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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명
한글 리더를 위한 비전과 자기성취

영문 Vision of Leader Self-Accomplishment

교과개요 및 
학습목표

한글

이 수업에서는 셀프 리더십과 공동체리더십을 배우고 훈련한다.
<학습 목표>
1.각자가 자기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
2.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형과 방법을 배운다

영문

In this class, we learn and train self-leadership and community- 
leadership.The goal of this class is as follows. 1.Each person can set 
goals and plans in his or her life and control the process. 2. Students 
learn the types and methods of exerting influence within the community.

키워드
한글 리더십, 비전, 공동체, 영향력, 가치

영문 Leadership, Vision, community, value

교재 및 참고문헌
1.셀프리더십실천 4단계 매뉴얼(고명희·김영미. 도서출판W)

2.지도력의 원칙(블레인 리. 김영사)

주차 강의 주제 강의 내용 비고

1
오리엔테이션
Orientation

1.수업의 목표, 일정에 대한 안내
2.팀워크의 조건  3.팀워크 관련 체크 리스트 
만들기 4.협동과 협업
2.Conditions for great teamwork. 
3.Teamwork checklist.

팀, 팀워크, 
체크리스트, 협동
Team. 
Teamwork.Teamw
ork checklist. 
cooperationCollab
oration

2
비전과 가치
Vision and value.

1.비전의 의미 2.비전의 구성요소 3.비전과 
목표의 차이
1.The meaning of vision 2.The element of 
the vision. 3.Difference between vision 
and goal.

비전,  가치, 베토벤 
바이러스, 핵심이념
Vision, Value.

3

자기성취를 위해 갖춰야 
할 것
What you need to have 
for self-Accomplishment

1.아주 작은 습관의 힘
2.시간관리의 기술 3.모닝페이지를 하는 방법 
4.모닝페이지의 효과

습관, 모닝페이지, 
시간관리
 Habit, Morning 
page. 



1.The power of habit. 2How can I manage 
my time well? 3.How to write the morning 
page. 4.The effects of the morning page.

Time-Management

4
네트워크의 의미와 방법
Meaning and method of 
network.

1.정보통신혁명 2. 네트워크의 변화 
3.네트워크의 의미와 관리방법
4.인맥관리의 방법
1.Information-Communication Revolution 
2.How have people's relationships 
changed? 3.The meaning of the network 
and how to manage it.4.How to manage 
personal connections.

정보통신혁명, 
네트워크, 인맥관리
Information-Com
munication 
Revolution, 
Network, people's 
relationships 

5
존재를 크게 하라
-자기 탐색
Reflect on yourself.

1. 비유로 자기 표현하기(나는 이 세상의 
무엇과 닮았을까?)
1. Expressing yourself with a metaphor.

Metaphor.
Your 
characteristics.

6
존재를 크게하라-욕구 
발견하기
Finding your own desire

1.비전이 시작되는 곳, 나의 욕구
2.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50가지 쓰기
1.Where the vision begins; My desire
2.Writing 50 things that I really want to 
do.

비전, 욕구, 
버킷리스트, 꿈, 
목표
Vision, Desire, 
Bucket list, 
Dream, Goal

7
존재를 크게 하라-목표 수립
Setting goals.

1.목표의 중요성
2.목표수립의 기술 3.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기
1. The importance of goals. 2How do you 
set goals? 3. Make a checklist of things 
you can do right away.

8
중간고사
midterm examination

9

공동체리더십-영향을 미치는 
것
Power process

1.영향력, 쉼 없이 주고 받는 에너지
2.나는 지금까지 무엇의 영향을 받고 살았는가?
3.나는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1.We always give and receive. 2.What 
have I been influenced by so far? 3.How 
have I influenced the people around me?

Power process, 
Influencing.

10

공동체리더십-영향을 
주고받는 방법과 유형
Methods and types of 
influences.

1.내가 있는 여기는 어디인가? 2.4차 
산업혁명시대를 사는 우리들 3.사회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구체적인 형태 파악하기 
1.What's the world I live in? 2.We're 

영향력
강압적 지도력
Power process



living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3.Specific forms and methods 
of influence.

11

공동체리더십-고유성이 
묻어나는 영향력
Influence based on your 
uniqueness.

1.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를 표현하기
2.나의 고유한 특성 말하기
3.나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1.Expressing myself as the only one in 
the world. 2.Tell us your unique 
characteristics. 3. How do I influence 
based on my unique characteristics?

고유성, 개성,
uniqueness. 
characteristics

12

공동체 리더십 
-어떻게 읽을까?
How should I define 
it(leader, leadership)?

1.나는 어떻게 읽을까?(각자적으로 해석하기)
2.각 팀에서 정의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스토리 
짜기
3.스토리텔링의 중요성에 대해 알기
1.How should I define it(leader, 
leadership)?
2.Make a story based on the leadership 
defined by each team. 3.The importance 
of storytelling.

storytelling,
Individua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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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퍼포먼스 발표
Present the performance 
that each team 
prepared.

1.각 팀에서 준비한 리더십과 관련한 퍼포먼스 
발표하기 2.리더십 퍼포먼스에 대해 피드백하기
1.Present a performance related to 
leadership prepared by each team. 2. 
Feedback on leadership performance.

리더, 리더십, 
퍼포먼스, 팀워크
lead, leadership
performance, 
team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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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퍼포먼스 발표
Present the performance 
that each team 
prepared.

1.각 팀에서 준비한 리더십과 관련한 퍼포먼스 
발표하기 2.리더십 퍼포먼스에 대해 피드백하기
1.Present a performance related to 
leadership prepared by each team. 2.2. 
Feedback on leadership performance.

리더, 리더십, 
팀워크
lead, leadership
performance,team
work

15
기말고사
final exami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