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전문코치: 이석재 Ph.D., PCC기업 전문코치: 이석재 Ph.D., PCC

전문
• 뉴욕주립대학교 사회심리학 박사 (1995.5)

한양대 교육대학원 인적자원개발론 코칭심리학 성균관대 대학원 코칭이론 강의
전문
경력

• 한양대 교육대학원 인적자원개발론, 코칭심리학; 성균관대 대학원 코칭이론 강의
• 통신정책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전산원 연구위원, 한국역량진단센터 대표

전문코치 자격(Certificate) 인증기관 취득일

코치
자격

PCC(Professional Certified Coach) 국제코치연맹(ICF) 2008. 2. 25

TCI(Team Coaching Intensive) TCI (미국) 2008. 7. 10

CPCC(Certified Professional Co-active Coach) CTI (미국) 2007 11 14

이석재 Ph.D., PCC

코치올 대표코치

CPCC(Certified Professional Co active Coach) CTI (미국) 2007. 11. 14

코칭
시간

1:1코칭
임원급: 1,611

그룹코칭
임원급: 117.5

총 : 2,900.50
팀장급: 738 팀장급: 434

전문코치로서 강점과 차별성

코칭 전문분야
경영자 코칭, 성과향상 코칭(performance 
Coaching), 팀/조직효과성 향상 코칭

HR전문가로서의 주요 활동

HR컨설팅 역량모델링, 핵심인재, 승계계획, 교육체계수립

효과성코칭워크숍(개인코칭; 조직코칭 32hr) 국제코

코칭 접근법
효과성 코칭 방법론(Effectiveness Coaching) 개
발, Targeted Consultative Coaching 주창
(컨설팅, 코칭, 심리학적 통합/맞춤형 코칭)

코칭 주제

워크숍 진행 효과성코칭워크숍(개인코칭; 조직코칭, 32hr), 국제코
칭연맹(ICF) 코치 역량강화 인증프로그램(30 CCE)

내 삶을 바꾸는 생각 파트너(2019, 편집중), 경영심리
학자의 효과성 코칭(2014), 18가지 리더십 핵심역량
을 개발하라(2006) 현대사회심리학(1999) 저술 인코칭 주제

경험 리더십 개발, 성과향상, 역할 변화, Way 전파

진단과 코칭
연계

리더십다면진단(ELA), 팀효과성 진단(TEA), 조직
효과성 진단(OEA) 개발 및 온라인 운영

저술/기고
을 개발하라(2006), 현대사회심리학(1999) 저술, 인
사평가와 코칭기술(2004), Topgrading(2003), 사회심
리학: 사회적 동물(2002)등 번역서 출간, HR전문지
다수 기고, 국내외 사회과학 학술지(SSCI)에 인상관
리, 자기관리, 체면 등의 학술연구논문 다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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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임원/핵심인재 대상 코칭경영자/임원/핵심인재 대상 코칭

 1:1코칭, 팀코칭, 그룹코칭:  ㈜두산,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동아, 두산 전자, CJ제일제당, CJ E&M, GS건설, GS칼텍스, LS엠트론, 
LS전선, LG전자, LG이노텍, LG에너지, LG생명과학, SKT, 삼성서울병원, 삼성전자, 삼성탈레스, 삼성코닝정밀유리, 신한BNP, 
아주그룹 , 오토에버시스템즈, POSCO, 한국야금, 현대자동차그룹, 모토로라 코리아, 듀폰 , 한국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노바티스, 
한국엘러간, 한국라파즈 석고, 한국노바티스, 한국 IBM, 한국암웨이, 한국오가논, 한국화이자

ⓒ 2019 Coachall. www.coachall.com
2



기업의 임직원 대상 진단기업의 임직원 대상 진단

임원, 팀장 및 핵심인재를 대상으로 리더십 다면진단, 팀 효과성진단, 조직 효과성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디브리핑
(debriefing) , 워크숍 등을 수행한 주요 고객사입니다.g

국제광엔지니어링 나우리 남양통신 네이버 동서 도움과 나눔

두산그룹 두산인프라코어 바슈롬코리아 삼성전자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디스플레이

서전텔콤 성신산전 승화일렉트론 심텍 LG전자 LS엠트론서전텔콤 성신산전 승화일렉 론 심텍 전자 엠 론

LS산전 에듀워드 SH테크 SK텔레콤 SK케미칼 UNID

웨트스코리아 원창기업 엘시케이전자 에스에이치테크 에스지이엠디 GS칼텍스

GS테크 GSI 캠텍 탑엔지니어링 태인 태인텔리콤

PCA생명보험 평화가족 한국 화이자 화인텍코리아 한성자동차 한길이에스티

한국 컴퓨터 한국 MS 한국 엘러간 한국 로슈 현대자동차 혜인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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