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시간

IT Business Consultant Academy

09:30~17:30 (35시간/5일)

교육장소

광화문 소재 한국생산성본부 강의장

-3호선경복궁역바로연결

-5호선광화문역1번출구도보로5분거리

www.kpc.or.krwww.kpc.or.kr

교육일정

y

1차 / 2011-02-21(월)~2011-02-25(금) 

2차 / 2011-05-23(월)~2011-05-27(금) 

3차 / 2011-09-26(월)~2011-09-30(금) 

4차 / 2011-11-28(월)~2011-12-02(금) / ( ) ( )

Next-Generation
IT Leader’s Trai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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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Business Consultant Academy

교육소개 IMFORMATION

교육소개

Information

교육소개 IMFORMATION

교육시간 09:30 ~ 17:30 [

접수시간 09:00 ~ 09:30

교육장소
광화문 소재 한국생

[3호선 경복궁역 6교육소개 [3호선 경복궁역 6

교 육 비
(교재/중식 포함)

일반기업 : 100 만

회 원 사 : 90 만원

고용보험
환급액

중소기업 재직자 :

(상기 환급액은 입

-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

개개인의 탁월한 능력과 스킬이 요구되고

- 논리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 방법을 통

의 핵심역량을 정의하여 일방적인 학습과

교육개요 INTRODUCTION

의 핵심역량을 정의하여, 일방적인 학습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리딩할 수 있는

- 컨설턴트로서의 기본 자세(Attitude)부터

지를 터득하며, 이를 통해 경영자의 View

드립니다.

- 과거의 외부 컨설턴트들이 수립해 놓은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통해 전략의 실행력

고자 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엄선한 Gl b l 기업의- 한국생산성본부가 엄선한 Global 기업의

정한 IT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의 Core C

니다.

교육목표 GOAL

- IT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갖춰야 할 기본

: 창의적이며 진취적인 업무 수행과 고객

- IT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갖춰야 할 능력

: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과 분석 능력을

- IT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갖춰야 할 직무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 및 보고서

- IT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갖춰야 할 경영

: 최고 경영자의 관점에서 기업에 나아가

트

“기업에 최고의 가치(Value)를 제공하는 컨

가치입니다.

미

35시간/5일]

생산성본부 강의장

6번 출구 연결 /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6번 출구 연결 / 5호선 광화문역 1번 출구]

만원 / 2인 이상-95 만원

원 / 2인 이상-90 만원

 193,243원 / 대기업 재직자 : 157,595원

과자가 20명 기준에 해당하며 예정 금액 입니다.)

으로 최적의 IT자원을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업 구성원

고 있습니다. 

해 Consultancy를 확보하고 기업 내 IT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

과 개요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컨설턴트로서 실제 전략을 수립과 개요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컨설턴트로서 실제 전략을 수립

실무 중심의 컨설턴트 양성 교육프로그램입니다.

터 시작하여 컨설턴트가 기업에게 제공해야 하는 Value가 무엇인

w를 가지고 기업을 진단하고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시켜

100점짜리 전략을 현업 실무자들의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 및

력을 높여 200점짜리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컨설턴트를 양성하

의 St 컨설턴트와 전략 IT PM 부문의 명강사로 구성되어 진의 Star 컨설턴트와, 전략, IT PM 부문의 명강사로 구성되어, 진

Competency를 함양할 수 있는 고급 컨설턴트 양성 프로그램입

본자질(Attitude)을 함양한다. 

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중심의 컨설턴트

력(Consultancy)을 개발한다.

을 통해 높은 업무 수행 능력을 보유한 컨설턴트

무수행 능력(Skill)을 배양한다.

서 작성을 통하여 고객에게 명확한 Vision을 제시하는 컨설턴트

영 마인드(View)를 확보한다.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Enterprise적 사고 능력을 갖춘 컨설턴

컨설턴트” KPC IT 비즈니스 컨설턴트 양성 과정이 추구하는

2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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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소개

Information

- 본 교육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컨설팅 Too

전문 노하우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IT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핵심역량(Core C

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컨설턴트의 검

니다.

교육특징 FEATURE

교육소개

교육대상

- IT 비즈니스 컨설턴트로서의 영역을 Stra

Consulting으로 세분화하여 영역별 주요

업에서 내부 컨설턴트로서 활동할 수 있도

-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 각 영역별로 경

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드립

- IT/정보통신업체 : IT 컨설팅, SI컨설팅, 
- 제조, 유통, 금융 등 일반기업 및 공공기
- 정보화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 CEO 및
- 경영컨설팅 관련 전문직 종사자, 기존 IT
- IT계열로의 경력전환 희망자 및 기타 IT컨

교육대상 TARGET

교육체계도 FRAMEWORK

미

ol과 방법론은 글로벌 컨설팅기업 및 국내 유명 컨설팅기업의

. 

Competency)를 Consultancy, Skill, Attitude로 정의하고, 현

검증을 통해, 교육과정을 구조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

ategy Consulting, Business Process Consulting, IT 

방법론과 컨설팅수행역량을 이론/사례/실습을 통하여 실제 현

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컨설턴트가 Mentor역할을 하여 교육생들의 현

립니다.

