국제통찰력

Global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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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h New Executive program

Program Schedule
수업일정
"임원의 역할과 요건"
입학식 특강
연세대학교 교수 정

국내워크숍

동일

10.8(목) 15:30~18:00
15:30 ~ 18:00 오리엔테이션 및 특강
18:00 ~ 20:00 교우 네트워킹 만찬

10.16(금)~17(토)
•교우친선 골프 및 트래킹
•교우 친목의 밤
•특별강연(손자병법을 통해 배우는 리더십)
노병천 한국전략리더십연구원 원장

"패러다임 변화와
전략적 사고"
전략경영
가천대학교 교수 김

"비전경영과
인재육성"
인적자원관리

한얼

고려대학교 교수 김

태규

10.22(목) 16:00~21:00

10.29(목) 16:00~21:00

18:00 ~ 19:00 교우 네트워킹 만찬

18:00 ~ 19:00 교우 네트워킹 만찬

"경영의 맥을 짚는
기업재무관리"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한 혁신적 조직관리"
조직혁신
피플앤비즈 교수 김

재무관리

용성

서울대학교 교수 황

이석

11.5(목) 16:00~21:00

11.12목) 16:00~21:00

18:00 ~ 19:00 교우 네트워킹 만찬

18:00 ~ 19:00 교우 네트워킹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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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기술경영"
협상

기술경영
고려대학교 교수 윤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창조적 협상법"

지환

동국대학교 교수 곽

노성

11.19(목) 16:00~21:00

11.26(목) 16:00~21:00

18:00 ~ 19:00 교우 네트워킹 만찬

18:00 ~ 19:00 교우 네트워킹 만찬

"1% 리더만 아는
소통의 기술"

"변화트렌드와
다섯가지 신시장"
트렌드
유니크 굿 컴퍼니 대표

소통

송인혁

CSA 대표 윤

태정

12.3(목) 16:00~21:00

12.10(목) 16:00~21:00

18:00 ~ 19:00 교우 네트워킹 만찬

18:00 ~ 19:00 교우 네트워킹 만찬

"장수 임원의
성공 비결!"
경영자 특강
PMG회장 이

강호

12.17(목) 16:00~20:00
18:30~20:00 수료식 축하 만찬

15th NEW EXECUTIVE PROGRAM

Instructor Introduction
강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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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역할과 요건
기업의 비전 달성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핵심 가치가
조직내에 전파 ·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임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역할과 요건을 살펴보고 장수
임원으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동일
연세대학교 교수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뉴욕주립대 경영학 박사
•미국 샌디에이고주립대 교수 역임
•AMP 주임교수

패러다임 변화와
전략적 사고
무한경쟁 변화의 시대에 임원은 어떤
‘전략’을 갖춰야 하는가? 전략은 오늘날
비즈니스 기술의 핵심으로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요인 입니다. 경쟁우위를
획득하기 위해 환경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든 적절한 리더, 팀 그리고
전략을 갖는다면 반드시 전투에서 승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략적 사고를 통해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경영 전략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김한얼
가천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석사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 박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대학원 교수
•KDI국제정책대학원 우수 강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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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경영과
인재육성
조직 문제의 본질은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
기 위해서는 인사관리원칙, 철학에 기반한
'인적자원관리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재를
발굴함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
하고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임원으로서 인재 육성과 효율적인 인력운영
전략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김태규
고려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미국 Texas A&M 대학교 경영학 석사(인사관리전공)
•미국 Carnegie Mellon 대학교 경영학 석사 및 박사
(조직행위론 전공)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한 혁신적 조직관리
4차 산업혁명의 테크니컬한 물결, 밀레니얼
세대의 유입과 워라밸이 강조되는 문화적
흐름 속 우리 조직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어느때보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근무시간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더 높은
성과는 달성해야만 하는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은 업무효율화 혹은 워크 다이어트
(Work Diet)라는 개념을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의 책임으로 귀인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어떤 효율성, 생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업무효율화의 개념을 글로벌
기업들의 아이디어 속에서 엿보고 우리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찾아갑니다.

