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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Brain lab 

Philosophy of Education 
1. [시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번쯤은 목표에 대해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바쁜 일상속에서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세컨드브레인 연구소는 단순 반복적인 일을 최대한 줄여, 업무를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활용]할 수 없는 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은 교육이 끝나고 난 후 즉시 삶과 업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주 단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활용에서부터 마케팅 전략에 이르기까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과정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3. [교육] 이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할리 데이비슨과 아이폰은 그 물건들을 구입한 순간부터 <관계>가 시작됩니다.  
 세컨드브레인 연구소의 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 종료 된 후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습자가 파트너가 되며,  
 파트너가 다시 또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ducation map 

Smartwork 

�디지털 정리의 기술 
�스마트워크 업무 활용술 
�에버노트 업무 활용술 
�소셜 브랜딩 
�비즈니스 마인드맵 
�Wix – 홈페이지 만들기 
�1:1 코칭  

Marketing 
�소셜 미디어 마케팅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Trend & Strategy 
�IT를 이해하는 키워드 9 
�트렌드 지수 TQ를 높여라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트렌드를 읽다. 

LIFE 
�마음을 채우는 
 책쓰기 
�새빨간 글쓰기 
�블로그 글쓰기 
�소셜에서 통하는 
글쓰기 
�스마트한 여행의 
기술 
�힐링 요가 

Time Management 
�시간관리의 기술 
�인생 로드맵 별의 지도 그리기 

Finance 
�SMART & SIMPLE 자산관리의 기술 
�중국 투자의 기술 
 

Basic 
�셜록홈즈 커뮤니케이션         �클래식 메모의 기술         �창의적 사고의 기술 
�생각정리의 기술                 �이미지 메이킹 



Smartwork                                                   

[디지털 정리의 기술]
  – 강사 : 이임복(세컨드브레인 연구소 대표) 
| 과정소개

Save your Time & Be Smart! 

*스마트한 시대, 밑도 끝도 없이 밀려오는 일, 삶도 업무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 
 단순한 스마트폰/패드의 이용을 넘어 스마트해진 환경 자체를 이용해 업무 효율화와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 과정개요

•수강대상 : 전사원(신입, 팀장승진자, 임원급 대상으로 각각 커스터마이징 가능) 
 
•강의시간 : 5시간, 2~3시간 
 
•기대효과 : 디지털 정리의 기술을 통해, 능률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준비사항 : 수강생 각자의 스마트폰 / 패드, 노트북(없을시 폰과 패드로만 대체) 
 
• 특징 :  1) 기업 특성, 학습자 특성에 따라 다른 커리큘럼으로 진행됩니다. 
           2) 3시간 이상의 강의는 충분한 실습을, 2시간 이하의 강의는 가장 중요한 서비스 위주의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3) 내부에서 사용가능한 서비스 위주로 이루어지며, 만약 회사 정책상 데스크탑에서 사용 불가능한  
              서비스들이 있을 경우에는 스마트폰-테블릿에서만으로도 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재편성하여  
              진행합니다. 
 



NO 구분  주요내용  활용 

1 스마트 환경변화  
스마트 1.0 시대의 정의  
스마트 트렌드(기업특성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  
유통사의 경우 최신 유통 트렌드, 제조사의 경우 최신 제조업 
트렌드) 

2 디지털 정리의 기술  왜 디지털 정리의 기술인가. - 필요 이유  

3 자료 수집의 기술  
나만의 지식도서관 만들기 
-에버노트, 웹 클리핑, 자료수집의 자동화, 
고급정보의 수집, 마음의 소리 수집 

에버노트 활용법 
자료수집법 
웹클리핑 
모바일 클리핑 

4 생각 정리의 기술  디지털 마인드맵을 활용한 생각정리의 기술 마인드맵 
로지컬 씽킹 기본 

6 업무 정리의 기술  스마트 시대 문서 작성의 기술/ 문서 관리의 기술 구글드라이브, 
클라우드 서비스 

7 시간 정리의 기술  약속노트의 관리와 할일노트의 관리 
ㄴ웹 캘린더, 웹 할일 관리 시스템 

웹캘린더, 
TODO, GTD 

8 인맥 정리의 기술  웹 주소록, SNS의 이해 웹 주소록, 
SNS 



| 강의후기

http://www.micimpactschool.com/front/php/product.php?product_no=386&main_cate_no=&displ 
*더 많은 후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mart 업무 활용술]
  - 강사 : 이임복(세컨드브레인 연구소 대표) 
| 과정소개

