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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용      프로그램

09:00                 등록 및 코칭 네트워킹      명함 교환, 테이블 인사 / 온라인 소회의실 인사

        개회식 & 시상식–Offline & YouTube      회장 개회선언, 시상식 (올해의 코치상, 우수도서상, 코칭문화확산 우수기관상)

10:00        Keynote Speech 
      –Offline & YouTube

     이정동 교수 (서울대 산업공학과)–최초의 질문

11:00
  코칭마스터 세션–Offline & Zoom      Coaching Master 체험  그룹코칭 8명 : 서복선, 현미숙, 한민수, 양정욱, 강경숙, 김용희, 변익상, 임그린–국제회의장

                                                          1:1코칭 시연 4명 : 최동하(중회의실A), 박은경(중회의실B), 김대형(소회의실4), 전병렬(소회의실2)

12:00
          점심식사–부스투어(Offline)      코칭기관과의 만남 (홍보부스), 저자와의 만남 (도서부스)

13:00

      Coaching Session

       –Offline & Live Zoom

                              Track A (국제회의장) 

                            비즈니스 코칭

Track B (중회의실 A) 

HR 코칭 사례

Track C (중회의실 B) 

라이프 코칭

Track D (소회의실 4)  

커리어 & 공익 코칭

Track E (소회의실 2) 

뉴트렌드 코칭

Track F (소회의실 1)

학술 포럼

13:15–14:00
                               한국코치협회사업위원회 

/ 하태승 

중소기업 비즈니스코칭 

추진 성공 사례

현대글로비스 / 신다정 

다각적인 코칭방식을  

활용한 조직문화  

점검하기

미타임캠퍼스 / 김연수

아이의 학습태도가 

달라지는 기적의 취침 

습관 : 미라클 베드타임

I.I.M.D 대표 / 손미향

MZ세대를 위한 

글로벌 커리어 

개발 코칭과 

코치의 공익 

펀드레이징 파트너십

한스코칭x소풍벤처스 / 

한숙기, 최경희

스타트업 CEO 코칭

학술 오프닝 강연 / 

박정영

그룹코칭과 팀코칭

14:15–15:00

                               인코칭 / 김재은 

직급별 관리자로서의  

역할 명확화를 통한  

효과적 성과 코칭 방안

서울아산병원 / 오성규 

직원가치창출(CEV)을  

위한 

코칭 커뮤니케이션

아빈저경영연구소 / 

구진순

변화와 의식을 

확장하는 

Mindful Coaching For 

Transformation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 

오정근

코치의 커리어 설계와 

공익 커리어코칭

고울짱코칭캠프 / 

배용관, 최광면

코칭성과관리 표준화로 

열리는 

코칭의 새로운 미래 : 

BYK 코칭성과 4단계 

모델 

연구1 / 연영주

1:N의 효과 그룹 코칭

/ 김휘경

코칭에 대한 코치의 

주관적 인식 연구

15:15–16:00
                              CiT코칭연구소 /  

박정영, 김면수, 이재경 

조직내 의미 있는 대화, 

1on1

SK텔레콤 / 문성욱 

SK텔레콤의 코칭  

진행현황

㈜석세스아카데미 

대표 / 김도윤

돈걱정 없는 

자유로운 삶 

“머니리더십”

한국코치협회 

사업위원회 / 이정윤

사랑과 나눔으로 

동반성장의 꽃을 피우는 

공익코칭 성공사례

마음챙김 파트너스 / 

오효성, 김종성, 남관희 

마음챙김 코칭 : 

Who/being에서 

실행까지

연구2 / 이종혁

2022년 코칭현황연구

논찬 / 김유천, 이송이

16:15–17:00

                                비즈니스임팩트 /  

이재형 

임팩트 있는  

비즈니스 코칭의 비결

현대자동차 / 현준식 

‘코칭을 통한  

리더 주도의  

조직문화 조성’

㈜사람&사랑연구소 / 

권영애

미래역량(SMSB)을 

깨우는 마음COAT 

존재코칭

광운대 

코칭심리연구소 / 

정지현

대학 신입생을 위한 

주도성 향상 

코칭 프로그램 결과

Fides Coaching / 

박순천

메타버스 코칭 

Metaverse Coaching 

활용과 사례발표

연구3 / 원경림

사례연구, 포스터,

전시, 논찬 

              녹화세션 (7개) 

