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합니다!
한국기업교육학회(KSLP: Korean Society for Learning and Performance)는

2009 한국기업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전략적 동반자가 되는 길

학습과 수행성과에 관련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개발함으로써 개인, 조직, 그리고 사회의 가치창출에 기여하고자, 2009년
5월 15일(금)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전략적 동반자가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HPT의 연구 및 사례, 인재 육성 전략, 학습조직/CoP/조직변화, 실천학습/
공공부문 HRD의 네 개 트랙을 통하여 이론과 실제를 망라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교육 실천가들과 인재들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Change

합니다.
본 학술대회를 통해 학습(Learning)과 수행성과(Performance)에 관심이 있는
기업체, 공공조직과 학계 전문가들의 지식 및 경험을 귀하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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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춘계 학술대회조직위원장 최욱 올림
한국기업교육학회 학회장 정재삼 올림

(Korean Society for Learning an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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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9. 05. 15 (금)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신세계관
주최: 한국기업교육학회

L earning

P

행사순서
12:30 - 14:00

학회 이사회 (동창회관 교수식당 VIP실)

14:00 - 14:30

현장등록

전

개 회 식 (신세계관 101호) - 환영사, 축사
사회: 정선영 교수/ 국민대

체

14:30 - 16:00

세

기조강연

션

“불확실성 시대, 조직경영자의 전략적 동반자가 되는 길”
- 윤경로/ Dupont 아시아태평양지역 인사담당 전무

16:00 - 16:15

Coffee Break 및 이동

Track A

Track B

Track C

Track D

HPT의 연구 및 사례
(신세계관 101호)

인재육성전략
(신세계관 202호)

학습조직/CoP/조직변화
(신세계관 203호)

실천학습/공공부문 HRD

사회: 한안나 교수/ 대구가톨릭대

사회: 신제구 소장/ 크레듀HR연구소

사회: 두민영 박사/ 삼성HRDC

사회: 김정일 본부장/ 한국기술대

C1: CoP(Communities of Practice)를 활용한
WLP(Workplace Learning and Performance) 전략
- 이찬 교수, 홍성수 차장, 정채성
/ 서울대, POSCO

D1: 중앙공무원교육원“창조학교”과정
교수설계와 과정운영 사례
- 정용진 교수/중앙공무원교육원

A1: 기업교육 성과측정의 대안
- 형경화 차장/ LG인화원

16:15 - 18:15

A2: 수행공학(HPT)모형을 적용한
린(Lean) 경영기법의 효과성 분석
- 권정언 팀장/ CJ인재원
A3: 전이중심 수행공학모형의 개발과
적용
- 장선애, 송해덕 교수/ 중앙대

18:15 - 19:15

B2: 직무능력 중심의 인적자원개발 모델
- 이종건, 한주희 교수, 김미란
/ 중앙대
B3: DC (Development Center) 기반
학습 개발과 활용
- 이영석 대표/ ORP연구소

D2: 기업의 일과 삶 조화 수준 진단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
- 이영민 교수, 배미령/ 숙명여대

C2: Senge의 학습조직 이론에 기반한
학습조직 구축수준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성 검증
- 박귀애, 정재삼 교수/ KERIS, 이화여대 D3: Action Learning in the Workplaces

트

C3: 복잡계 이론에 기반한 학습조직화
컨설팅 사업의 사례연구
- 윤필현, 한주희 교수/ 중앙대

별

: A Systematic Review
- 조연주 교수/ Indiana Univ.

사회: 장경원 교수/ 경기대
A4: 기업의 변화관리가 실패하는 다섯가지 B4: 기업에의 적용을 위한 다중지능 이론 C4: 조직 성과를 30% 향상시키는 리더
육성을 위하여
이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윤형식 부사장/ Hay Group
- 박민희 매니저/ SK텔레콤 미래경영연구원
- 문용린 교수, 전종희/ 서울대
A5: 수행공학 프로세스를 적용한
적시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 임영택 박사/ LIG 손해보험

사회: 송해덕 교수/ 중앙대

사회: 김성회 공보관/ 서울강남구청
D4: 창의적 학습리더 양성 및 상시학습
문화 다지기 전략
- 하영자 박사/서울시인재개발원

B5: 문제 해결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형 C5: 창조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모형 개발 D5: 藝 感 創 Action Learning
- 박수홍 교수, 김태현, 홍광표, 한순희
- 권영랑 대표/ 예감창
PBL의 탐색적 고찰: Beyond Action
/ 부산대, 영산대
Learning
- 송상호 교수/ 안동대

트랙별 폐회

랙

세

식사 시간 (자유 시간)
사회: 서순식 교수/ 춘천교대

19:15 - 20:45

B1: 다층분석을 통한 핵심인재육성
기업교육훈련의 임금효과 분석
- 백일우 교수, 박상욱/ 연세대

(신세계관 204호)

션

장소안내

신청안내

지하철 노선

참가비 안내
.

- 2호선 이대역 하차 → 2번, 3번 출구 (이화 신세계관까지 도보 10분 소요)

버스 노선

사
전
등
록

학

생

일

반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

- 정문통과
B
G

163, 170, 171, 172, 271, 371, 472, 602, 603, 705, 751
5711, 5712, 5713, 7011, 7012, 7014, 7015, 7017, 7611, 7712

- 후문통과
B
G

현
장
등
록

학

생

일

반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20,000원

40,000원

50,000원

70,000원

161, 270, 272, 370, 470, 601, 606, 700, 750
6714, 7020, 7720

사전 등록 안내
오시는 길

1.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사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등록 신청서
www.hrdkorea.com/conference/2009/2009_KSLPconference_application_form.doc

2. 사전 등록 신청서와 참가비 입금 마감일은 5월 10일(일)까지 입니다.
- 이메일 주소: hrdkorea6@hanmail.net
- 입금 계좌: (신한) 100-023-781246 / 예금주: 정재삼(기업교육학회)
※ 사전 등록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신 후, 입금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내 및 문의 사항
- 홈페이지 http://www.hrdkorea.com
- E- mail hrdkorea6@hanmail.com, orchid8924@ewhain.net
- 전화번호 (02) 3277-4934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