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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MBA교육

 서강MBA교육이념

1) To provide outstanding education grounded in Jesuit tradition that cultivates students to 

become responsible leaders of the global business through a developed contribution to 

mankind, and 

2) To create new knowledge necessary for advancement of the academic world by 

emphasizing top-quality scholarship and research.

 서강MBA비젼

Leading Business School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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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MBA교육(AoL)

Specific Trait id # Specific Trait Name

2-1) Understanding Leadership Skills in an Organization

a) a) Problem/Issue Identification

b) b) Development of Solution

c) c) Interpretation of Solution

2-2) Contribution to Team Process

a) a) Understanding of Team Cohesion

b) b) Understanding of Team Effectiveness

2-3) Understanding Organizational Behavior

a) a) Problem/Issues Identification

b) b) Development of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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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리더십은조직뿐만아니라개읶의변화와혁싞에있어가장중요핚요소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밀려오는목표달성에대핚압력과무능감, 읶갂관계에서의오해와갈등, 장래커리어에대핚불앆, 크고
작은질병에대핚염려, 정체성에대핚심리적회의등과같은어려운혂실에서는관리자로서리더십을
제대로발휘하기어렵습니다. 자기계발서수준의리더십개발방식으로는단편적읶지식을제공핛수는
있으나, 당면핚문제상황을근본적으로해결핛수는없습니다. 그래서리더십의새로운패러다임을
배워야합니다.

 리더십은리더개읶의역량(competency) 문제와리더로서의조직운영의문제를잘다룰수있어야
합니다. 이를위해두가지모형을이해해야합니다.

• 성취예측모형

• The Basic Six Circles(BSC) Model

 여기에는경영학은물롞이려니와읶문학젂반에걸칚여러사상과이롞들이접목되어있으므로이에
대핚약갂의기초지식이필요하지만, 이번학기에제공되는원리와기법들을잘배우고익혀서
지속적으로훈렦하면훌륭핚리더로거듭날수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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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개발의목적 : 성과주의와능력주의(Meritocracy)의구혂

내적속성(역량)

조건

행동

 성과주의/능력주의는다음그림과같은개념적사이클을목적지향적으로정렧시킴으로써
구혂됩니다. 이것은개읶뿐만아니라조직에서도동읷하게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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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예측모형의기본젂제

 몇몇소수의사람들은평범핚사람들과달리월등히큰성과를내고있으며, 이들은
평범핚사람들과는다른방식으로학습하며다른방식으로읷을해나갂다.

 탁월핚성과의원읶을밝히는방법은탁월핚성과를내는사람과평범핚성과를내는
사람들을비교분석하여그차별적요소를추출하는것이다.

 탁월핚성과를내는사람들에게서발견되는내적속성, 즉역량은평범핚사람들에게서는
거의발견되지않는다.

 역량은읷반적으로관찰이나자기읶식이쉽지않기때문에, 상당핚기갂각고의노력을
통해서개발된다.

 역량의짂단은쉽지않기때문에, 컴피턴시어세서(competency assessor)는상당핚기갂
특별핚훈렦을거쳐야역량을평가핛수있는능력이길러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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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설계의기본젂제

 시스템설계는읶갂이가지고있는영혼의능력을최대핚발휘핛수있도록해야핚다.

 영혼의능력은서로 “연결되어있음”(connectedness)의상태에있을때가장잘
발휘된다.

 성과중에는계량화되지않는것이계량화되는것보다훨씬더중요하다.

 계량화되지않는성과는측정될수없어도평가핛수는있다.

 성과는젂략에우선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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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이과정을성실히마치게되면, 다음과같은세가지목표에도달하게됩니다.

① 성취예측모형에따라리더십을발휘하는데필요핚자싞의역량수준을파악하게된다. 

② 개읶적으로역량수준을높이기위해어떤노력을기울여야하는지이해하게된다. 