17:10–18:00            공연–Offline & YouTube      싱어게인 Top 3 공연, 한국코치합창단 공연

18:00–18:15        경품 이벤트–Offline & YouTube      경품 추첨

18:15–18:30             폐회식–Offline & YouTube      임원·지부장 소개, 폐회사, 기념촬영

프로그램
On–Off 병행 방식 
【Off 및 ZOOM, YouTube】

제19회 대한민국코칭컨페스티벌

유충열라이프코칭

연구소 / 유충열

토마스레너드의 

프로페셔널 코칭

K코칭그룹 

YK심리코칭센터 / 

서영근

내모나_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교수 / 

김연희

코칭교육이 

간호관리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 : 혼합연구

코칭경영원 / 

이한주, 선현주, 

윤지영, 박준경

기업문화의 

New Trend. 1ON1

㈜어치브코칭 / 

이형준

새로운 비즈니스 

코칭 트렌드, 

인터널 코칭

글로벌코칭앤

코치비즈니스 / 

김선화

코치들을 위한 

명상

(나다움의 나 

만나기)

리얼 코칭 / 김애진

리더의 갈등 

해결을 위한 

감정코칭

제19회 코칭컨페스티벌 
행사 만족도 조사

QR코드 설문지에 답하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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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대한민국코칭컨페스티벌

CNT
제19회 대한민국코칭컨페스티벌

(Coach Network Time)

19회 코칭컨페스티벌은 온오프 동시에 병행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를 소개하고 연결하는 시간이 진행됩니다.

자신의 프로필을 Zoom 배경화면으로 사전 준비합니다.

5인~8인이 소회의실에서 각자 1분씩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으로 운영됩니다.

3회~5회 반복 진행하게 되므로 많은 코치님들과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테이블별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명함을 주고받으며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서로를 알리며 자연스럽게 코칭컨페스티벌과 친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CEO코칭, 임원코칭, 조직성과 코칭, 조직갈등관리 코칭에 관심 있는 누구나
Track A
비즈니스

코칭

코칭으로 조직문화를 바꾼 기업, 기관의 실제 사례에 관심 있는 누구나 
Track B 

HR 코칭

생애설계, 대인관계, 가족관계, 비전 & 미션, 행복코칭에 관심 있는 누구나 
Track C 

라이프 

코칭

진로, 직업, 청소년, 사회적 돌봄 대상 코칭에 관심 있는 누구나

Track D

커리어 & 공익 

코칭

VR, 메타버스, 마음챙김, 새로운 코칭 모델에 관심 있는 누구나 
Track E

뉴트렌드 

코칭

코칭의 학술적 연구와 사례에 관심 있는 누구나  
Track F

학술 포럼

04  



안녕하세요. 코치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코칭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

심을 갖고 계신 사회 각 분야의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한국코치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학습과 정보교류, 코칭 문화 확산을 

위해 2003년 협회가 창립된 이듬해인 2004년부터 매년 <대한민국코칭컨

페스티벌>을 개최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난 2021년을 기준으

로 인증코치가 1만명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2022년에는 10월 20일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 면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국내 및 해

외 8개 지부 회원님들과 온라인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하여 금년에는 온라

인도 병행하게 됩니다. 

올해 대한민국코칭컨페스벌 주제는 ‘코칭으로 열리는 새로운 미래 : A 

New Future Pioneered by Coaching’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칭리

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기업, 학계, 기관, 군 등만 아니라 청

소년, 학부모, 제2의 인생설계를 하시는 모든 분에게도 코칭이 필요하고, 

개인과 조직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 코칭리더십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본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서로 의견을 진솔하게 나누고, 코칭세션에서 배움과 성찰이 일어나

고, 서로 친교를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행

사에 참가 후, 더 나은 변화의 씨앗이 자라나 각자 가까운 미래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코칭으로 열리는 새로운 미래”의
 씨앗을 키우고 열매를 맺을 축제의 장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행사로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기획

한국코치협회 코칭컨페스티벌이 2022년 올해에는 온오프를 병행하는 행

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19회 코칭컨페스티벌은 대한상공회의소 현장에

서 직접 만나 오프라인으로 즐거운 소통을 하실 수도 있고, 멀리 계시는 분

들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 슬로건은 ‘코칭으로 열리는 새로운 미래’로, 참가하시는 모든 코

치님들과 코칭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미래가 코칭으로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션마다 코치님들이 듣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내용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KSC 마스터 일대일 코칭 시범, 그룹코칭 시연, 각 트랙별 공모에 

선발된 코치님들의 최근 코칭 기술과 사례가 공유될 것입니다. 