‘업무활용’에 중심을 둔 스마트워크 

*지금까지의 스마트워크는 어플리케이션 활용에  대한 소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업에서 기획, 팀 단위 업무 협업에서 개인 삶의 정리에 이르기까지 더 쉽고 빠르게  
일 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과정개요

•수강대상 : 전사원, 스타트업, 팀의 관리가 필요한 팀장, 영업/마케팅 담당 
 
•강의시간 : 5시간(실습형) 2~3시간(특강형) 
 
•기대효과 : 업무에 최적화된 서비스의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준비사항 : 수강생 각자의 스마트폰 / 패드, 노트북(없을시 폰과 패드로만 대체) 



| 커리큘럼

NO 구분  주요내용  

1 변화의 시대  

스마트해진 환경변화 
워크 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스마트워크를 위한 준비사항  

2 현명한 메일관리  구글 gmail 활용법, 메일의 통합관리 , 세컨드 메일을 통한 정보정리  

3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는 주소록  웹 메일의 주소록 활용법, 명함관리 어플리케이션 활용법, 에버노트 정리법  

4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일정관리  웹 캘린더를 활용한 일정관리, 공유, 프로젝트 관리방법  

5 스마트한 문서작성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한 업무일지 공유, 매출 공유 등 협업방법  

6 마법의 캐비닛, 클라우드 문서저장  드랍박스, 박스넷, 다음 클라우드, N 드라이브, 에버노트를 활용한 문서 저장 관리 
및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문서를 보고 관리하는 법  

7 내가 찾아가는 정보  전자책, 전자도서관, 신문, Podcast 등 다양한 스마트시대의 정보망 소개 및 연결  

8 나를 찾아오는 정보  RSS, 구글 알리미 등의 다양한 정보 수집 자동 루트의 구축  

9 샘솟는 아이디어 빠른 정리와 공유  구글킵, 네이버 메모, 에버노트 등 다양한 툴을 활용한 아이디어의 빠른 기록과 
마인드맵을 통한 정리. 공유  

10 새로운 인맥관리 SNS  페이스북.트위터,링크드인.카카오 아지트등 다양한 인맥관리 툴을 활용한 
SNS 활용법  

11 구름위를 걷는 클라우드 워커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활용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한 툴 활용  



| 강의안 샘플



강의 소개 SecondBrain lab 

[에버노트 업무 활용법]

| 과정소개

스마트시대에 가장 맞는 정보 활용법 

*빅 데이터의 시대, 버려야할 자료들과 꼭 봐야 하는 정보의 정리에 이르기까지 
 이메일, 뉴스, 신문, 영수증, 논문, 책, 계약서, 노트 등 다양한 아날로그와 디지털 자료르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마법과도 같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에버노트를 처음 쓰는 사람도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과정개요

•수강대상 : 전사원, 업무의 정리가 필요한 분, 각종 보고서, 계약서류등의 정리가 필요한 분,  
              에버노트를 통해 쉽게 자신의 파일과 문서를 정리하고 싶은 분 
 
•강의시간 : 4시간(실습형) 2시간(특강형) 
 
•기대효과 : 에버노트를 통해 정보관리의 프로가 될 수 있다. 
 
•준비사항 : 수강생 각자의 스마트폰 / 패드, 노트북(없을시 폰과 패드로만 대체) 



NO 구분  주요내용  

1 세컨드브레인 에버노트  

클라우드 기본기  

에버노트 설명  

2 에버노트 기본기  계정설정. 프리미엄 유저. 노트의 구분. 노트 작성. 5가지 기본 스킬  

3 실전 기술 1  자료 수집의 기술, 자료 정리의 기술  

4 실전 기술 2  개인 디지털 노트의 기술, 업무를 위한 영업/기획/업무 노트의 기술  

| 커리큘럼

| 강의확인

http://www.micimpactschool.com/front/php/product.php?product_no=409&main_cate_no=&display_group= 



[Social Branding(소셜브랜딩)]

| 과정소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법! – 소셜 브랜딩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인가요? 
왜 열정은 회사 밖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걸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어 자신의 브랜딩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준비해 3년을 브랜딩해간다면 회사뿐 아니라 개인의 브랜딩도 동시에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법. 소셜 시대의 소셜 브랜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과정개요

•수강대상 : 전사원(신입, 승진자), 기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개인 브랜딩’에 초점을 맞추며,  
             기업 브랜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기업에 맞는 브랜드 구축’ 방법을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강의시간 : 2시간(특강형) 
 
•기대효과 :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소셜을 이해하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학습해 
               회사의 성과는 물론 개인의 성취도 높이는 당당한 개인이 될 수 있다.  
 
