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듈 교육주제 교육내용 교육시간 

[Module 01] 

프로젝트 리더십 

개요 

[Phase 01] 

리더십 이해 

- 대규모 프로젝트 사례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요소에 대한 분석 및 파악 

- 리더십의 개념, 이론 변천에 대한 

이해 

- 21 세기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리더십 

- 리더십과 관리의 차이 

- 나의 리더십에 대한 이해도 및 

역량평가 

- 훌륭한 리더의 역량 

- 역량 진단 및 개발계획 수립  

3h 

1 일차 

[Phase 02] 

프로젝트관리 

- 프로젝트 및 프로젝트 관리의 일반 

사항 소개 

- 일반 관리와 구별되는 프로젝트의 

독특한 면에 대한 설명  

2h 

[Phase 03] 

프로젝트 리더십 

- 프로젝트에서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 

- PM 의 역할 및 탁월한 PM 이란? 

- 탁월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 팀의 발달 단계별로 본 PM 리더십 

- 리더십 유형에 대한 진단 및 각각의 

장단점 비교  

2h 

[Module 02] 

프로젝트 단계별 

리더십 포인트 

[Phase 04] 

프로젝트 착수단계 
- 착수 단계의 key 리더십 포인트  1h 

2 일차 

[Phase 05] 

프로젝트 계획단계 
- 계획 단계의 key 리더십 포인트  2h 

[Phase 06] 

프로젝트 수행통제 
- 수행 단계의 key 리더십 포인트  2h 

[Phase 07] 

프로젝트 종료단계 

- 종료 단계의 key 리더십 포인트 

- 프로젝트 사례 W/S  
2h 

[Module 03] 
[Phase 08] 

비전 및 전략수립 

-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비전과 

전략수립의 중요성  
1h 3 일차 



프로젝트 리더 

핵심역량 

[Phase 09] 

Foresight 

-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추정, 예측 

능력  

1h 
[Phase 10] 

의사결정 

- 리더의 의사결정 타입과 관련 공식 

및 의사결정시 주의할 사항 및 

능력평가  

[Phase 11] 

실행력 
- 훌륭한 리더란 실행력이 뛰어난 리더  

[Phase 12] 

동기부여 

- 동기부여의 다양한 이론 및 사례 

소개  
1h 

[Phase 13] 

커뮤니케이션&협상 

- 리더는 커뮤니케이션과 협상으로 

그의 능력을 표현함  
1h 

[Module 04] 

PM 리더십 발휘 

[Phase 14] 

성공적인 팀의 

구성요소 

- 프로젝트 팀의 문제 

- 팀빌딩 

- 성공적 팀의 구성요소  

2h 
[Phase 15] 

효율적인 

프로젝트팀의 운영 

- 효율적인 프로젝트 팀과 비효율적인 

프로젝트 팀의 운영 모습 비교 분석  

[Phase 16] 

Leadership 발휘 

- PM 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 

- 프로젝트 관리위기와 리더의 요건  

[Phase 17] 

리더와 책임감 
- 책임지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의 모습  

1h 
[Phase 18] 

Why PM 리더십 

- 프로젝트에서 왜 리더십이 중요한가? 

- 리더를 알고 Leader 로 행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