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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빌 게이츠
스티브잡스

마크 주커버그

피아노가이즈

도끼시작에 앞서…

나는?



교사

요리사

과학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의사시작에 앞서…

?



미래 아이들의 삶?

시작에 앞서…



집단 압박?

나만 뒤처져서 안된다는
불안에 호소!

시작에 앞서…



꿈꾸던 직업?

80% 종사하지 못 함!

시작에 앞서…



新 미래시대 이해!

新 공유개념 이해!

新시대 리더상 이해!

시작에 앞서…



왜(Why) 어떻게(How) 무엇을(What)

시작에 앞서…

삶의 중심



어떻게 보여 줄까?

시작에 앞서…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

▪ 진로를 위한 인생 로드맵 작성때
글로벌 사업관리 기법 적용

시사성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기법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

학생
- 글로벌 사업관리 기법 습득)

- 진로 결정에 활용
- 전문 PM 직업

교사

- 학생 지도에 사업관리 기법 적용

▪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교육 부재

▪ 사회 활동에서 소통의
중요성 인식 부족

현안

강사

- 일자리 제공

▪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 필요
▪ 저출생/고령화와

4차산업혁명시대의
미래 지도자 육성 시급

시기성

운영자
- 사업관리 보급

- 미래 지도자 확보



☞ 국가간 경계 소멸/농촌 인구절벽 대응

☞ 자기 주도적 직업 증대

☞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 증대

☞ 미래 공유 삶의 선도 리더 육성 필요

☞ 창의적 세대 공존

☞ 체계적인 목적물 도출 역량 필요

4차 산업혁명시대(AI-ICBM) 미래 삶을 주도하는 리더

AI-ICBM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필요성…



체육/문화시설
(스포츠/공연/도서관/학습/식당)

일터
(스마트생산/게임/연구/데이터 축적)

삷의 질 평준화
(건강하고 즐겁게 ☞ 사회복지 비용 증대 억제)

미래 생활…



✓ 지금과의 다른 의식주일까? 

☞ 변화 될 뿐이다. 그리고 혼재 된다(자연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 다양성이 존재

☞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방식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 기업들은 우리를 건강하고(헬스케어, 스포츠센터, 바이오), 

즐겁고(게임, 영화, 뮤지컬, 여행), 
편안한(스마트폰, 로보트, 앱, IT)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

☞ 자기 주체성이 확립된 자 중심의 사회 형성(1인 기업, 소규모 사업 증대)

→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직업 선택

미래는?



다른 사람들을 자극!

여럿의 성공!

어떤 리더…



꿈꾸던 직업?

80% 종사 할 수 있도록!

리틀 PM의 비전…



✓ 미래 시대의 삶 이해 ☞ 나의 꿈 만들기/ 진로 방향 결정

✓ 발표능력 향상(하브루타, 말토발)

✓ 체계적인 목적물 도출 기법 습득 ☞ 글로벌 프로젝트관리
기법(PMBOK/미국PMI, PRINCE2/영국정보 Cabinet Office)
활용

✓ 자기 주도적 성과 도출 능력 확보 ☞ 학생용 관리 기법
교재 활용 (교재명: 리틀 PM)

✓ 리더 역량 향상-글로벌 역량을 갖춘 리더의 조기양성

리틀 PM의 교육 목표…

✓ 글로벌 인재 조기양성으로 국가의 글로벌PM수행 경쟁력 확보



글로벌 프로젝트관리 기법 이해를 통한 자기 주도적 관리 志向

✓ 자기탐색, 진로탐색 : ☞ 6시간
✓ 지정프로젝트: 착수, 기획, 실행, 통제, 종료 ☞ 8시간
✓ 자유프로젝트: 착수, 기획, 실행, 통제, 종료 ☞ 8시간
✓ 교육 후 멘토링: 업그레이드 캠프, 보수 교육

☞ 계획관리/목표 정의 결정/ 시간 관리/ 해야 할일 정의/목표물 관리/
원가 관리/의사 소통관리/구성원 관리/ 구매관리/ 위험요소 관리/
발표 관리

☞ 글로벌 프로젝트관리 기법(PMBOK/미국PMI, PRINCE2/
영국정보 Cabinet Office) 활용

리틀 PM의 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메니저(PM)?