•특이사항 : 조별학습, 실습형 



| 커리큘럼

NO 구분  주요내용  
1 Smart 시대의 이해  환경변화의 이해  

2 @me 업무의 재정의,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정의, 장점 발견  

3 Social Media 

왜 소셜인가, 팟캐스트,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수단, 새로운 시대의 부족  

연결해야 하는 이유, 주의해야 할 사항, 무엇을 알릴 것인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강의안 샘플



[비즈니스 마인드맵]

| 과정소개

업무에 바로쓰는 비즈니스 마인드맵 스킬 

*그림으로 그리는 마인드맵이 아닌 펜 하나 종이 한 장으로 시작하는 마인드맵.  
생각을 펼쳐내는 과정에서부터, 디지털 마인드맵에 이르기까지  
실제 업무활용에 필요한 방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 과정개요

•수강대상 : 전사원, 기획업무 담당자, 신규사업 담당자 
 
•강의시간 : 2시간(특강형), 4시간(실습형) 실습형의 경우 회의, 사업전략, 보고서 분석등의 사례가 주어지며 
              이를 실습을 통해 풀어냅니다. 따라서 조별 1개의 노트북 지참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 마인드맵의 이해, 디지털 마인드맵 프로그램 사용법 숙지, 아날로그 마인드맵 작성법,  
              생각정리,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마인드맵으로 조직화하는 방법 
 
•특이사항 : 조별학습, 실습형 



| 커리큘럼

  타이틀 주요내용 시간

모듈 1 
 창의적 사고와 마인드맵     

 1) 창의적 사고  
수평적 사고법, 아이디어의 발현, 관찰에서 시작하는 사고
법 키우기 20 

 2) 아이디어 조직화 브레인스토밍 사고법, 만다라트법 실습 30 
휴식 10 

모듈 2 
아날로그 마인드맵 마인드맵 기본 구조, 유의할 점, 그리는 법 30 

아날로그 마인드맵 실습 
종이위에 직접 그려보는 시간 
3개의 연습문제 20 

휴식 10 

모듈 3 BIZ 프레임워크 
MECE, PDCA 모듈 등 비즈니스에 바로 적용가능한 프레임
워크  30 

모듈 4 디지털 마인드맵 
디지털 마인드맵 프로그램 소개 및 실습(아날로그 마인드
맵 디지털로 옮기기) 20 

휴식 10 

모듈 4 실전 마인드맵 

개인 실습)  
 1. 할일 정리 
 2. 보고자료의 요약 정리(보고서 제공) 
 3. 신문기사의 요약 정리(신문기사 제공) 
 4. 회의내용의 요약 정리(토론 대본 제공) 
 
팀 실습) 
 BIZ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마인드맵으로 회의 진행 실습 
 
발표) 50 



[WIX 홈페이지 만들기]

| 과정소개

코딩한줄 없는 홈페이지 만들기 

*어렵고 복잡해 홈페이지 만들기를 외부에 맡겼다면 이제는 스스로 제작해보세요.  
 홈페이지 구축 비용을 많게는 10% 이내로 줄여줄 수 있는 방법.  
   
 가장 최신의 홈페이지 제작 툴 WIX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 과정개요

•수강대상 : 스타트업, 홈페이지 제작이 필요한 소규모회사, 중소기업, 워드프레스가 어려운 모든 분들 
 
•강의시간 : 2시간(특강형), 4시간(실습형) 2시간 실습에서는 꼭 알아야할 윅스에 대한 이야기를, 
               4시간 실습에서는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시간과 더불어 2시간동안 코칭을 해드립니다.  
 
