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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리더 (Entrepreneur) 개발 과정을 중심으로 - 













• 개원일 : 1988년 11월 29일 

• 대지면적 : 172,693㎡ (52,239평) (잠실종합운동장 3.3배, 잠실야구장 6배) 

• 연면적 :  34,027㎡ (10,293평) 

• 교육과정 수 : 총 431개  
    (off-line:83개/e-learning:348개)  

• 1일 교육 가능 인원 : 1,800명 
    (숙박가능 인원 : 736명) 

• LG 인화원 임직원 수 : 83명 

[LG인화원 조감도] 



Vision 

 

LG의 사업가를  

육성하는 최고의  

기업교육기관 

Mission 

 

일등LG를 추구하는  

LG인들이 고객가치, 

인간존중, 정도경영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실천하여  

LG가 시장선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하는 것 



기본방침 

- 장기적 관점 
  에서의 계획적  
  육성 
 
- 직급/직능별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육성 

운영체제 

- LG 공통의 교육 
   체계화 
   LG 브랜드를  
   공유하는 회사간  
   공통필수 교육 
 
- 사전 육성제 
 
- 인사와 연계 

CEO Conference 

EnDP 

신임임원과정 

예비경영자과정 

Ⅰ급 진급과정 

Ⅱ-1/2급 진급과정 

Ⅲ급 진급과정 

신입/경력사원과정 

재경 HR 
영업 

마케팅 
 공인 
자격  Biz이슈 IT 

기본 과정 

전문 과정 

전략 과정 

분야별 
전문가육성 

이동경로에 
따른 육성 

[직급필수 교육] [전문직무 교육] 

각 사별 교육 

예비 
사업가 
후보 

LG MBA 

사업 
부장 
후보 

예비 
사업가 

사업
부장 

[사업가교육] 





리더는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리더가 되도록 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온전히 장악해야 함. 

1 

리더십은 성장(growth)과 성숙(maturity)을 의미함. 
인생 여정에서의 절망 가운데서도 쉼 없이 성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임. 

2 

리더십은 조직원 개개인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열정의 씨앗이  
움트도록 돕고, 성과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어 활짝 피어나도록  
하는 것임. 

3 

리더란 모순되어 보이는 다수의 문제에 창조적 대안을 만들어 내고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볼 수 있는 사람 



‘사업에 임하는  
마인드와 자세, 

즉 [기업가로서의 
마음가짐]이 중요함’ 

‘기업가, 사업가(Entrepreneur)’란  
“세상(고객)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비록 어렵지만 가치 있는 창조적 결실을 맺기 위해, 
‘혼신을 다해 자기 내면의 열정을 발산’하는 사람 

새로운 가치의 산출을 위해, 

‘일시적인 이익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과감히 Risk에 도전’하는 사람 

고정관념, 관습으로부터의 탈피하여, 
‘새로움을 끊임 없이 추구’하는 사람 





 교육내용 
   분절적인 경영학 지식을 사업의 맥락으로 통합 

 교육방법  
    시장, 기술, 고객, 경쟁사의 변화의 흐름에 직면 

통합 

직면 

교육설계 
-교육과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성과 향상 
   사업성과와 연계된 핵심과제에 집중 

 행동변화 
    강의장을 넘어 현업에서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지원 

집중 

실천 

사업성과기여 
-사업성과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대상: LG  임원 ( 상무, 전무, 부사장 ) 
  일정: 2박3일 / 인화원  
  과정 

EnDP 과정명 비고 No 

자기성찰과 조직변화 리더십 

경영의 신동향 

LG Way 이슈 세미나 

사업가치와 재무 

고객가치 마케팅 

신사업 개발  

시장선도:Beyond Strategy 

R&D와 Product Leadership 

성과창출 리더십 

자기 완결형 조직개발  

전 임원 공통 

비 재무 부문 임원 

비 마케팅 부문 임원 

사업부장, 법인장, 전략, 
마케팅 부문 임원 대상 

전 임원 공통 

사업부장, 법인장, 전략, 
마케팅, R&D 부문 대상 

전 임원 공통  

비 HR 부문 임원 

101 당 해 년도 신임임원 

1 

2 

3 

4 

5 

6 

7 

8 

9 

10 

11 

전무과정 당 해 년도 신임전무 

부사장 과정 당 해 년도 신임 부사장 

12 

13 

내용 및 운영 

개인별 심리진단 후 집단 Workshop 진행 

미래구상 차원의 비 연관 분야 접촉/경험 중심 운영 

LG Way관련 그룹의 주요 이슈 논의  

Cyber + 강의  + Simulation  

최신 마케팅 Trend 및 전문가 특강 (분반/합반) 

신사업 Issue관련 프로젝트 진행 ( 1~ 3개월)  

산업별/직군별 분반, ‘Playing to Win Workshop 

Value Chain 상의 리더 W/S, 실행과제 도출/구성원공유  

조직진단 및 Workshop, 팀 단위  참석, AC/DC, F/U지원 

조직 개발을 위한 실행(안)작성, Staff 참석 

신임임원 On-boarding 프로그램, Assimilation W/S 진행 

신임 전무과정(1박2일) 

부사장 과정(1박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