마케팅, 기술영업부서의 임직원
기관 : 정보화 추진부서, 정보시스템, 경영기획 관련 임직원
및 임직원
T컨설턴트 및 IT컨설턴트 희망자
컨설팅에 관심이 있는 분

3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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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CONTENTS

교육내용

Information

모듈 주제

교육내용

[Module 01]
Consultant

[Phase 01]
Basic Style

Consultant
Competency [Phase 02]

Basic Skill

[Phase 03]
커뮤니케이션 스킬

[Phase 04]
PI에 대한 개념과 실행

[Module 02] 
IT Strategy 
Consulting 

Methodology

[Phase 05]
ISP 의 이해와 환경분석

[Module 03]
Performance 
Analysis & 

[Phase 06]
IT 투자 성과 분석 방법론

Design
[Phase 07]
IT Governance Mechanism

미

내용 일정

- MECE사고
가설지향 사- 가설지향 사고

- 결과중심의 사고
- 사실중심 사고
- 2/8의 법칙에 의한 사고
- 문제해결 지향 사고

1
일
차

09:30-17:30 
(7hr)

- Logic Tree
- Matrix- Matrix
- Business System
- Pyramid Structure
- 정보수집 및 분석

- 인터뷰 기법
- 문서작성 기법
- 프리젠테이션 스킬

2
일
차

09:30-17:30 
(7hr)

- 기획서 작성 기법
차

( )

- 경영환경의 변화와 PI
- PI 개요
- PI 프로젝트 준비
- 프로세스 비전의 창출
- 선진사례 분석

PI와 정보기술

3
일
차

09:30-17:30
(7hr)

- PI와 정보기술
- Case Study

- ISP의 이해와 환경분석
- As-Is 분석
- To-Be 모델 정의
- ISP 실전 워크샵
- ISP Case Study

4
일
차

09:30-17:30
(7hr)

y

- IT ROI 기법
- 정보화 성과지표
- IT 프로젝트 성과 진단을 위한 방법

5
일
차

09:30-13:00
(3.5hr)

차
- IT와 비즈니스 전략과의 연계
- IT 거버넌스의 중요성 및 기대효과
- IT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 IT Governance 솔루션 및 사례

14:00-17:30
(3.5hr)

4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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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안내

수강신청

Information
①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pc.or

② 카테고리별 또는 월별 교육과정 게시

③ 고용보험 환급대상자 : 훈련위탁계약

수강신청 방법

수강신청안내

수강신청
고용보험환급 비 대상자 : 온라인 신

(야간 또는 주말교육인 경우, 교육훈

수강연기 및 취소 안내

① 교육시작 3일 전까지 신청하신 모든① 교육시작 3일 전까지 신청하신 모든

② 교육연기 및 취소 시, 전화 또는 이메

(담당자 : 장윤희 위원 e-Mail : yhja

교육참가인원 규정인원 미달로 인해 교

연락을 드립니다.

입금안내

① 교육비는 교육시작일 전까지 해당
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전에 온라인 입금을 하시면 개강
줄일 수 있습니다줄일 수 있습니다.

③ 한국생산성본부는 교육비에 부가가
않습니다.(면세)

④ 교육 당일 현장에서 법인카드 결제도
(단, 고용보험 환급 비대상자는 개인

고용보험 환급절차

미

.kr 접속.

시판을 통해 교육과정 선택 후, 온라인 신청.

약서를 출력하여 직인 날인 후, 팩스(02-724-1875) 송부.

신청으로 교육신청이 완료.

훈련 합의서를 위탁계약서와 함께 송부.)

든 과정은 연기 및 취소 가능합니다든 과정은 연기 및 취소 가능합니다.

메일로 연기 및 취소여부에 대해 연락 주시면 됩니다.

ang@kpc.or.kr, Tel : 02-724-1221)

교육이 취소될 경우에는 교육시작 3일전까지 기재하신 연락처로

은행 계좌번호

국민은행 009-01-1132-191

우리은행 015-145759-01-002

계좌

일 번거로움을

기업은행 024-001364-01-011

제일은행 130-10-101447

외환은행 118-13-20746-1

가치세가 부과되지

도 가능합니다.
인카드 결제 가능)

* 관할 노동 사무소에 아래의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
하시면 법인계좌로 환급 되
십니다.

[제출서류]

- 지원금신청서

- 정산 내역서
- 수료증
- 입금확인 서류

5한국생산성본부

입금확인 서류
- 훈련위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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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Information

본부 약도 및 교통편

약도

버스 이용시
광화문 또는 적선동, 사직공원 가는

기차 이용시
서울역 용산역에서 지하철 1호선(청서울역, 용산역에서 지하철 1호선(청

대화행)으로 갈아타신 후 경복궁 역에서
본부 지하 1층에 도착함.(서울역에서 택

지하철 이용시
- 3호선 : 경복궁역 6번출구로 나와
- 5호선 : 광화문역 1번 출구로 나와

차량 이용시차량 이용시
약도참조 - 광화문정면을 보고(이순신
끼고 바로 우회전을 하여 작은 사거리
본부건물입니다. (차량은 무료 주차가
* 월[1,6] 화[2,7] 수[3,8] 목[4,9

교육문의

- 전화 : 02) 724
- 팩스 : 02) 724
- e-mail : yhjangg
- 웹사이트 : ww

미

버스를 타고 본부건물로 도착(KPC옆에 정부청사 있음)

청량리/의정부행)을 타고 종로3가역에서 3호선(구파발/청량리/의정부행)을 타고, 종로3가역에서 3호선(구파발/
서 하차 6번 출구로 나와 지하 현대아케이드를 관통하면
택시 이용 시 비용은 약 3,000원 정도)

지하 현대아케이드를 관통하면 본부 지하 1층에 도착. 
150미터 직진 후 좌측 건물. (우측은 정부청사)

신 장군 동상을 지나) 유턴하면서 우측의 정부청사를
리를 지나 다음 건물을 끼고 우회전하여 두 번째 건물이
가 가능하시며, 5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금[5,0])

의 및 상담 (장윤희 연구원)

4-1221
4-1875
g@kpc.or.kr

6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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