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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러닝, 

휴먼터치로경계를허물다.

주최 주관

문충효, 김민주 (㈜한독)

리더십교육은

강의장밖에서완성됩니다. 
“강의장을넘어현장으로, 리더십현업적용촉진사례”



개요

 프로젝트명 : 리더십교육은강의장밖에서완성됩니다. 

“강의장을넘어현장으로, 리더십현업적용촉진사례”

 대상 : 전사임직원

 목표 : 성과내는조직을위해구체적인리더십 Tool활용및조직내리더십언어일치

 기간 : 1차 – 2021. 10 ~ 12/ 2차- 2022. 6 ~ 8

 주요내용 : 

1) 팀장, 팀원상호 Assessing진행및결과공유를통한인식의차확인

2) 사내코치의코칭을통해리더십스타일 Reflection및적용을위한실행계획수립

3) 한독내실제리더십사례를발굴하고, 코칭모델을적용한대화학습

 결과 : 

 응답자의 90%가성과향상에도움, 80%가관계및대화질이향상되었다고생각함

 응답자의 94%가팀원 Self-Leadership이향상되었다고생각함



㈜한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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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더건강한삶을위해
대한민국을대표하는

The Health Innovator가
되겠습니다.”

1954년 창업 이래 세계 유수 제약사
들과 협력관계를 통해 선진 제약기술
과 우수의약품을 도입하며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선진화에 기여

다양한 파이프라인 구축
전문의약품(당뇨/희귀질환), 
일반의약품, 진단 의료기기와
진단시약, 메디컬 뉴트리션, 
일반식품

위치 및 임직원 수
역삼동 본사/ 충북 음성 국내
최고의 GMP 생산시설/ 마곡
R&D 한독 퓨처콤플렉스 등
임직원 수 : 966명

2012년 10월 사노피와 합작관계를
정리하고 독자기업으로,  

2013년 한독약품에서
한독으로 사명 변경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진
출을 확대하기 위한 혁신적인 도전
‘제넥신’ 지분투자, ‘한독테바’ 설립, 

‘태평양제약 제약사업부문’ 인수, 
‘한독칼로스메디칼’ 설립, ‘테라밸류즈’
인수, ‘레졸루트’와 ‘트리거테라퓨틱스’

지분투자 등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경쟁력을 갖춘 연구개발을

펼쳐 나가고 있음/ 혁신 바이오
의약품, 표적항암제, 의료기기

개발에 집중



CM&D Mission & Vision
Change Management &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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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Learning SolutionㆍPerformance 

Consulting 제공과지속적인조직문화혁신을

통해개인및회사의성장에기여한다.

Vision
 한독임직원들에게가장신뢰받는성과창출

비즈니스파트너가되고,

 글로벌헬스케어 HRD 분야의 Top tier

 우리각자는경쟁력을갖춘최고의전문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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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D Mission & Vision
Change Management &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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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0:10 Development Model

Formal Learning 을넘어 Social, Experimental Learning 의영역까지고민해야한다

하지만 10%가없으면 100%가안된다



리더십교육, 
Formal Learning 을넘어 Social, Experimental Learning으로가기위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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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별로상황이다다른데

어떻게대화하고코칭해야하죠?

팀장교육을넘어팀원교육이필요하며,

모범대화예시가필요함

리더십교육, 

개념교육만으로충분한가?

개념교육이후현장에서는실제로

활용하지못하는경우가많음

책에나오는리더십교육은

우리조직과맞지않아요

한독의업무상황에서적용한리더십

사례발굴이필요함



리더십교육의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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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성과내는팀장
팀원이필요로하는리더십유형 (지시와지원)을

알수있고,상황에따라유연하게리더십을발휘

할수있습니다. 

주도성을가진셀프리더
성과는내는데필요한적절한리더십(지시와지원)

을주도적으로요청할수있습니다.

성과내는조직
내부 코치를 활용한 코칭을 통해 리더십 스타일을

Reflection하고, 실행을 통해 성과로 연계합니다.

조직내리더십언어일치
구체적인 리더십 Tool 을 활용하고,

코칭 모델을 접목하여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성과내는조직을위해리더십을유연하게발휘하는팀장및주도적인셀프리더로서의팀원을육성하고,

구체적인리더십 Tool을활용한조직내리더십언어를일치하고, 코칭을통해성과로연계한다.



리더십교육여정 (강의장안 &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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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교육 (팀장/ 팀원)

전사리더십교육시행 (4~7H)
(2020. 09 ~ )

현업적용및코칭
사내코치를활용한코칭으로리
더십 Reflection 및실행

(2021. 10 ~ 12 / 2022. 6 ~ 8)

1)팀장, 팀원 상호 Assessing 및
결과 공유를 통한 인식의 차 확인
2) 코칭을 통해 리더십 스타일
Reflection 및 실행 계획 수립
3) 구체적인 현업 적용 Process를
통해 상호 리더십 실행

사례공유및코칭교육
한독만의리더십적용사례공유및

코칭접목대화모델교육
(2022. 06 ~ )

START GOAL

강의장안

강의장밖

1) SMART 한 목표 설정
2) 목표 별 발달 단계에 따른 합의
3) 이에 맞는 적절한 리더십 실행
* 팀원의 경우 주도적으로 원하는
리더십을 요청하는 Self-Leader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한독만의리더십사례발굴

1) 현업 적용 대상자 인터뷰를 통한
리더십 적용 사레 발굴
2) 한독만의 실제 리더십 사례를 담
은 시나리오 및 코칭을 접목한 대화
모델 작성
3) 한독의 코칭 대화 모델 공유 및
롤플레이 실습

 리더십교육은강의장안과밖에서다양하게이루어지며, 코칭을활용한현업적용에중점을두고있다.



리더십현업적용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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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성과도움정도

성과향상에도움정도

응답자의 90%가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과정 비율(%)

1:1면담 44%

발달단계파악및이에따른리더십활용 39%

목표설정 11%

공콩의리더십언어사용 6%

80%관계및대화질향상

관계, 대화빈도및대화질향상정도

응답자의 80%가 관계 및 대화 질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함

94%관계및대화질향상

팀원 Self-Leadership 향상정도

응답자의 94%가 팀원 Self-Leadership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함

 현업적용 전,후에 팀장님과의 대화의 방법이나 내용적인면
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팀원들도
경험을 통해 합의와 지원에 있어 지금보다 많이 효율적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께 명확하게 요구하게 되었고, 팀장이 원하는 방향
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표설정과정에 명확한 일정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며 스스로를
많이 객관화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팀장님과의 업무관련 논

의에서도 명확한 협의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장도움이되었던과정

 1:1 면담 (44%), 발단 단계 파악 및 이에 따른 리더십
활용(39%), 목표 설정 (11%), 공통의 리더십 언어 사용
(6%) 순으로 유용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Wrap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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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모델대화법학습

코칭을 접목한 대화 모델을

공유하여 학습 및 롤플레이

한독리더십사례공유

한독 내 실제 리더십 적용 사례를

공유해 Reflection함

리더십현업적용

사내 코치를 활용한 코칭으로

리더십 Reflection 및 실행

전사리더십교육
리더십을 유연하게 발휘하
는 팀장 및 주도적인 셀프리
더로서의 팀원을 육성

사내코칭을통한지속적인 F/U

 한독의 리더십 교육은 리더십이 실현되는 모든접점에서 함께하고 있으며, 코칭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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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러닝, 

휴먼터치로경계를허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