김용성
피플앤비즈 교수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하버드대학(Harvard Univ.) 최고위 협상교육 과정 수료
•휴잇 코리아(Hewitt Korea) 리더십 컨설팅 책임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다수 기업 임원교육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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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맥을 짚는
기업재무관리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은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무관리입니다. 재무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투자와
자본조달 결정으로 대표되는 재무의사
결정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 방안 수립 시 가치 평가와 성
과 분석방법을 안내하고 임원으로서 재무
관리에 대한 통찰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황이석
서울대학교 교수

•공인회계사(CPA)
•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 박사
•금융감독원 회계심의위원
•보건복지부 성과평가보상전문위원
•행정안전부 경영진단위원

변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기술경영
기업이 롱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경영자인 임원이 현업의 기술개발자와
의사소통 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획득한 기술을 관리, 가시화하는 기법, 신사업
런칭 후 기존 사업부서와의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 등 기술경영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윤지환
고려대학교 교수

•조지워싱턴대학교 경영학 박사
•맥킨지 컨설팅(McKinsey & Company) 컨설턴트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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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창조적 협상법
협상 능력은 가장 중요한 임원의 자질 중의
하나로서 경영 환경의 변화에는 뛰어난 협상
능력이 요구됩니다. 협상에서 진정한 성공은
상대방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 합의
안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성공협상의
3대 원칙인 이해관계 중심, 문제 해결 접근
및 이해 실현 과정을 소개하고 실제 사례
연구와 실습을 통해 협상의 원칙을 체득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곽노성
동국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학ㆍ석사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 대학원 경제학 박사
•제17대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한국협상학회 회장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
•22회 행정고시 합격

변화 트렌드와
다섯 가지 신시장
우리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변화의 소용돌이가 점차 빨라지고,
금융위기나 원유가(價) 급등, 전염병 창궐과
기후·환경문제로 야기되는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 등으로 사회변화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신시장 전망은 글로벌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상화 된 시대, 아는 것
으로 미지의 것을 해석하는 대신 알지 못한
다는 관점으로 그것을 그려내는 상상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기업이 준비해야
할 미래를 공유합니다.

송인혁

•Creative Director
•카이스트 대학원 전산학과 석사과정 수료
유니크 굿 컴퍼니 대표이사 •혁신 비즈니스 및 창의적 조직문화 전문가
•아쇼카재단이 선정한 세상을 바꾸는
체인지메이커(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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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더만 아는
소통의 기술
임원은 생각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성공적으로 소통하는 스피치 기술을 통해
자신감이 넘치고, 유연함과 화술을 두루 갖춘
소통의 리더로 성장해야 합니다. 발표와
면접, 강의와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리더를 위해 스피치의 모든 원리와
노하우를 넘어서는 감동적인 스피치법을
전하고 스피치에 내용을 담아 사람의 마음
을 움직이는 차별화된 스피치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윤태정
CSA 대표

•건국대학교 국문학과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실용언어학 석사
•KTV한국정책방송 아나운서
•MBC 전문 MC 3기
•KNN부산방송, UBC 울산방송 아나운서 팀장
•대한프레젠테이션협회 이사

장수 임원의
성공 비결
38세의 젊은 나이에 펌프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덴마크의 글로벌 기업, 그런포스
그룹의 CEO가 된 이후로 25년간 CEO로 활동
하며 '직업이 CEO인 남자'라는 별명으로
불리운 전무후무한 전설적 CEO로서, 퇴임
후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고 HR컨설팅 기업을
설립해 경영하고 있는 모든 임원의 롤모델,
이강호 회장과 함께 외국계기업 CEO로
장수한 비결과 기업을 지속 발전가능하게
하는 '인성경영'의 핵심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강호
PMG회장

•육군사관학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그런포스코리아그룹 회장
•다국적기업최고경영자협회 회장