사례…



게임 산업…
프로젝트메니저(PM)

통합관리(시간/품질/
자원/소통/리스크)



✓인문학과 예술, 정보기술(IT) 총 결합된 종합 아트 영역

✓디자인(캐릭터, 콘셉트, UI 등), 소설 지망생, 프로그램밍(코드, 엔
진, 서버), AI, 빅데이터, 물리, 수학

✓넥슨사 MMRPG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AxE(액스) → 3년간
100명

✓자율성, 독립성 보장 → 창의성 극대화

✓직군 → 아트, 기획,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메니저, 게임테스
트QA, 사업기획, 사운드 엔지니어

✓경영자, 영업, 교수, 생산, 연구 → 프로그래머만 있는 것이 아님

게임 산업…

☞ 스포츠, 자동차, 화학제품, 컴퓨터, 예술 산업도 유사 함



프로젝트메니지멘트(PM)?
(사업관리)

사례…



•플랜트 산업의 현황
• 대형화, 복잡화 및 불확실성 증대 해외 프로젝트의 수익성 악화
• 프로젝트 수행 역량 부족
•기본설계능력 부족
•프로젝트관리 능력 부족 (PM 성숙도)

•2013년 말 기준으로 해외건설, 반도체 및 자동차의 수주규모(출처: 국토해양부(2014)

해외건설 수주(652억불)>반도체(571억)>자동차(487억), 해외건설이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가장 큰 비중 차지

• 해외플랜트건설 프로젝트수행 수익악화의 문제점

• 프로젝트관리 성숙도 적용 필요성

• 프로젝트 성공률 제고 위한 기업의 노력에도 시행착오 지속

• 해외 다양한 환경에 적용할 종합적인 PM 역량 제고 필요

• 프로젝트관리 성숙도 수준 제고에 대한 실현성 부족

우리나라 건설.플랜트산업 현황 및 PM 성숙도 필요성

⚫ 우리는 Positioning Trap에 갇혀 있다.
⚫ 중국, 인도, 터키 등 후발주자들의 맹추격이
있으며, 선진국들은 기술력을 앞세우고
있다

⚫ 4 Constraints 및 국내업체간 과당 경쟁
으로 수익률이 저조하다

4 Constraints 

1. Plant Process Engineering-원천기술

2. Procurement-key equipment의 고부가가치

3. Project Management-PM 성숙도

4. Lack of English Skill 

출처: 김승철, 임광규, 문광길, 한국 PRINCE2 포럼 월간세미나(2015년 10월)

출처 : 강신봉, 2016, 통합PM성숙도가 프로젝트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의 통합PM성숙도 요구 됨
조직(PMO운영능력), 인력(경영진,직접참여자,지원참여자)PM역량, 프로세스(PM방법론, 업무인프라) 적용수준



PM 정의 및 개요

◆What is a PROJECT?
• 고유한 제품, 서비스, 또는 결과물을 창출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투입하는 노력

프로젝트 활동

◆ What is Project Management ?
- 지식, 기술, 도구, 기법 등을 적용하여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활동

- 착수, 기획, 실행, 감시 및 통제, 종료 프로세스

• PMBOK PM 지식영역
(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1. 소개
2. 조직의 영향과 프로젝트 생애주기
3.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

4. 통합관리
5. 범위관리
6. 시간관리
7. 원가관리
8. 품질관리
9. 인적자원관리
10. 의사소통관리
11. 리스크관리
12. 조달관리
13.이해관계자관리

• PMBOK  PM 프로세스
(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1. 착수

2. 계획

3. 실행

4. 통제

5. 종료

<미국 PMBOK(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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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of the PMBOK, PMI, USA

프로젝트 성과
범위관리

통합관리

시간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자원관리

의사소통
관리

리스크관리

조달관리

이해관계자관리

도구, 기법

▪프로젝트 승인
▪이해관계자 식별
▪프로젝트 공식화

▪관리계획 수립
▪기준선(baseline) 수립

▪팀 구축, 관리
▪작업지시
▪의사소통관리
▪조달수행

▪작업성과 분석
▪변경사항 관리
▪시정조치 요구

▪결과물 인도
▪교훈 정리
▪팀 해산

프로젝트관리
계획서

프로젝트관리
계획서 계획 갱신

고객 승인

산출물

프로젝트헌장
이해관계자 목록

시정조치

Planning
Processes

Monitoring &
Controlling
Processes

Closing
Processes

Executing
Processes

Initiating
Processes

프로세스

지식영역



1. Continued business justification

(프로젝트를 계속할 사업적 정당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2. Learn from experience