•기대효과 :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비용의 절감. 하루 만에 만드는 자신만의 홈페이지 
 
•특이사항 : 노트북 지참 필수 



Marketing                                                   

[소셜 미디어 마케팅]
  – 강사 : 최익상(오픈컴즈 대표) 
| 과정소개

Social Media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마케팅하라. 

*너무나 많은 소셜 미디어, 무엇을 어떻게 다루어야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A에서 Z 까지 해결해드립니다. 

| 과정개요

•수강대상 : 전사원, 마케팅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의 경우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강의시간 : 2~3시간 
 
•기대효과 :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이해, 전략의 수립, 타 회사의 사례 습득 
 
• 주요내용  
   1) Marketing Frame 구축하기 
    - 핵심 커뮤니케이션 전략, Social Media를 통해 대중이 바라는 것, 통합 마케팅에서의 소셜의 역할, 
      모바일 환경과 소셜 미디어 
 
   2) 소셜 미디어 활용 마케팅 사례와 실행 방법  
     - 2014년 소셜 미디어 변화와 트렌드 
     - 소셜 미디어 활용사례(국내 외)  
     - 콘텐츠와 광고, 사례중심의 운영전략 



Marketing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 강사 : 윤영식(빅데이터 연구소 수석 연구원) 
| 과정소개

업무에 활용 가능한 실전 ‘빅데이터’ 분석과 마케팅 

*지금까지의 빅데이터 교육과정들은 ‘빅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빅데이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케터에게 필요한 것은 활용, 그리고 그로 인한 성과겠죠. 그 부분을 해결해드립니다.  

| 과정개요

•수강대상 : 마케팅 담당자(2년차 이상) 
 
•강의시간 : 2~3시간 
 
•기대효과 :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 이해, 다양한 서비스 활용사례 학습, 서비스 기획 역량 강화,  
               유의미한 결과를 구분해내고 데이터 측정 지표를 파악하여 마케팅에 활용 
• 주요내용  
   1) 데이터 분석 기반의 서비스 전략 기획  
     - 웹과 모바일 서비스 데이터의 특징,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비스 기획의 중요성 
     - 데이터 분석 기반의 서비스 전략 
   2) 모바일 서비스 데이터 분석방법  
     - 데이터 분석 방법론, 데이터 분석의 검증과 재정의 
   3) 모바일 서비스 데이터 분석 도구의 이해와 활용  
     - 모바일 서비스 분석 도구, 모바일 데이터 분석 도구의 활용 
   4) 분석 결과의 활용과 이슈 해결  
     - 분석결과 리포팅 활용 및 도구, 데이터 분석의 함정과 해결방안, 결과 활용 및 서비스 개선 



Trend & Strategy                                                   

[IT를 이해하는 키워드9]
  – 강사 : 이임복(세컨드브레인 연구소 대표) 
| 과정소개

복잡한 IT, 9가지 키워드로 이해합니다. 

*아이폰 이후 변한 세상을 9가지 키워드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애플, 구글, MS의 전략과 국내에 미치는 영향 향후 IoT 시장의 확산까지  
 트렌드의 이해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과정개요

•수강대상 : 대리급 이상(승진자, 임원급 대상) 
 
•강의시간 : 2~3시간 
 
•기대효과 : 트렌드의 이해, 신규사업전략을 위한 인사이트 
 
• 주요내용  
   1) SMART 1.0의 시대  
    - 스마트의 시대를 정의하고 각각의 키워드에 맞는 환경과 고객의 변화를 이해합니다.  
   2) 국내 시장의 이해  
    - 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등 국내 시장을 변화시킨 기업들의 사례와 앞으로의 전망을 학습합니다.  
   3)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특징  
 각 기업 특성에 맞는 트렌드 사례로 재구성가능합니다.  



Trend & Strategy                                                   

[트렌드 지수, TQ를 높여라]
  – 강사 : 양성식(퓨처 에이전트) 
| 과정소개

트렌드를 제대로 읽고 분석하는 힘. TQ 

*트렌드. 이해를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더해져야 할까요. 개인은 물론 조직 전체의  
 TQ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과정개요