오프라인 홍보부스에서는 행사를 후원하는 코칭펌의 코칭프로그램 소개가 

진행되며, 도서부스에서는 금년도 우수 코칭도서상에 선정된 도서의 저자 

사인회도 진행됩니다. 포토존에서는 그동안 보고 싶었던 코치님들과의 흐

뭇한 만남의 장면을 추억으로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폐회식에서는 코치합창단의 공연과 더불어 노래 실력이 뛰어난 코치님들

의 라이브 공연 ‘싱어게인’(Sing Again)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싱어게인 

현장에서 Top3를 정하는 즉석 모바일 채점에도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협찬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수강권 경품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제19회 코칭컨페스티벌은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성장과 발전, 상호 정보 

공유의 장이 될 것이며, 신명 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

한 자리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영사
제19회 대한민국코칭컨페스티벌

김 영 헌 
(한국코치협회 회장)

최 용 균
(코칭컨페스티벌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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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추격전략의 성공, 그 끝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경계는 아무도 앞서간 자의 발자국이 없는 

화이트 스페이스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원리는 과거 추격의 전략과 달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도전적인 ‘최초의 질

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스케일업하면서 질문을 진화시켜 나가는 ‘축적의 시간’을 버텨야 합니

다. ‘최초의 질문’과 ‘축적의 시간’이 진정한 기술선진국을 향한 열쇠입니다. 최초의 질문을 던지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담대하게 열어가는 비저너리 리더가 필요한 시대에 코칭의 역할은 바로 이런 리더를 키워내는 데 있습니다. 

일정 : 2022년 10월 20일(목) 10:00–11:00

최초의 질문,

혁신을 이끄는 리더의 자세

Keynote Speech
제19회 대한민국코칭컨페스티벌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 Science and Public Policy 

(Oxford Journal ), Editor (2018–)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2018–)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2011)

· 대통령비서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 

(2019–2021)

· <최초의 질문 : 기술선진국의 조건> 저자 

(2022)

이 정 동

Keyno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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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마스터 세션 / 그룹코칭
제19회 대한민국코칭컨페스티벌

·아이지엘코칭그룹 대표코치

·코칭프렌즈 대표의장

·한국코치협회 코치인증 심사위원

한민수 코치 I KPC

·전) 한국리더십센터 팀장·책임연구원

·전)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팀장

·(주)하우코칭 대표

· 전) 숙명여대 대학원 리더십학과 겸임교수 /

성균관대학교 외래교수 등

현미숙 코치 I KSC

·전)  한국코치협회 이사,  

프로그램 인증국장 외

·EBS <상사가 달라졌어요> 전체 PM

· 전) 한국코치협회 부회장 / 인증위원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서복선 코치 I KSC

· 현) 한국코치협회 인증정책위원 

한국코치협회 산하 기독교코칭센터 인증국장

·글로벌리더코칭센터 대표

·WMU, 미주장신 남서울대 겸임교수

강경숙 코치 I KSC

·한국코치협회 전주지부장

·ICF코리아 챕터 부회장

김용희 코치 I KPC

· 다수의 글로벌 기업에서 영업,  

마켓팅 기반의 임원으로 재직

· 현재는 임원 코칭 전문 코치 및  

미국 CTI사 Faculty로 활동 

· PCC, CPCC, ORSC (Organization 

Relationship Systems Coaching)

·(주)와이리더십센터 대표이사

·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매니지먼트 전공  

박사 수료

양정욱 코치 I KPC

· 아우디 코리아 / DTK벤츠상용 역량평가위원

· 현대모비스 / 기아 / GM코리아 /  

르노삼성서비스센터 코칭 강의 및  

그룹코칭 코치

변익상 코치 I KPC

·융합&공감 코칭연구소 대표

·법무부 위촉 보호관찰위원

·번역 활동

·전) (주)창의와탐구 직영사업본부장

(국제회의장)

임그린 코치 I KPC

·(사)한국청소년심리상담협회 이사

·마인드카페 전문코치

·광운대 교육대학원 외래교수

·서울사이버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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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마스터 세션 / 1:1코칭
제19회 대한민국코칭컨페스티벌

·밸런스행복상담코칭센터 원장

·경영학박사

박은경 코치 I KSC

·상담심리치료박사

·소통과연결 코칭연구소 대표(2009~현재)

·한스코칭 파트너 코치

·한국코치협회 인증심사위원(2009~현재)

김대형 코치 I KSC

· BBC(Becoming Better Coach) 

코칭실습모임 운영자(2018~현재)

·KBC파트너스 대표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코칭전공 주임교수

최동하 코치 I KSC

·케어마인 상담코칭센터 연구소장

·전) 한국코치협회 이사

·KT그룹 인재개발실 교수 / 전문코치

·한국코치협회 슈퍼바이저코치 

전병렬 코치 I KSC

·한국심리상담학회 심리상담사

중
회
의
실
A

중
회
의
실
B

소
회
의
실
4

소
회
의
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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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ack A / 비즈니스