(경험에서 배우고 활용할 것, 즉 Lessons learned의 활용 강조)

3. Defined roles and responsibilities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할 것)

4. Manage by stages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진행하고 관리할 것)

5. Manage by exception

(예외관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관리할 것)

6. Focus on products

(결과물에 초점을 맞출 것)

7. Tailor to suit the project environment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환경에 맞추어 적용할 것)

프로젝트 기본원리 (Project Principles)

<영국 AXELOS, 2009, PRINCE2 2th >



Change(변화)

PROJECT
(프로젝트)

Temporary(임시적)

Business as 
usual
(운영)

Cross-functional
(다기능)

Unique(유일)

Uncertainty
(불확실)

균형
(balancing)

Organization

생존, 경쟁

변화관리

일시적(탄생, 죽음)

다기능

유일성

불확실성

프로젝트의 특성 인생의 특성=

삶의 프로젝트관리 필요

인생이 프로젝트다

리틀
PM

내 삶 프로젝트관리에 글로벌 PM 기법 필요!



주체 의식

PM 기본 사상 → 책임(Responsibility)

자신이 내린 결정

자신이 내리지 못한 결정

자신이 한 행동

자신이 하지 못한 행동

✓결과



PM 기본 사상 → 존중(Respect)

실무자, 타인, 자원에 대한 존경, 존중

존중하는 분위기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장려하고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

상호 협력 촉진

신뢰, 확신, 우수한 성과

사람, 금전, 명예, 타인의 안전, 자연 또는 환경 자원 등



PM 기본 사상 → 공정성(Fairness)

공평하고 객관적인 태도

의사결정, 행동

개인적 이익, 편견, 편파성 배제



PM 기본 사상 → 정직성(Honesty)

의사소통, 행동

진실의 파악, 진실한 태도



성공의 3% 법칙
미국 하버드대 MBA 졸업생 대상,

“당신은 인생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글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까?”

졸업생 중
3% - 목표와 계획을 기록해놓았다
13% - 목표는 있지만 기록하지 않았다
84% - 목표조차 없었다

10년 후 수입을 조사하니,

목표가 없었던 84% 학생보다
목표가 있었던 13% 학생 2배

뚜렷한 계획을 가진 3% 학생 10배



리틀PM 전문가리틀PM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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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PM과 함께 아름다운 내 인생을 만들자

리틀피엠®, 리틀PM® 이란?

리틀피엠®은 영어 “Little Project Management”를 줄여 쓴 말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생들이 글로벌프로젝트관리를 배우고 익히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과 도구
들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프로젝트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학생의 개인 인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하는 활동을 말한다. 
향후 대학교나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리, 통합, 이해관계자, 범위, 시간, 원가, 품질, 자원, 의사소통, 리스크, 계약/조달)

수료 후 혜택

1. 수료증 및 리틀PM 전문가 자격증 수여 (포스코건설, 인천사회복지협의회, 글로벌프로젝트관리연구소)

2. 인생 꿈 설정 및 글로벌PM(프로젝트관리) 분야 취업진로 안내와 가이드

3. 성년이 된 후 국제공인 프로젝트관리 전문가(PMP)자격취득 기회 및 혜택 제공

(리틀PM 자격증 소지자, PMP자격 취득 시 사전교육비 50%  할인 혜택 제공)

▪ 약25년간 해외프로젝트를 수행 중 글로벌프로젝트관리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겪는 수많은 역량 및 소통 등의 부족
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대기업, 중견기업에 PM를 보급하였으나, 변화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됨
▪ 초.중.고.대의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성장환경에서 부터 글로벌PM를 수준에 맞게 보급하는 것이 조기에 글로벌
환경조성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국가 인프라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창안하였음,
▪ 글로벌프로젝트관리연구소(대표: 김정수 박사)와 함께 교재개발 및 보급을 시작하게 됨(포스코건설, 인천사회복지협의회)

