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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관계론의 기초 
 
- 조각상을 사랑한 피그말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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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관계론의 기초 

   - 여신 아프로디테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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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먼네트워킹이란 
 
 성공한 사람들의 90% 이상은 인간관계가 성공의 핵심요

소라고 답하여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 
 일상생활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

이고 우호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휴먼네트워
킹이라고 함 

 휴먼 네트워킹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가져
다 줄 성공의 요인으로 중요한 것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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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네트워킹의 기초- 



   □ 휴먼네트워킹의 중요성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해 줄 정도로 성공을 위한 중
요한 자원이며 사람은 어디에나 항상 존재  

 지식 및 재능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15%인 반면, 85%의 
성공요인은 인간관계 

 인적자원을 잘 네트워킹 한다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
대의 효과를 기대  

 인적자원은 누구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자원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귀고 사업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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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먼네트워킹의 기초 -  



   □ 휴먼네트워킹의 원칙 
 

 받으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를 연구 하
는 자세는 매우 중요한 휴먼네트워킹의 원칙  

 약속은 신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소  
 비굴하지 않으며 상대에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

지고 항상 당당하게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이때 필요한 것이 경

청을 잘하고 말은 적게 하는 것  
 같은 접촉이라도 차별화 하여 상대가 나를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하여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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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네트워킹의 기초- 



   □ 휴먼네트워킹 전략  
 

 휴먼네트워킹은 접촉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피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접촉하는 것이 필요  

 많이 만나면 더 친해지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  
 명함관리에서부터 자신에게 맞는 시스템을 선택하여 인맥을 관리하

는 것이 필요  
 첫인상은 변하기 어려우나 약 4초 정도면 형성되고, 외모, 복장, 표정, 

어투 등 극히 제한된 정보로 형성 되므로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노력
이 필요  

 상대방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쉽게 가까워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
킬은 매우 중요 

9 

-휴먼네트워킹의 기초- 



멘토링 

10 

야콥 요르단스 [폴리페모스의 동굴 안에 갇힌 오디세우스] 17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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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티슈바인 [폴리페무스] 1802년 



12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오디세우스에게 잔을 권하는 키르케] 1891년 



13 

허버트 드래이퍼 [오디세우스와 세이렌] 1909년 



14 

아놀드 뵈클린 [오디세우스와 칼립소] 1883년 



15 

피터르츠 피터르 라스트만 [오디세우스와 나우시카] 1619년 



16 

프리마티스 [오디세우스와 페넬로페] 1563년경 



1. 멘토의 개념과 유형 
 

  - 커리어발달 : 직업생활을 통해서 자기발견, 확립, 발달을 위한 프로세스이
며, 직업생활에 들어가기 이전의 발달 프로세스도 포함 

 
  -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및 다양한 형태의 영향력을 이것을 갖고 

있지 않는 프로테제에게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발달을 지원하는 것 
 
        비공식적 멘토 : 진심으로 지원하고 싶은 욕구와 멘티의 의사에 의해 성 
                                     립, 커리어 기능과 사회  심리적 기능의 측면에 긍정적 
        공식적 멘토 : 지위의 기능으로 멘토십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서 성립,  
                                 사무적 관계로 양자에게 이익이 있어 커리어 기능만 작용 



   2. 멘토의 기능과 역할 
 
   (1) 멘토의 기능 
 
  - 커리어기능 
     스폰서 십 
     지도 
     보호 
     표출 
     도전적 직무제공 
  - 심리 사회적 기능 
     역할모델 
     카운슬링 
     수용과 승인 
     우정 



    
 
   (2) 멘토의 역할 
 
- 자기개발 프로그램 및 학습계약  작성시 조언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원조 
-새로운 직무수행을 위한 지식 및 기능습득에 대한 조언 
-커리어 초기단계에서 관리 및 기술적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  
-기업의 징후 및 조직문화에 대한 정보제공     역할모델 
-특수한 기능의 전수와 프로젝트에 대한 기능 전수 
-멘티의 소망과 관심에 대한 대와, 부모와 같은 태도와 자세 
-조직에서의 올바른 행동과 경력관리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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