Track B / HR

코칭 세션
제19회 대한민국코칭컨페스티벌

주제 : 코칭을 통한 기업문화 점검하기 

내용 :  코칭 효과 높이는 팀장 그룹 코칭 컨텐츠  

다면평가에 따른 follow–up 코칭 

사업부 리더 온보딩 코칭 기획 및  

코칭을 통한 기업문화 정립 사례

주제 :  직원가치창출(CEV)을 위한  

코칭 커뮤니케이션

내용 :  교육의 본질, 스스로 학습의 존재가치  

코칭을 통한  MZ세대와의 커뮤니케이션  

직급별 리더십 사전 역량 교육체계  

주제 :  코칭을 통한  

리더 주도의 조직문화 조성

내용 :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 개요,  

주요 추진내용, 반응 및 강점 등

·현대자동차 교육실 임원

·현대글로비스 교육문화팀장

·임직원 교육 및 기업문화 담당

·현) 서울아산병원 아카데미운영팀장

·전) 이노베이션디자인센터 팀장

·전) 암센터운영지원팀장

·KAC, 사내 리더십교육 전문강사

주제 :  SK텔레콤의 코칭 진행현황

내용 :  SK텔레콤의 코칭 History 

SK텔레콤의 코칭 진행 프로세스 특징 

임원 및 코치 대상 안내드리는 자료  

기업 담당 코치분들께 드리는 Tip

·SK텔레콤 기업문화 리더십육성팀 리더

문성욱 코치 I KAC

오성규 코치 I KAC

신다정 팀장

현준식 상무
T
ra

c
k
 B

T
ra

c
k
 B

T
ra

c
k
 B

T
ra

c
k
 B

주제 : 중소기업 비즈니스코칭 추진 성공 사례

내용 :  노사발전재단 [2022 중소기업 CEO코칭] 

중소기업 CEO 코칭을 통한 변화 사례  

중소기업 CEO 코칭 참여코치 성공사례  

비즈니스코칭의 일자리 창출 전망

· 현) 한국코치협회 사업위원회  

비즈니스코칭국장

·현) 한국리더십센터그룹 전문교수

·전) SFA UK 법인장

·전) 삼성항공산업(주) 자동화사업부

·(주)인코칭 부사장

·인코칭 코칭포유 Series 개발 

· 인코칭 TALC(Talk, Act, Learn, and Change) 

편집장 

·SuccessFinder Expert Coach

김재은 코치 I KPC

하태승 코치 I KPC

T
ra

c
k
 A

T
ra

c
k
 A

주제 : 임팩트 있는 비즈니스 코칭의 비결 

내용 :  비즈니스 코칭(1:1, 그룹)의 효과성을  

높이는 차별화된 코칭 프로세스 설계 및 

방법론,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

· (주)비즈니스임팩트 대표 (Ph.D.)

· CBC(Core Business Coaching) 개발자

·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겸임교수

· 전) KT그룹사 CFO / 경영기획총괄

이재형 코치 I KPC

T
ra

c
k
 A

주제 : 조직내 의미 있는 대화, 1on1

내용 :  1on1의 탄생과 발전 배경   

1on1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핵심요소   

1on1의 7 Tips   

1on1 프로젝트 사례 

·(주)CiT코칭연구소 대표 

·ICF Korea Chapter 수석부회장 

·전) 신안산대학교 교수 

·전) 한국리더십센터 교수

박정영 코치 I KSC

T
ra

c
k
 A

주제 :  코칭포유–끌리는 리더의 Coaching 

Secret 휴넷 온라인 과정 개발 

내용 :  직급별 관리자로서 효과적 성과 코칭 방안 

팀장, 임원, C–level 직급별 관리자 역할

코치형 리더로의 성과를 이끄는 노하우 

·(주)CiT코칭연구소 파트너코치 

·마인드 디자인 연구소 대표 

· (사)한국코치협회 KAC, KSC  

인증자격 심사위원

· (주)CiT코칭연구소  

PR Director / 파트너코치

·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코칭 퍼스트클래스 대표

김면수 코치 I KSC 이재경 코치 I K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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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우리아이 성공습관 : 미라클 베드타임

내용 :  미래인재 핵심역량 키우기 

자기주도 학습습관 만들어주기 

일과 가정 사이에서 워라밸 유지하는  

부모 되기

주제 :  MZ세대를 위한 글로벌 커리어개발 코칭과 

코치의 공익 펀드레이징 파트너십

내용 :  ‘디지털 트랜스포매이션’ 시대 뉴 러너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커리어개발과 재능기

부 인성코칭, 공익 파트너십 펀드레이징

주제 :  변화와 의식을 확장하는  

Mindful Coaching For Transformation

내용 :  코칭에서 Mindful은 무엇이며 어떻게  

의식 확장과 자각을 일으킬 수 있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방법론

주제 :  미래역량(SMSB)을 깨우는  

마음COAT 존재코칭

내용 :  미래인재의 SMSB역량 어떻게 깨울까?  

