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국제경영원

기업 맞춤형 교육

전경련 국제경영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교육 프로그램,
아.직.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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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함께하는
독보적 전문가 집단

모방할 수 없는
40년의 기업교육 업력

한 발 앞선 교육
솔루션 디자인 역량

이를 기반으로 전경련 국제경영원은 평균 96.4점이라는 높은 교육 만족도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효과를 경험한 많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교육 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숫자 96.4

“Business in the Lead!”
경제계 최초 경영전문 교육기관으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딛은 이래,

기업이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5만여 명이 선택한 검증된 교육 솔루션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서 기업이 도약해 나아가는 길에 항상 동행할 것입니다.

위 차별점을 바탕으로 ‘Business in the Lead’실현을 위한
최적의 교육 솔루션을 제공드립니다.

‘Business in the Lead’실현을 위한
비전, 자원,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Learning-Doing
GAP down

100퍼센트
퍼펙트핏을 자랑하는 
세상 하나 뿐인 솔루션

오늘 배워, 내일 쓰는
실무 적용도
200점 교육

1부터 10까지!
교육생과 교육담당자 

관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Fully Customizable
to the NEEDS

Thorough
2-WAY Service

길고 긴 항해
Long, Long

Voyage.

미래보다 앞선 앵글
Angle Looking

Beyond the Future.

베테랑 중의 베테랑 군단
Veterans of the

Veterans Legion.



‘Business in the Lead!’실현을 위한
전경련 국제경영원 교육 솔루션

교육은 필요하지만
시간, 비용이 고민이라면?

기타 주요 프로그램
·[MBA] 실전에 강한 Practical MBA
·[사내 조찬회] INSHA (인사이트 샤워)
·[공통직무 교육] Biz-Skill 장착소

우리 회사 맞춤형으로 설계된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면?

특강
프로그램

직급별
교육 프로그램

직무별
교육 프로그램

‘틀’을 깨주는
“Kinsight[Keen Insight]시리즈” 

‘격’을 높여주는
“품격[Class]시리즈”

·비즈니스/리더십 분야
·트렌드 분야
·인문/ 라이프 분야
·기타 분야 

·1st Class 리더의 품격
·1st Class 중간관리자의 품격
·1st Class 주니어의 품격
·1st Class 신입의 품격

‘공’을 쌓아주는
“신공[Meister]시리즈”

·Sales Meister Course
·Marketing Meister Course
·Strategy Meister Course
·Finance Meister Course
·HR Meister Course

IMI
HIT 3

특강 프로그램

‘KinSight’는 비즈니스, 인문 등 각 분야 별로 집약된 강력한 인사이트를 통해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방식으로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합니다.

* KinSight는 '날카로운, 이해가 빠른, 깊은' 등의 의미를 가진 ‘Keen’과 ‘통찰'이라는 의미의 ‘Insight’를 합쳐서 IMI에서 만든 고유 단어입니다.

강의의 정수(精髓) 중의 정수(精髓)만을 담다!

[‘틀’을 깨주는 KinSight 시리즈]

비즈니스 4.0시대! 기업가
정신과 사업경쟁력을 키워라

[전략]
2019년 경제 전망과
기업의 전략적 대응

[경제]

고전으로 미래 읽기

[문학]

Change Your Leadership:
진짜 성과를 내는 리더십

비즈니스맨이 알아야 할
황금돼지해 10대 트렌드

[이슈/트렌드]

미래를 위한 예술 이야기

[예술]

밀레니얼 세대, Z세대와
일하기

일상으로 다가 온
미래 기술과 트렌드

[4차산업혁명]

삶과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유머

[교양]

[리더십]

[인사/조직]

Insight Kit
(강의 셀렉션 모음)

KinSight
(개별 강의)

Sample

기업의 니즈와 상황에 따라 약 250여개의 KinSight 목록에서
맞춤화된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직급 프로그램

직무 프로그램

비즈니스(Business)를 퍼스트 클래스(1st Class)로!

[‘격’을 높여주는 품격(Class) 시리즈]

‘품격 시리즈’ 각 직급별 필수 역량을 제시하고,

이를 1st Class 수준으로 품격을 높여 실제 "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합니다.

마스터(Master) 아니고, 마이스터(Meister)!
[‘공’을 쌓아주는 신공(Meister) 시리즈]

‘마이스터 시리즈’ 는 각 직무별 필수 역량을 제시하고,

이를 마이스터(명장)의 수준으로 체화하도록 하여 실제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합니다.