★ 리틀PM 탄생 배경 ★



리틀 PM 교육 소개



리틀PM 전문가 과정

과정 교재내용 시간 대상

리틀PM
전문가 과정

리틀PM 
꿈지도 만들기

꿈헌장, 꿈지도,
윤리강령

3Hrs 전체(공통)

리틀PM 초급과정
PM의 프로세스,

지식영역
(주요지식 위주)

3개월(3Hrs*12회)
초등5,6학년

중학생

리틀PM 중급과정
(주니어PM)

PM 프로세스, 
지식영역

(전체 지식)
3개월(3Hrs*12회) 고등학생

리틀PM 고급과정
(유스PM)

미국, 영국의
PM내용

6개월(4Hrs*24회) 대학생

리틀PM 심화과정
(미즈/시니어PM)

미국,영국, 국제
글로벌 PM,
Program, 
Portofolio

6개월(4Hrs*24회) 대학생, 일반

리틀PM 보수과정 변화관리 매 5년 전체(공통)



과정 시간 강사

리틀PM 설명 09:30~09:50 20분 전문강사

리틀PM
꿈 지도 만들기

종이 공
던지기 게임

09:50~10:00 10분

전문강사

꿈을 이루는 방법
(프로젝트)

10:00~10:10 10분

꿈 헌장 만들기 10:10~10:30 20분

꿈 지도 만들기 10:30~11:00 30분

꿈 지도 발표 11:00~11:10 10분

실행하기 11:10~11:20 10분

리틀PM 윤리강령 11:20~11:30 10분

나눔 및 마무리
사진촬영

11:30~11:50 20분 전문강사

리틀PM 꿈 지도 만들기 진행 시간표

•리틀PM 전문회사: 글로벌프로젝트관리연구소(대표: 강신봉 PM경영학박사)
•리틀PM전문강사: 김정수 PM경영학박사외 리틀PM전문강사(LPMI)



리틀PM교육 초급과정 진행일정(3개월 과정)

실습 차수 내용 주제 일정(예시, 주 1회) 장소 강사

학생 모집
Or 꿈지도

1
활동설명회
(꿈지도)

리틀PM 소개
(or 꿈지도 만들기)

1주차(토) 10:00~13:00 지정장소
리틀PM봉사단 및
외부PM전문강사

인적성.진로 2
인적성진로탐색
음악속 PM

인적성 및 진로탐색
음악속(오케스트라)의 PM

2주차(토) 10:00~13:00 상동
인적성진로탐색전문가
음약(클래식)해설전문가

지정
프로젝트

3
리틀PM 
1차 교육

프로젝트윤리, 팀 구축, 프로젝트
계획 및 착수

3주차(토) 10:00~13:00 상동 리틀PM전문강사(LPMI)

4
리틀PM 
2차 교육

프로젝트 계획수립 4주차(토)  10:00~13:00 상동

5
리틀PM 
3차 교육

프로젝트 실행, 
프로젝트 감시와 통제

5주차(토)  10:00~13:00 상동

6
리틀PM
4차 교육

프로젝트 종료 6주차(토)  10:00~13:00 상동

자유
프로젝트

7
리틀PM 
5차 교육

지정프로젝트 나눔 및
자유프로젝트 선정

7주차(토)  10:00~13:00 상동

8
리틀PM 
6차 교육

팀 구축, 프로젝트
계획 및 착수

8주차(토)  10:00~13:00 상동

9
리틀PM 
7차 교육

프로젝트 계획수립 9주차(토) 10:00~13:00 상동

10
리틀PM 
8차 교육

프로젝트 실행, 
프로젝트 감시와 통제

10주차(토) 10:00~13:00 상동

11
리틀PM 
9차 교육

프로젝트윤리,
프로젝트 종료

11주차(토) 10:00~13:00 상동

수료식 12
졸업 및자격증
수여식

나눔, 수료/자격증 및
졸업식

12주차(토) 10:00~13:00 상동 전원참석(학부모 포함)



주니어PM 양성과정 진행일정(3~6개월 과정)