SMSB를 깨우는 COAT 존재코칭  

마음COAT 존재코칭의 차별성과 적용 사례

·사람 & 사랑연구소(주) 소장 

· 교육학(상담심리)박사(Ph.D.)  

교육부장관상 3회 

· 동화세상에듀코 COAT  

마음키움 인성코칭프로그램 개발(2022) 

·미타임캠퍼스 대표

·세바시랜드 공식티쳐

·전) 동서울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저서  <미라클 베드타임> <9시취침의기적> 

<악기보다음악>

· I.I.M.D 대표 

·메트라이프 사회공헌재단 이사 

·국제코칭연맹코리아 공익코칭 위원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커리어개발 센터장

·한국해비타트 상임이사

·아빈저경영연구소 경영자 코치(이사)

·Mindful Leadership FT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 역임

·삼성그룹공채 CJ근무

주제 :  돈 걱정 없는 자유로운 삶 ‘머니리더십’

내용 :  업무 몰입도를 향상 시키는 머니리더십,   

돈과 관련한 제약을 뛰어 넘어 힘, 자유, 

마음의 평화를 주는 관계로 전환하기

·국제공인회계사 / MBA

·한국재무코치협회 회장

·(주)석세스아카데미 대표

·머니코칭 박사(수료)

김도윤 코치 I KAC

구진순 코치 I KPC

김연수 코치 I KAC 손미향 코치 I KPC

권영애 코치 I KP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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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코치의 커리어 설계와 공익 커리어코칭

내용 :  고객발굴과 코칭기회 학대 

공익 커리어코칭 활동 사례 

코칭 효과를 높이는 탁월한 질문 

커리어코칭 설계(다회기/단회기)

주제 :  대학 신입생 주도성 향상을 위한  

코칭 프로그램

내용 :  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이슈 

주도성 향상을 위한 코칭 설계 

5년 연속 주도성 코칭 결과 및 시사점

·현) 광운대 코칭심리연구소 연구원

·현) 코칭경영원 파트너코치

·전) 코칭경영원 책임연구원

·전) 삼성SDS 교육컨텐츠 그룹

·국민대학교 겸임교수(교양대학 / 일반대학원)

·하우코치사관학교 전임교수

·버크만코리아 연구개발원장

·저서 <오정근의 커리어코칭>

주제 : 사랑과 나눔으로 동반 성장의 꽃을 피우다

내용 :  공익코칭 소개  

공익코칭 프로세스 소개  

2022년 공익코칭사업별 핵심내용 소개 

공익코칭 참여코치 및 고객 인터뷰

·(주)스칼라에프앤디 이사 

·코러스라인 대표 

·한국FT코칭연구원 전문강사 

·한국코치협회 사업위원회 공익국장

이정윤 코치 I KPC

오정근 코치 I KPC

정지현 코치 I KPC
T
ra

c
k
 D

T
ra

c
k
 D

T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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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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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C / 라이프

T
ra

ck D
 / 커

리어 &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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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한스코칭X소풍벤처스]  

스타트업 CEO코칭

내용 :  스타트업 코칭 추진 배경  

스타트업 코칭의 주요 특징  

앙터프루너 프로그램 진행 프로세스  

주요성과/변화된 모습

·교육학 석사(코칭심리 전공)

·한국코치협회 사업위원회 총간사

·한국코치협회 중소기업 CEO 코칭 지원팀장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경영자 코치

·한스코칭 대표

·Co–Active Coaching 한국파트너

·PCI사 Asia–Pacific region 대표 

·<임원코칭의 블랙박스>(역)

·소풍벤처스 파트너

·마켓디자이너스 조직문화 총괄 역임

·튜터링 공동대표 역임

·유니콘하우스에 투자자로 참가

주제 :  코칭성과관리 표준화를 위한 실용적  

접근–BYK코칭성과 4단계 모델

내용 :  배경 

코칭성과의 개념화와 체계화 

현장 적용 및 검증 

코칭성과관리의 모델링 및 이론화

배용관 코치 I KSC

최경희 코치 I KSC

한숙기 코치 I KSC

최광면 코치 I KPC

T
ra

c
k
 E

T
ra

c
k
 E

주제 :  메타버스 코칭 Metaverse Coaching  

활용과 사례발표

내용 :  메타버스 코칭이란? 