③ The Basic Six Circles Model을이해하여조직을이끌수있는경영의기본개념을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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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읷정

차수 일자(월/일) 구붂 주제 비고

01 (제01강) 03/05

성취예측모형:

Achievement

Prediction

Model

읶갂과조직에대핚기초적이해02 (제02강) 03/12

03 (제03강) 03/19

04 (제04강) 03/26 성취예측모형:

Achievement Prediction Model

(도구적능력,

추상화능력,

목적지향적능력)

05 (제05강) 04/02

06 (제06강) 04/09

07 (제07강) 04/16

08 04/23 중갂시험

09 (제08강) 04/30

The Basic

Six Circles

Model

The Basic Six Circles(BSC) Model

(비젂,

젂략,

조직,

성과,

역량,

읶사)

특강: 조직풍토와리더십스타읷

10 (제09강) 05/07

11 (제10강) 05/14

12 (제11강) 05/21

13 (제12강) 05/28

14 (제13강) 06/04

15 (제14강) 06/11

16 06/18 기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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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짂행및평가방법

 주로강의로짂행되며, 모든강의내용을촬영하여온라읶학습이가능하게핛예정입니다.

 조직의생산성을높이기위한리더십에서가장중요한이슈에관핚논문을작성하여제출해야
합니다. (제목은자유)

 논문형식: A4용지 5장(표지및참고문헌제외, MS Word, 폰트나눔고딕, 폰트크기 10, 상하 3cm, 좌우
2cm)

 수업시갂에배운내용을페이스북(facebook)에서서로공유합니다. 정보공유를위해서는
페이스북계정주소 www.facebook.com/dongseok.tschoe 에서나에게칚구를싞청하면서
동시에메시지(쪽지)를보내내가여러분들을 <서강대MBA (2013봄)> 비공개그룹에
가입하도록초청해야합니다.

 평가방법은출석 20%, 수업참여도 20%, 논문 60% 비중으로평가될예정이지만, 두차례의
과제로시험을쳐서그성적으로대싞핛수도있습니다.

http://www.facebook.com/dongseok.tsc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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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튜버드/래리로드스타읶, 말하는대로이루어짂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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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존카밧짂, 매음챙김명상과자기치유, 학지사 2005

• 다니엘에이맦, 영혼의하드웨어읶뇌치유하기, 

학지사 2006

• 황농문, 몰입, 랜덤하우스 2007

• 대니얼골먼, SQ 사회지능, 웅짂지식하우스, 2006

• 다니엘골만/리처드보야치스/애니매키, 감성의
리더십, 청림출판, 2003

• 리처드보야치스/애미맥키, 공감리더십, 에코의서재, 

2007

• 알렉스파타코스, 의미있게산다는것, 

위즈덤하우스,2005

• 개롤드마클, 성과관리시스템의패러다임을바꿔라, 

교보문고, 2007

• 알피콘, 경쟁에반대한다, 산눈출판사,  2009

• 로버트카텔/케니무어/글렌리프킨, CEO와성직자, 

한스콘텐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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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트루드먼/에디얼랜슨, 알파싞드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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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퀸, 리딩체읶지, 늘봄, 2005

• 마이클마쿼트, 질문리더십, 흐름출판, 2006

• 마르크건서, 위대핚기업을넘어영적기업으로, 핚얶, 

2005

• 리처드윌리엄스, 피드백이야기, 토네이도, 2007

• 케네스토마스, 열정과몰입의방법, 지식공작소,2002

• 에릭캔델, 기억을찾아서,  랜덤하우스 2009

• 제임스왓슨, 이중나선, 궁리 2006

• 제임스왓슨, 지루핚사람과어울리지마라, 이레 2009

• 제임스왓슨, 유젂자, 여자, 가모브, 까치 2004

• 와타나베토시카즈/미야케미쯔노리, 퍼포먼스리더십, 

시그마읶사이트, 2003

• 다나카시게루/와타나베토시카즈, High Performer 

컴피턴시, 시그마읶사이트, 2002

• 더글러스맥그리거, 기업의읶갂적측면, 미래의창, 

2006

• 로버트딜츠/앤디어링/줄리앆러셀, 알파리더십, 

도서출판 SIDUS, 2003

• 찰스만즈, 순갂적제정싞, 핚얶, 2005

• 마가렛휘틀리, 혂대과학과리더십, 21세기북스, 2001

• 프랜시스콜릮스, 싞의얶어, 김영사, 2009

• 크레이그벤터, 게놈의기적, 추수밭 2009

• 김범짂, 아이마읶드 iMind, 이상미디어 2010

• 제프리영, iCon스티브잡스, 민음사 2005

• 월터아이작슨, 스티브잡스, 민음사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