구분 과 목 내 용 교육 방법

1, 2주차
PMP소개
및
PM 개론

• 글로벌PM현황 및 트랜드, PM(CAPM)자격 소개 설명

1. Junior PM 소개, 인.적성 및 진로탐색
설명, 토론

2. 4차산업혁명시대의 글로벌PM, 꿈지도 만들기

3, 4, 5주차 PM 지식영역

3. 기본개념, 용어 정의, PM Process

설명, 토론
영상자료,
실습, 

예상문제
풀이

4. 프로젝트 통합관리

5. 프로젝트 이해관계자관리

6. 프로젝트 범위관리

5, 6, 7주차 PM 지식영역

7. 프로젝트 시간관리

8. 프로젝트 원가관리

9. 프로젝트 품질관리

10. 프로젝트 인적자원관리

8, 9, 10주차 PM 지식영역

11. 프로젝트 의사소통관리

12.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 음악 속(오케스트라, 클래식)의 PM

11, 12주차

PM지식 13. 프로젝트 조달관리

윤리 14. 전문가 윤리 및 행동강령
종합정리

종합정리 15. PM정리, PM자격 시험 설명, 응시절차, 나눔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마이스터고) 진행



리틀PM전문강사(LPMI) 과정
구분 과 목 내 용 교육시간

1일차
(7.5시간)

09:30~18:00

리틀PM소개

리틀PM의 탄생배경, 진행경과, 리틀PM 구성요소 안내
09:30~10:20

(1H)리틀PM 정규과정 소개: 
- 꿈지도 만들기, 지정, 자유 프로젝트 과정, PM윤리

4차산업혁명과
리틀PM

- 4차 산업혁명의 진화, 미래의 인재상과 협력하는 괴짜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중심교육(SPBL)

10:30~11:20
(1H)

인성.적성 및
진로탐색 지도

- 자기주도적 인생설계, 바른 인성의 발현
- 자기탐색의 중요성과 방법, DISC진단을 통한 자기 탐색
- 진로 적성을 위한 SWOT분석

11:30~13:00
(1.5H) 

음악 속의 PM - 음악(오케스트라) 속의 PM(프로젝트관리)
14:00~15:20

(1.5H)

글로벌PM이해 및
선배와의 만남

PMBOK, PRINCE2, ISO21500, KSA ISO21500, IPMA
PMBOK 이해와 리틀PM, 선배와의 만남

15:30~17:20
(2H) 

미래세계와 LPMI역할 - 새로운 미래시대의 LPMI로서의 위상과 역할
17:30~18:00

(0.5H)

2일차
(7.5시간)

09:30~18:00

리틀PM 과정 안내 꿈지도 만들기 과정 실습 및 발표
09:30~12:30

(3H)

리틀PM 강의교재
실습

지정, 자율 프로젝트 목록에서 프로젝트 선정, 실습 PM
문서작성 (헌장,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WBS, 일정표 등) 13:30~15:20

(2H) 
리틀PM 실습 양식, 작성 발표

리틀PM전문강사
로서의 나, 동반성장

리틀PM 프로그램 정리, 현재와 미래를 스스로 선도하는 나 15:30~16:50
(1.5H) 리틀PM 진행 프로그램 발표, 토론

종합 및 마무리
리틀PM전문강사 육성과정 종합 정리, 토론 및 나눔
향후 활동 방안, 수료증 수여, 교육 마무리, 기념 사진 촬영

17:00~18:00
(1.5H)



리틀PM 활동 이력



리틀PM 교재(강사용 및 학생용)



포코건설 리틀PM봉사단(단장:강신봉박사, 부단장: 김정훈박사과정, 총 37명)