메타버스 코칭 활용사례 

메타버스 코칭 현장시연

·Fides Coaching 대표

·한국코치협회 사업위원회 위원

·제18회 코칭컨페스티벌 위원회 운영국장

·시니어행복발전센터 메타버스 전임교수

박순천 코치 I KPC

T
ra

c
k
 E

Track E / 뉴트렌드

·경영학 박사 / 성과중심 한계돌파 코치

· 연구활동 분야 : 코칭성과, 코칭역량, 코칭

훈련, 훈련성과 측정, 코칭성과 측정

· 코치훈련 Program ACPK 인증 : 9개  

(기초 : 2, 심화 : 4, 역량 : 2, 비즈코칭 : 1) 

주제 :  마음챙김 코칭–Who/being에서 실행까지

내용 :  마음챙김이란? 

코칭에서 마음챙김이 주는 기대효과 

 코칭에서 마음챙김의 구체적 활용  

마음챙김 코칭 프로그램

·코칭경영원 파트너 코치

·인터브랜드 고문

·Mindfulness Certified Trainer 

오효성 코치 I KPC

·2000시간 코칭

·마음챙김 파트너스 공동대표

·코칭경영원 파트너 코치

·ICF PCC Markers Assessor

·예스앤컴 대표

·코칭경영원 파트너 코치

김종성 코치 I KPC 남관희 코치 I KSC

T
ra

c
k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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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그룹코칭과 팀코칭

내용 :   그룹코칭과 팀코칭의 정의 

그룹코칭의 진화 

팀코칭의 글로벌 트렌드 

그룹코칭과 팀코칭의 가능성과 전문성

주제 :  그룹 다이나믹스를 통한  

알아차림의 장[1:n]의 효과

내용 :  그룹코칭의 정의, 그룹코칭의 효과  

그룹코칭 프로세스 소개  

한국코치협회 그룹코칭 프로그램 소각

·(주)CiT코칭연구소 대표 

·ICF Korea Chapter 수석부회장 

·전) 신안산대학교 교수 

·전) 한국리더십센터 교수

· 한국코치협회 역량강화위원회 교육국장

· 한국코치협회 그룹코칭 프로그램  

개발 TF 팀장

· 삼성 희망디딤돌 공익 코칭 수퍼비전  

참여 코치

주제 :  코칭에 대한 코치의 주관적 인식 연구

내용 :  Q방법론을 활용한 연구 

인증코치들이 코칭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 결과 최종 4개의  

인식유형 도출 후 각 유형의 특성 분석

·한국코치협회 역량강화위원회 연구국장

· 하이웨이(High way) 리더십코칭  

연구소 소장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김휘경 코치 I KPC

연구1 연영주 코치 I KPC

오프닝 강연 박정영 코치 I KSC

T
ra

c
k
 F

T
ra

c
k
 F

T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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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F

주제 : 2022년 코칭현황 연구

내용 :  코치들의 주요활동 현황. 

코칭 교육비용과 수입 

코칭역량에 대한 인식 

코치로서의 만족도와 향후 기대

· 삼성화재 지점장, 지역단장,  

사업부 지원파트장

연구2 이종혁 코치 I KPC

T
ra

c
k
 F

주제 :  2022년 코칭 현황 연구에 대한 논찬

주제 :  코칭에 대한 코치의  

주관적 인식 연구에 대한 논찬

· 동국대 코칭학 박사 (심리학 Ph.D.)

· 현) 동국대 일반대학원 상담코칭학과 교수

· 현) 동국대 미래융합대학원  

융합상담코칭학과 교수

· 현) 아시아상담코칭학회 회장

논찬 김유천 코치 I KPC

· 현)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코칭학과 교수

·현) 아시아상담코칭학회 편집위원장

·현)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부회장

·현) 동국메타융합상담코칭센터 자문위원

이송이 코치 I KAC

주제 : 사례 발표에 대한 전체 총평 및 논찬·현) 남서울대학교 코칭학과 교수

·한국코칭학회 교육위원장

·한국리더십센터 전문교수

연구3 원경림 코치 I KPC
T
ra

c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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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F / 학술

T
ra

c
k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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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토마스 레너드의 프로페셔널 코칭

내용 :  왜 토마스레너드의 프로페셔널 코칭이 

미래를 열수 있는가? 

토마스레너드의 프로페셔널 코칭의 사례

주제 :  내모나(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심리 

코칭으로 자기이해 및 조절력 높이기

내용 :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내가 잘 아는 나

(내아나)와 내가 모르는 나(내모나) 

내모나 탐색, 이해, 연결, 통합하기

· 개신대학원대학교, 안양대학교 코칭학교수 

(Ph.D., PCC)

·유충열라이프코칭연구소 대표

·한국코칭학회 부회장

·마인드카페 전문코치 

·Human Dynamic Asia Pacific 파트너 코치

·K코칭그룹 파트너 코치 

·리더십, 코칭, 소통 퍼실리테이터(강사) 

서영근 코치 I KPC

유충열 코치 I KPC

주제 : 기업문화의 New Trend–1on1

내용 :  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1on1 도입  

1on1을 위한 코칭리더십 교육과정 개발 

코칭 문화 확산에 대한 기여와 향후  

방향성

· 코칭경영원 파트너 코치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 인력개발학 박사

· (주)데인스 대표

이한주 코치 I KPC

주제 :  리더의 갈등 해결을 위한 감정코칭

내용 :  리더의 감정관리   

감정코칭이란?   

