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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목표

- 코치로서 Self Awareness(자기이해)를 강화한다.

- Life Style의 수정을 통한 Common Sense(타인수용)를 향상한다.

- 내면의 변화 체험을 통하여 고객의 코칭 만족도를 레벨업한다.

▪ 교육 대상 : 대학원 코칭전공자 및 KAC 이상 20명 내외

▪ 교육 방법 :  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 교육 일정 : 2021년 1월 08~2월26일 19시~22시

매주 금요일 총21시간, 설연휴 제외

▪ 교육 신청 :  우측 상단 QR코드 접속

▪ 교육 비용 : \ 200,000/인 (정가대비 50%할인가)  

▪ 내용 문의 : 아들러코칭센터 민선정 코치(010-4336-6634, esjaymin@gmail.com)

Coaching with Adlerian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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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제 세부내용 시간 방법

M.1

Who am I ?

➢ 나는 누구인가?_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Identity코칭

1. 아들러 심리코칭에 대한 이해

- 아들러 심리학의 인간관, 코칭과 아들러심리코칭

- 진행과정 안내_ 그라운드 룰

2. 참가자 소개 및 상호 환영의 시간

3. 인생목적 진단

- 우월성 / 통제성 / 관계성 / 편안함 추구

4. Life Goal 과 Life Style

3H

강의

진단

조별토의

➢ 초기기억과 Identity _ 초기기억 분석하기

1. 초기기억이란?

2. Private Logic과 가족과의 관계찾기

3. 리더십 개발과제

4H

강의

실습

조별연습

M.2

Where to go ?

➢ 5 Life Task _ 다섯가지 인생과제

1. 일, 가정, 우정, 자신, 영성 _ 삶의 목적

2. 5 Life Task 관계도

3. 5 Life Task Evaluation

4. 인생개발과제 찾기

3H
강의

조별실습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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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제 세부내용 시간 방법

M.2

Where to go ?

➢ New Life Style

1. As If _ 나는, 사람들은, 세상은, 그러므로 나는…,

2. Transformation Process

- Private Logic , Common Sense,  The Choice

3.  Misbehavior

4H
강의

조별 실습

M.3

How to get 

There?

➢ 용기부여_ CCE Encouragement

1. 용기부여란?

2. 공동체 용기부여와 행동변화 방법

3. 용기부여시 고려할 사항

4. 용기 나눔 Play

3H
강의

조별 실습

➢ MVV 

1. 새로운 비전, 미션, 밸류

2. 5 Life Task 기준으로 미션 정리

3. MVV CAP 만들기

4. Action Plan _ 리더십개발과제에 대한 액션플랜

5. 과정 마무리

- 격려편지쓰기, 소감 발표

4H

강의

액션플랜

나눔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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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차세대리더 양성과정 코칭 워크샵

Work   Experience

김두연코치Ph.D., MCC

현)  아들러코칭센터대표

현)  아주대경영대학원겸임교수

현)  한국코칭학회이사

전)  한국코치협회부회장

전)ICF Korea 회장

전)  한국코칭센터대표

전)  LG인화원교육/인사팀장

전)  LG전자교육담당

Educational Background

경희대학교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교육학석사

Indiana Univ. ISD수료

ICF 인증코치, MCC

한국코치협회인증코치,KPC

AdlerianCertifiedCoach

코칭3, 5 00시간이상

임원코칭: 두산그룹사장단 , LG전자, 삼성엔지니어링, 한국은행, LG이노텍,아모레퍼시픽, 다케다제약,,ASML,등

팀장코칭: 두산중공업, LG전자, LG화학, SK텔레콤 ,SK하이닉스, LG이노텍,, 포스코, 현대모비스등

코칭강의: 삼성생명, 현대하이스코, 현대건설,  현대오일뱅크, 포스코ICT, 기아자동차 ,  CJ 등

대학강의: 아주대학교, 남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백석대학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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