2015리틀PM체험활동(꿈지도만들기)영상_최종본_150825.mp4


포스코건설 리틀PM봉사단

강화도 교동중고등학교, 꿈 지도 만들기 인천논현중학교, 졸업식 광경향진원, 인천시아동복지협회, 리틀PM정규과정



꿈 선언문 작성



꿈 지도(Dream Map) 만들기



꿈 지도(Dream Map) 만들기 과정 진행 모습



리틀PM 전문가 정규과정(초급과정)_지정프로젝트

리틀PM 강사 교육 리틀PM 설명회

리틀PM 지정프로젝트 계획단계 교육 리틀PM 지정프로젝트 종료과정 실습교육



◆ 리틀PM 전문가 정규과정(초급과정)_자유프로젝트

리틀PM 자유프로젝트 착수단계 교육 리틀PM 자유프로젝트 기획단계 교육

리틀PM 자유프로젝트 감시/통제 단계 교육 리틀PM 자유프로젝트 종료 단계 교육



◆ 리틀PM 전문가 정규과정(초급과정)-나눔, 수료 및 졸업

리틀PM 나눔 및 졸업 발표1 리틀PM 나눔 및 졸업 발표2

리틀PM 전문가 자격증서 수여식 리틀PM 전문가 과정 종료 단체사진



◆ 인천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중학교 교장.교감선생님과 토론회 개최
(150명 참석)

리틀PM의 중등 및 계절학기 도입을 위한 토론회 리틀PM토론회 참석

인천시 중등교의 교육혁신을 위한 토론 인천시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사님들과 함께



◆ 제1기 주니어PM 양성과정(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3학년))



◆ 리틀PM전문강사(MPMI, Little PM Professional Instructor) 육성 과정



◆ 리틀PM전문강사(MPMI, Little PM Professional Instructor) 육성 과정



Subject:

1. 짝 정하기

2. 리틀PM의 탄생 배경

3. 글로벌 PM의 프로세스와 지식영역

말 토 발 생활화

(말하기, 토론하기, 발표하기)

주입식 공부의
파괴

국가훈련연구소/미국



◆ 말토발 축제 방송 (우리 아이들 고생시키는 주입식 공부는 이제 그만 물러가라 !!!!!)



Who? 

Why? 



2014.06.20

리틀PM 과정 아이디어 개발
강신봉 박사

2000년.09월 : 한국플랜트엔지니어협회 창립

2003년 9월 :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로 개칭

2003년 10월 : 국토교통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 / 순수 플랜트건설엔지니어 모임 약 3,000명

(1대회장 심옥진 전)현대건설 사장, 2대 손석기 전)현대중공업 전무, 3대 신안식 전)포스코건설 상무)

국내 엔지니어링과 PM전문교육기관

www.kapit.co.kr

기술자가 국력이다!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공학인재 양성 필요

현황 및 문제점 관리+전문기술 융합 필요성

미션 및 전략 적용산업, 애로점 및 기대효과

현황 저변확대 글로벌인재 변화교육 관리+전문기술 융합 인재양성

학교/기업교육

'18~

평생교육

'18~

자격제도

'19~

발굴 확산

적용산업 애로점(변화관리) 기대효과

 4차산업혁명시대의 공학인재 양성

[출처] 사업관리분야 NCS개발 기초연구(2015)

기술자가 국력이다! 



생존,경쟁

 미래 일자리 창출, 글로벌인재 양성을 통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

리틀PM전문가 과정

주니어PM 전문가 과정

유스(청년)PM 전문가 과정

미즈(엄마)PM 전문가 과정

시니어PM 전문가 과정

리틀PM전문강사 육성 과정

PM대중화
(일자리 창출과
PM적 사고함양,
삶의 질 향상)

글로벌 경쟁력 확보

선진
대한
민국
건설

PM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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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업관리 분야 NCS개발 기초연구(2015) [출처] 미국PMI(2017)

PM은 재정적 보상, 글로벌화에 최고기여: 미국PMI보고서

한국: 50만명의 PM일자리 필요 PM은 내삶의 고부가 가치 창출 글로벌한 일자리와 경력 기회제공

PM기회! 

https://tykim.files.wordpress.com/2017/06/pm_jobgrowth_and_talentgap-008.jpeg
https://tykim.files.wordpress.com/2017/06/pm_jobgrowth_and_talentgap-007.jpeg


✓ 글로벌 프로젝트관리 대중화

✓ 미래의 삶의 이해

✓ 청소년 조기 글로벌화

✓ 자기주도적 기반 창의성 향상 방안 숙지

✓ 글로벌 리더 육성

✓ 지역간 불균형 타파

✓ 전문 교육기관 필요

☞ 리틀PM보급이 정답이다!

제안…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