갈등과 감정코칭    

사례연구

· 리얼코칭 대표 

· CiT코칭연구소 FT 

· 한국생산성본부 교수

주제 :  코칭교육이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

내용 :  간호관리자의 코칭교육 필요성  

코칭교육의 효과  

코칭교육으로 인한 관리자의 리더십 변화

·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교수,  

서울아산병원 간호부원장, 

· 6seconds Certified EQ Practitioner, 

Arbinger Leadership Facilitator

김연희 코치 I KAC

김애진 코치 I KSC

7개 녹화 세션
제19회 대한민국코칭컨페스티벌

· IT, 에너지, 금융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근무

· 임원 1:1코칭, 그룹코칭,  

팀코칭 진행

선현주 코치 I KPC

·코칭경영원 팀장

박준경 코치 I KAC

· 전) 코칭경영원 팀장,  

한국코칭센터 과장, 

· 현) 코칭경영원 전문코치,  

Gallup 인증 강점 코치 & 퍼실리테이터 

윤지영 코치 I KPC

녹 

화

녹    

화

주제 : 코치들을 위한 명상(나다움의 나 만나기)

내용 :  명상의 이해, 멈추고 바라보기, 이순간 

현존, 코칭의 프레즌스와 명상, 명상과 

코치의 삶 등의 내용으로 코치다움을  

통해 코칭다움 완성하기

· 현) 글로벌코칭앤코치비즈니스 대표

· 현) ICF 코리아챕터 감사

· 현) 한국기독교코칭학회이사(수퍼바이저대우)

· 저서 <The Flowing Leadership> 외 다수

주제 :  새로운 비즈니스 코칭 트렌드 –  

인터널 코칭

내용 :  인터널 코칭 확산으로 코칭 업계가  

갖게 되는 이점 / 인터널 코치의 차별점 / 

자발적인 인터널 코치의 자리매김 방법

· (주)어치브코칭 대표 

· KAIST경영대학원 MBA, AIC 

· 한국로슈, 애브비, SK케미칼 등  

145개사 강의 및 코칭 

· <Fire! 불붙는 조직 만들기> 저자

이형준 코치 I KPC

김선화 코치 I KPC

녹 
화

녹 

화

녹 

화

녹 

화

녹 

화



올해의 코칭도서 수상작 

오정근의 커리어 코칭 

오정근

MZ세대와 꼰대 리더 

김영기

MZ세대와 꼰대 리더 한국형 정서코칭을 말한다 

남상은 외 11인

한국형 정서코칭을 말한다 한국형 정서코칭을 말한다 

당신의 커리어는 안녕하십니까 

박윤희

마음 발견의 기술 

김종명

전문코치를 위한 

ICF 8가지 코칭핵심역량

도미향 김두연 유충열 최동하 황현호

당신의 커리어는 안녕하십니까당신의 커리어는 안녕하십니까 마음 발견의 기술당신의 커리어는 안녕하십니까 전문코치를 위한 

올해의 코칭도서 선정작

24  

3800시간 

김태호

3800시간 

긍정 라이프를 위한 

5가지 스킬 

김민영 외 4인

긍정 라이프를 위한 

마스터풀코치가 갖추어야 할 

코칭핵심역량 

박창규 원경림 유성희

마스터풀코치가 갖추어야 할 

어쩌다 코칭 

주수연 외 14인

어쩌다 코칭 어쩌다 코칭 일 잘하는 사람의 생각법 

류호택 외 7인

일 잘하는 사람의 생각법 일 잘하는 사람의 생각법 정답과 오답 사이 

김태균

일 잘하는 사람의 생각법 정답과 오답 사이 정답과 오답 사이 

코칭력 향상 NLP 

김만수

코칭력 향상 NLP 크리스천 코칭 디스커버리 

한국기독교코칭학회

코칭력 향상 NLP 크리스천 코칭 디스커버리 크리스천 코칭 디스커버리 킹덤코칭스쿨 

한혜정 외 19인

긍정 라이프를 위한 긍정 라이프를 위한 크리스천 코칭 디스커버리 킹덤코칭스쿨 킹덤코칭스쿨 킹덤코칭스쿨 

행복한 리더가 

끝까지 간다 

김영헌

행복한 리더가 

도서 부스
제19회 대한민국코칭컨페스티벌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Coaching Confestival 2022   25