15th NEW EXECUTIVE PROGRAM

Business Insight
Workshop
인사이트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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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워크숍

10.16(금) ~ 10.17(토)

태백산맥과 홍천강이 싱그러운 감성을 자아내는 곳, 비발디파크에서 진행되는 국내워크숍
워크숍 일정

10.16 (금)
<친선행사 - 골프 및 승마>
- 대한민국 10대 골프장, 아시아 100대 골프장에 선정된
비발디파크에서 진행되는 친선골프
- 럭셔리 퍼블릭 승마클럽, 소노펠리체에서 느끼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스포츠, 승마
- 교우 친목의 밤

10.17 (토)
<인사이트 특강> 손자병볍을 통해 배우는 리더십

노병천
한국전략리더십연구원 원장
•육군대학 전략학처장
•나사렛대학교 부총장
•웨스트대학교 리더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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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h NEW EXECUTIVE PROGRAM

특별초청
KMA 최고경영자조찬회

강연주제

KMA 최고경영자 조찬회는 멤버쉽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KMA 신임임원과정을 수강하시는 동안에는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CEO's Story

경영의 喜·怒·愛·樂을
통해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례를 발굴
하고 CEO간에 공감의
장을 마련

장 소 |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
시 간 | 06:40~09:00(조찬 및 강연포함)

2020년 하반기 개최 일정
Trends & Hot Issues

일 정 | 10월 30일(금) / 11월 27일(금) / 12월 18일(금)

주요 트렌드와 경제 ·
경영,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탐구를 통해 회원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제적 대응방안 제시

주요 참여기업

KMA 리더스포럼
KMA 리더스포럼은 멤버쉽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KMA 신임임원과정을 수강하시는 동안에는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강연주제

Knowledge

장 소 |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하모니볼룸
시 간 | 06:40~09:00(조찬 및 강연포함)

인문학/컬쳐/융합/웰빙
4가지 주제로 자아실현과
관련된 지식 제공

2020년 하반기 개최 일정

Insight

일 정 | 10월 8일(금) / 11월 13일(금) / 12월 11일(금)

리더십/산업/트렌드/
글로벌 4가지 주제를
통한 시대적 통찰력 향상

주요 참여기업
Innovation

HR/마케팅/전략/혁신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직과 개인 방향성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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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요강
| 지원자격 |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신임 임원
임원승진 예정자 및 보직변경 임원
공공기관, 공기업, 지자체의 고위직 승진자 및 승진 예정자
핵심인재 및 차세대 리더
| 교육장소 | 삼정호텔 (역삼동 소재)
| 수 강 료 | 회원사 450만원 / 비회원사 490만원 (면세)
* 정규수업, 워크숍 일체비용 포함

| 모집인원 | 30명 내외(정원 초과시 사전마감)
| 원서교부 및 접수 | 2020년 9월 29일(화) 한
| 지원 및 접수 | 우편접수, 메일접수, 팩스접수
| 제출 서류 | 입학지원서 1부
반명함판 사진 파일(jpg, png 형식)(2MB 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계산서 발급용)
| 교육 기간 | 2020년 10월 8일(목) ~ 12월 17일(목)
| 신청 및 문의 |
KMA 신임임원과정 운영사무국
김종화 선임연구원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9층
T. 02-3274-9386 F. 02-3274-9376 E. jongex@kma.or.kr

KMA 지역본부
충청강원본부 TEL. 042-828-6730~2 / 033-733-0071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536-9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 H타워 7층 A동 701호
부산경남본부 TEL. 051-636-8442~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
부산디자인센터 8층 806-2호
대구경북본부 TEL. 053-253-4181~7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2가 74-15
호남본부 TEL. 062-226-0100, 0116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14
제주본부 TEL. 064-727-5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탑동로4길 6-6

신청 및 문의

| KMA 신임임원과정 운영사무국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9층

TEL. 02-3274-9386 FAX. 02-3274-9376 WEB. http://www.km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