CEO
임원

차 / 부장

과장

대리

사원 / 주임

계층 IMI만의 고유한 역량 정의 역랑에 기반한 직급별 프로그램

리더

중간
관리자

주니어

신입

“오케스트라 리더십”
조직 내외부를 둘러싼 여러 요인들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진두지휘합니다.

1st Class
리더의 품격 [Class]

“360̊ 전방위 브릿지 리더십”
수직적으로는 조직의 상하를 연결하고,

수평적으로는 협력을 유도하여
조직의 “성과”를 배가시킵니다.

1st Class
중간 관리자의 품격 [Class]

“퍼포먼스 매니징 리더십”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
실제 “성과”를 창출해냅니다.

1st Class
주니어의 품격 [Class]

“셀프 매니징 리더십”
조직 내에서 자신에게 기대되는 변화된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셋팅합니다.

1st Class
신입의 품격 [Class]

직무별 Meister Course에서
Meister’s DNA*를
종합적으로 체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리더로 성장!

[영업]
Sales

Meister Course

[인사]
HR

Meister Course

[마케팅]
Marketing

Meister Course

[재무]
Finance

Meister Course

[전략]
Strategy

Meister Course

* 명장의 DNA(Diverse Notable Abilities, 다방면의 뛰어난 역량)는
IMI에서 정의한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입니다.



기타 프로그램

지난 3년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기업 맞춤형 교육

18년 MBA 공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는 그대로,
테마와 프로그램은 우리 회사 맞춤형으로! 

이론과 현장, 그리고
트렌드까지 한번에!

3 in One Shot Course

우리 회사 니즈에
맞춤형으로 FIT하게!

Well-Customized Solution

HIT 3 시리즈

[MBA] 현장에서의 경험과 노하우에 경영지식을 더하다!
실전에 강한 [Practical MBA]

Practical MBA

경영학 5대 모듈의 
정수를 단숨에!

Fast Master Track

1

경영, 트렌드, 인문학, 예술, 힐링 등의 특별한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조직의 마인드를 깨워드립니다.

[사내 조찬회] 우리 회사에 내리는 스페셜한 통찰의 단비!
리더의 아침을 깨우는 [INSHA (인사이트 샤워)]

2

SMART한 업무 처리를 위해 비즈니스 맨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기를 세워드립니다.

[공통 직무 교육] 직.급.불.문! 필.수.가.결! 핵심 업무 스킬 GET!
찾아가는 [Biz-Skill 장착소]

3

비즈니스
인사이트 샤워

인문
인사이트 샤워

트렌드
인사이트 샤워

Biz-Skill
Set 예시

개별 스킬 혹은
 스킬 셋트

(니즈에 따라 Mix&Match)
단위로 진행 가능

1시간 특강에서
장기 과정까지

다양하게 운영 가능

[비즈스킬1]
통(通)하는 커뮤니케이션

·비즈 스피치
·비즈 라이팅
·회의관리 등[비즈스킬2]

업무가 2배 빨라지는 OA
·망고보드
·Power Point
·Excel, Word 등

바로쓰는 분석스킬
[비즈스킬3]

·데이터분석(jamovi)
·데이터 리터러시 등



전경련 국제경영원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PLUS, 최적의 환경은 교육 효과를 배가시켜 줍니다.

“연간 약 500여개사, 1300여 명의 교육 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류

은행/
카드

증권

통신

제약 서비스

에너지

건설

보험

식품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주제,

다양한 대상(계층),

다양한 형태의 교육 경험으로

최적의 솔루션 제공!

[교육 문의]
전경련 국제경영원 경영교육팀 위탁교육파트

T. 02-6336-0552 / 02-3771-0438
E. jjy@imi.or.kr / pej@imi.or.kr

[교육 문의]
기업 교육이
고민이라면

IMI에 물어보세요.

[교육 제안]
세상 하나 뿐인

우리 회사 맞춤형
솔루션이 탄생합니다.

[사전 진단]
교육 전문가가
니즈를 정확히
진단합니다.

[교육 진행]  
‘Business in the Lead’

미션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교육 기관,
그러나  ‘Business in the Lead!’를 위한

가장 올바른 방법은 IMI일 수 밖에 없습니다.

IMI 교육 과정을 경험해보세요.

높은 접근성

어디서나 진입이 쉽습니다.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

5·9호선 여의도역)

* 무료 주차 가능

원활한 강의 진행을 위한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규모 별 로 최적의 

강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총 13개)

최첨단 시설 최적의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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