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석사와 국제코치 자격 동시 취득

국제 코치 인증과정
국내 코치 인증과정

리더십과 코칭 MBA 2019 전기 신입생 모집
국내 최초 리더십/ 코칭 전공의 정규 석사 과정

재학생/졸업생 추천 글

* 토요일 수업

국민대 리더십과코칭MBA 졸업식날 아내가 이렇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공학박사를 포함, 그 동안 공부한 여러 학위 중
이게 최고 값진 투자였다.”
남을 위해 배운 코칭이 실제는 나 자신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공부였습니다. 내가 변하니, 내 주위가 바뀌고, 조직이
변하고, 조직이 변하니, 성과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을 경험
하였습니다.
나를 찾아와서, 어떻게 건강한 조직과 사업 성과를 내는 CEO가
되었냐고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국민대 리더십과코칭MBA
과정을 추천하겠습니다.

1. 경영학 석사와 국내외 코치 자격 동시 취득 가능
· 정규 교육 과정(KLCP) 이수로 국내 코치자격(KAC, KPC)과
국제 코치자격(ACC, PCC) 취득
· 평생교육의 시대, 경영학 석사 학위 과정은 필수!

2. 리더십 과학적 지식 + 코칭 역량 향상
· 고전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리더십 이론의 체계적 학습
· 리더십 권위자들에 의한 전문가 양성

- 현) PMS 한국 지사장, 김종철님(2015년 2학기 입학)

3. 재학 중 유료 코칭 기회 보장
· 3,4학기 학생 전원에게 유료 코칭 고객 매칭
· 체계적 코칭 프로세스 체험 및 학습

4. 체계적 동문 네트워크 KCN 학습 공동체
· KCN(K-Coach Network)의 조직적 운영
· 졸업 이후에도 KCN 소속으로 코칭 및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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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
조직과 환경
최신 조직심리
리더십 이론과 모델
리더십 진단과 평가
리더육성 사례연구
비거게임 리더십
셀프리더십 개발론

나에게 국민대학교 리더십&코칭 과정이란?
"인생의 변곡점"이다 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2년의 시간.. 지식
차원의 배움을 넘어 어떻게 조직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관계를 이뤄 나가는지에 대한 인생공부를 한 느낌입니다.
맑은 눈으로 바라보고,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법을 습득
하게 해준 소중한 곳!
진정한 코치다움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과정이었습니다.
- 현) 휴러클컨설팅 실장, 이하림님(2015년 2학기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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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의 핵심역량 1, 2
코칭실습
코칭심리학
코칭의 구조와 프로세스
심화 코칭
그룹 코칭
E I 기반 라이프 코칭
긍정심리학

코치로 더욱 성장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국민대를 선택하고 시작
된 코치로서 성장의 길! '석사만 따면 되지'라는 생각이 어느덧
성장에 목말라 하는 저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
습니다.
국민대학교 리더십과코칭MBA에서 알아차린 나의 성장은
졸업과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임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 현) 리더십과 코칭연구소 소장, 김철님(2016년 1학기 입학, KPC)

더보기
리더십과 코칭 MBA 과정 더보기

원서접수
2018. 10. 15(월) - 11. 14(수)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지원자격

국내·외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학부 전공 및 계열 제한 없음

지원방법
인터넷접수

http://mba.kookmin.ac.kr
문의(경영대학원 교학팀) : 02-910-4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