•수강대상 : 전사원, 트렌드에 민감한 기획자, 홍보 담당자 
 
•강의시간 : 2~3시간 
 
•기대효과 : 트렌드의 이해, 신규사업전략을 위한 인사이트 습득, 분석 툴의 적용 
 
• 주요내용  
   1) 미래인재의 조건 TQ 
   - TQ란 무엇인가, IQ, EQ의 시대는 끝났다, 지금 TQ가 필요한 이유  
   2) 트렌드 개념과 구조의 이해  
   - 트렌드란 무엇인가 
   - 관심, 관찰, 관계 
   - 트렌드 구조 이해하기  
   - 변화의 축 메가 트렌드  
   - 트렌드 시드를 찾아라 
  



Trend & Strategy                                                   

[대중 문화의 중심에서 트렌드를 읽다]
  – 강사 : 노준영(마케팅 앤 컴퍼니 대표) 
| 과정소개

세계를 움직이는 힘 ‘대중문화’ 그 중심에서 트렌드를 읽는 법 

*소비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소위 팬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중의 마음. 한류 문화를 이끝 문화.  
 문화 마케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중문화는 어떤 것인지를 학습합니다. 

| 과정개요

•수강대상 : 전사원, 기획자, 마케팅 담당자 
 
•강의시간 : 2~3시간 
 
•기대효과 : 대중문화의 이해, 팬심의 이해, 마케팅 메시지의 이해 
 
• 주요내용  
   1) 음악 사업에서 배우는 최신의 경영전략 
   2) 문화 컨텐츠의 SNS 마케팅 
   3) 문화의 중심에서 트렌드 빠르게 읽기  
   4) 스토리 마케팅, 대중의 공감을 얻는 법  
   5) 젊은 세대를 읽어라  
   6) K-POP에서 배우는 경영전략 



TIME MANAGEMENT 

[시간관리의 기술]

| 과정소개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되돌려 드립니다. 
바쁜 시간도 더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사용하는 기술! 
‘급한 일정’과 ‘여유는 있지만 꼭 해야 하는 일정’ ‘개인적인 일정’ 등 수 많은 일정을 어떻게 분류해야 할까요? 
 
아날로그와 디지털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법.  
 
오늘 배우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간관리의 기술에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과정개요

•수강대상 : 전사원 
 
•강의시간 : 2시간(특강형), 5시간(실습형) 
 
•기대효과 : 시간관리의 개념 이해, 전략 도출, 시간의 개념과 우선순위의 중요성 인식 
 
•특이사항 : 아날로그 시트 작성(골든 타임), 웹 캘린더 실습 



| 커리큘럼

NO 구분  주요내용  

1 시간관리의 기본개념  
시간의 밀도  
시간도둑  
약속노트와 할일 관리의 차이  
시간관리 매트릭스  

2 스마트한 시간관리  약속노트 만들기 / 구글 캘린더, 웹 캘린더를 활용한 약속노트 구축  

3 스마트한 시간관리  GTD, BTD, 할일관리 프로그램 사용법  

4 시간관리 전략  아날로그 방식, 월간 / 주간 일정관리, 시간 블럭 사용법, 골든타임 확보법  

| 강의후기



[마인드맵으로 그리는 내 인생의 별의 지도]

| 과정소개

소중한 것을 찾고 그리는 인생의 로드맵 

인생은 산이 아닌 ‘사막’입니다. 
끝도 없는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땅 위의 목표점이 아닌 하늘 위의 움직이지 않는 별을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움직이지 않는 빛나는 별의 지도를 만드는 법.  
새로운 개념의 시간관리이자 인생관리 과정입니다. 

| 과정개요

•수강대상 : 전사원 
 
•강의시간 : 4~5시간 실습형 
 
•기대효과 : 마인드맵을 학습할 수 있다.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년/월/주/일별 
              관리에 적용할 수 있다. 
 
•특이사항 : 별의 지도 시트 작성, 마인드맵 시트 작성 



NO 구분  주요내용  

1 내 인생의 별의 지도  
소중한 것을 먼저하기 이전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찾기  

별의 지도 의미 알기 

2 별의 지도 작성 1  
정체성 찾기 - 나는 누구인가 / 가치관 여행  

이기는 습관 찾기  
원하는 모습의 이미지화  

3 별의 지도 작성 2  위시 리스트 만들기  
 - 이미지화  

4 별의 지도 작성 3  
내 인생의 빅 플랜 세우기  

 - 나이대별(10년 주기) 인생계획   

5 별의 지도 작성 4  

내 인생의 보물지도 만들기  

 - 자르고, 오리고, 붙여서 자신만의 보물지도 만들기  

6 별의 지도 작성 6  
보물지도 구체화  
-실현계획 세우기  
-마인드맵  

7 별의 지도 작성 7  연간/월간/주간/일간 계획 세우기  

| 커리큘럼



Finance 

[SMART & SIMPLE 자산관리의 기술]
  – 강사 : 윤지경(리치우먼 코리아 대표) 
| 과정소개

아주 쉽게 시작하는 자산관리의 기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자산관리의 기술, 머니코치 윤지경 대표가  
 전하는 쉽고 간단한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과정개요

