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7년 1월 5일에 사립대학 최초로 설립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은 지난 50년 간 7천 5백여명에 이르는 
동문을 배출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습니다. 

  우리 행정대학원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수진을 통해 최고의 커리큘럼 제공과 
혁신적인 교육과정 개발,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특수대학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21세기 한국사회를 
주도할 핵심적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칭 리더십 최고위과정>은 이러한 우리 대학원의 교육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교육과정 중 하나입니다.
최상의 교육환경과 각 분야 최고 인재들의 강건한 인적네트워크를 가진 50년 전통에 빛나는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코칭 리더십 최고위과정>에 지원하여 여러분의 멋진 꿈을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리더입니다.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글로벌 코칭 리더십 최고위과정은 국내 최고의 행정대학원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사회, 
문화를 선도하며 세상과 소통하고 자신과 소통하여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다운 리더를 양성한다는 사명감으로 
출발합니다.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글로벌 코칭 리더십 과정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리더들에게 필요한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시야를 제공합니다. 또한 조직에 매몰되지 않고 조직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확장시킵
니다. 다음 세대 리더 양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기업, 자신과 기업의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고급 관리자를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에서는 우리사회에 필요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리더십의 형성을 목표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인 사 말

50년 전통에 빛나는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사회의 진정한 리더를 모십니다.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글로벌 코칭 리더십 최고위과정

주임교수  전  혜  림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행정학박사

곽  채  기

강 의 일 정



강 의 일 시 주 제 강  사

제1강 3월 7일 입 학 식

제2강 3월14일
변화를 읽는 리더십, 

몰랑몰랑
이장우

(Idea doctor, Trend Monster, 한국 마케팅협회 부회장)

제3강 3월 23일 워 크 샵

제4강 3월 28일 왜 코칭리더십인가?
전혜림

(주임교수, 라임자산연구소 대표) 

제5강 4월 4일 내면의 나를 만나는 길
 김온양

(아하코칭센터 대표)

제6강 4월 11일
행복, 배움으로 다르게 

사는 법

한준상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 HRD협회 협회장,

AHRD 국제 전문저널 편집위원)

제7강 4월 18일 열정과 몰입의 원천
이창준

(그루피플스 / (주)아그막 대표, 경영학 박사,

이화여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제8강 4월 25일 진성코치의 길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코넬대학교 겸임교수,

대한리더십 학회 학회장, 조직경영개발학회 학회장)

제9강 5월 2일 동반주도형 리더십
신제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경영학박사, L&P Society 대표)

제10강 5월 9일

왜 4차산업혁명을 
주목해야 하는가?

박서기
(IT혁신연구소 소장)

선후배 교류의 밤

제11강 5월16일  코칭리더십 진단과 분석 버크만코리아

제12강 5월 23일 CEO코칭리더십
김상임

(블루밍경영연구소 대표, 비즈니스 전문 국제인증코치(pcc))

제13강 5월 30일 코칭, 인문학에 길을 묻다
오정근

(국민대학교 교수)

제14강 6월 20일
다르게 생각하는 연습, 

틀을 깨라!!
박종하 

(창의력연구소 소장)

제15강 6월 27일 수 료 식

* 상기 일정과 교수진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 의 일 정



글로벌 코칭 리더십 최고위 과정은?

  21세기는 ‘코칭형 리더’의 시대입니다.

  <글로벌 코칭리더십 최고위 과정>은 CEO 개인의 능력의 발휘만이 아닌 조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코칭형 리더로써의 자리매김을 통해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코칭형 리더’는 리더의 고정관점을 내려놓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그들과 함께 가치있는 일

들을 이뤄가는 이 시대 정말 필요한 리더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 코칭형 리더십 스킬 함양 및 실질적인 정보와 지식의 교류, 인적교류의 장으로서 실천형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서울브랜드포럼 회장

국세청 홍보자문위원회 위원

전)이메이션코리아 대표

전)국가브랜드위원회 자문위원

GURU People’s (주)아그막 대표

이화여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사)한국경영조직개발 학회 부회장

지혜로운학교 상임이사

(사) 한국조직경영개발학회 회장

(사) 대한리더십학회 회장

(사) 한국공정개래학회 부회장

이화여대경영대학 인사조직전략교수 

미국 코넬대학교 조직행동론학과 겸임교수 

진성리더십 아카데미 자문교수

(주)블루밍경영연구소 대표
기업경영 전문코치(국제인증코치)
삼성SERI Pro <팀장의 품격>
(사)에코맘코리아 기획이사 
전)CJ프레시웨이 단체급식본부장
전)CJ푸드빌 경영지원실장/빕스사업부장 
CJ제일제당 기획/전략/경영관리/신규사업기획

주 요 교 수 진

이  장  우 이  창  준

윤  정  구 김  상  임



  4차혁명이 대두되는 경영환경 속에서 나날이 달라지는 인간적 조직 문화에도 많은 변화와 노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업의 새로운 도약, 고객과의 동반성장, 글로벌 경쟁력 등 지속 성장을 위해 경영자의 리더십에도 

과거와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동국대 글로벌 코칭리더십 최고위과정은 조직을 운영하고 인간관계를 중시해야하는 관리자 및 경영자들

에게 최적의 코스라 믿으며, 도전과 열정의 여러분들께 꼭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동국대학교 글로벌코칭리더십 과정은 과정을 이수한 원우님들을 위해 수료후에도 언제나 학업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매기수 새롭게 특강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모든 원우님들과 함께 진행합니다. 

더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함께해 주세요.

인 사 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글로벌 코칭 리더십 최고위과정

원우회장  한  동  빈



▣ 교육기간 : 2018년 3월 7일(수) ~ 6월 27일(수) <15주>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18:30~19:30 식사, 19:30~21:20 강의

▣ 교육장소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첨단강의실

▣ 교육특전

   •동국대학교 총장 및 행정대학원장 공동 명의의 수료증 증정

   •활발한 원우회 활동을 통한 폭넓은 네트워크 구축

   •전략적 리더십 교육, 코칭 리더십 교육 및 자기계발로 글로벌코칭리더자 양성

▣ 전형방법 및 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 : 2017년 12월 3일(월) ~ 2018년 2월 28일(수)

   •합격통보 : 서류전형, 개별통보

   •등록마감 : 2018년 2월 28일(수)

 

▣ 원서교부 및 접수방법 

   •우편접수 : 04620  서울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글로벌 코칭리더십 최고위과정

   •방문접수 : 서울 중구 필동3가 26번지 사회과학관 3층 행정대학원

   •e-메일 접수 : 개별 문의 후 접수 / hyerim714@naver.com

▣ 지원자격

   •정부, 정당, 기업체, 법조계, 공공기관, 문화계 등 고위급 인사

   •기타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분

                                 

 [등록금] 

    395만원 (원우회비 별도) 

   •학교계좌 : 신한 140-011-666659 동국대학교 행정_코칭리더십

   •반드시 수강생 본인 명의 입금 

 [문의처]

   •전혜림 주임교수 Cell : 010-4585-3949 / Tel : 02-2260-3102

   •김대선 교육이사 Cell : 010-3127-0738 / Tel : 02-2260-3102

                        제3기 글로벌 코칭 리더십 최고위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