시대를 초월한 

성공의 열쇠 10가지 

손미향

마스터풀코치가 갖추어야 할 행복한 리더가 행복한 리더가 시대를 초월한 시대를 초월한 

본 저서는 
수상 대상이었으나 

회장이 겸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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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코치상
제19회 대한민국코칭컨페스티벌

·(주)CiT 코칭연구소 파트너 코치   

·ICF 코리아챕터 국제위원장

이영혜 코치 I KSC

·강점경영학교 대표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이동우 코치 I KPC

·코칭경영원 파트너코치  

·국민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국제공인 마스터코치(MCC)

김종명 코치 I KPC

·(주)비즈니스임팩트 대표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 겸임교수

·전) KT그룹사 CFO / 경영기획총괄

이재형 코치 I KPC

·한국상담심리학회 심리상담사 

·KT그룹 인재개발실 전문코치 

전병렬 코치 I KSC

(가나다 순으로 기재) (가나다 순으로 기재)

추천 및 선정 사유 :

<코칭방정식> 등 다수의 코칭 저서 저술

한국코치협회 인증프로그램 SMART 코칭 FT 

주요기업 대표, 임원 코칭에게 최고의 만족도로 

비즈니스코칭 확산에 기여 

추천 및 선정 사유 :

8년 동안 4개 대학에서 코칭 교과목 강의

대학생, 선교사, 군인, 청소년 대상 공익코칭 수행

코칭을 받은 고객으로부터 만점에 가까운 

피드백을 받는 코치

추천 및 선정 사유 :

코치협회 발족 단계부터 코치인증 심사위원 활동

글로벌 코치들과 네트워킹으로 코칭문화 확산

한국코치협회 인증프로그램 3 Cs FT 활동으로 

200명 이상 코치 육성

추천 및 선정 사유 :

한국코치협회 인증프로그램 CBC (코어비즈니스

코칭) 개발 후 CBC 과정 16기수 과정 진행으로 

수료생 215명, KAC 95명 배출

저서 <벌거벗은 힘> 연극으로 코칭문화 확산

추천 및 선정 사유 :

KT 그룹내 사내코치로 기업코칭 확산

한국코치협회 인증 KTSALES 프로그램 개발 

대기업 근무 중 최초 KSC 취득과 

사내 300명 이상 간부 코칭교육 실시

2022년 코칭문화확산 우수 기관
제19회 대한민국코칭컨페스티벌

  HANDONG GLOBAL UNIVERSITY

•CJ 인재원

•서울아산병원

•한국다이이찌산쿄

•현대글로비스

•LG CNS

•스마트전자

•한동대학교

•현대자동차 국내생산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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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숙영 l KPC
커리어, 라이프 전문코치

홍보국장

제19회 

대한민국코칭컨페스티벌 

준비위원

최용균 코치 l KPC
한국코치협회 이사

코·컨·페 위원장

최경민 코치 l KPC
플레로오 대표

기획국장

홍진숙 코치 l KPC
건강코치, 
JS창조코칭연구소

운영국장

구자군 코치 l KPC
리더십코칭센터 전문코치

제작국장

최수황 코치 l KPC
진선미감성코치 
S&H CC 대표

편집국장

이정원 코치 l KAC
버디어패럴 대표

조성희 코치 l KPC
마음생각 코칭상담센터 대표

최경희 코치 l KPC 
바인그룹_한국코칭심리협회 이사

홍보국

김여나 코치 l KPC 
여나(여성나눔) 커리어 
코칭센터 대표

김혜영 코치 l KAC 
독서 & 라이프 코치

이성미 코치 l KPC 
가족웃음연구소 소장 &
스마일코치

최정화 코치 l KPC 
심리감동센터 대표

편집국

김미정 코치 l KPC 
비즈니스, 커리어 전문코치

김혜성 코치 l KPC 
아름다운 울타리 회장

조유용 코치 l KAC 
i–coaching 대표

한미옥 코치 l KPC 
소울빛상담코칭센터 대표

제작국

김규연 코치 l KAC 
바인그룹 사내코치

박찬민 코치 l KAC 
바인그룹 학원사업부 
행정팀장

이연정 코치 l KAC 
봄비, 라이프코치
(금융자산관리)

진신숙 코치 l KPC 
굿코칭 대표

운영국

박유현 코치 l KAC
아모레퍼시픽 고문

송근창 코치 l KPC
카카오브레인 애자일코칭

윤태구 코치 l KAC 
코스메틱 브랜드 benetus 

기획국













후원사

협찬사

제19회 대한민국코칭컨페스티벌

제19회 대한민국코칭컨페스티벌

골드 후원사

다이아몬드 후원사

실버 후원사 부스 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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