•수강대상 : 전사원, 돈 관리가 필요한 신입사원 
 
•강의시간 : 2~3시간 
 
•기대효과 : 체계적인 자산관리, 재테크의 기본지식 습득, 머니 플랜 
 
• 주요내용  
   1) Warm –up 
     - 머니 히스토리와 머니 다이어리, ROI를 통한 새로운 수입원 발굴하기 
   2) Exercise 
     - 한 달에 한 편 쓰는 초간편 가계부 
     - 놀면서 실천하는 My Dream Account 운영법  
     - 매직 머니 저축법 
   3) Action plan  
     - 결국 시스템이 답이다.  



Finance 

[중국투자의 기술]
  – 강사 : 정순필(SP 미래경제연구소 대표) 
| 과정소개

중국, 그 기회의 땅에 어떻게 투자 해야 할까요? 

*중국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기업을 발견하는 법에 대해  
 베스트 셀러 ‘지금 중국주식 천만원이면 10년 후 강남 아파트를 산다’ 저자에게서 직접  
배울 수 있습니다. 

| 과정개요

•수강대상 : 중국주식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 금융권 담당자 
 
•강의시간 : 2~3시간 
 
•기대효과 : 중국 시장의 이해, 투자전략 
 
• 주요내용  
   1) 중국 주식투자 성공원칙   
   2) 중국 경제의 이해  
   3) 신성장산업의 이해  
   4) 유망종목 분석 



BASIC 

[창의적 사고의 기술]
  – 강사 : 이임복(세컨드브레인 연구소 대표) 
| 과정소개

창의적 사고, 훈련으로 가능할까요? 

*일상을 다르게 보는 방법, 보고 / 생각하고 / 함께 생각하며 / 질문하는 방법을 통해  
 개인과 집단의 창의적 사고의 기술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 과정개요

•수강대상 : 전사원(신입, 승진자 대상 교육) 
 
•강의시간 : 4시간 
 
•기대효과 : 창의적 사고, 토론법, 발상법의 이해  
 
• 주요내용  
  - 별도 커리큘럼 



  과정 내용 주요내용

모듈 1

見(견) *일상의 발견 
*사물에 대해서 '잘보는' 관찰력 *관찰력에 대한 강의 

想(상)

*생각을 생각하는법 *사고법 / 사고력 
*만다라트 *생각 확장의 기술 만다라트 

*실습 : 만다라트 - 본질의 파악 
*만다라트를 활용한 업의 본질 파악 
 1) SKT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2) 현재 하고 있는 '업'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
기 

*토의 *자신이 생각하는 SKT, 업 본질에 대해 한가지 선택 
후 조별 토의 

과제 : 자신의 업 외에 한 개 이상의 서비스 관찰, 사진 촬영 

모듈 2 同(동)

*토의 한주간의 이슈 공유 
*집단지성과 아이디어 아이디어 / 집단지성에 대해 
*브레인 스토밍 & 브레인 라이팅 집단지성을 모을 수 있는 생각정리의 기술 
*Smart Trend 1.0 사회전반적 트렌드 이슈 

*실습 : 브레인 라이팅 
1주차의 업의 본질 + 트렌드를 활용하여, 업무개선 
혹은 신규사업 
아이디어 도출, 브레인 라이팅을 통한 집단지성 아
이디어 도출 

*실습 : 토의 브레인 라이팅 도출 아이디어 1개를 선택, 조별 토
의 

과제 : 조별 선택한 1개의 아이디어 구체화 

모듈 3 問(문)

*토의 한주간의 이슈 공유 
*질문력 질문력 강의 - 제대로 된 질문 
*발표 조별 1개의 아이디어 발표 
*질의 한 조의 발표가 끝날때마다 조별 1명씩 질문 

| 커리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