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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한국기업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불확실성과 위기시대의
기업교육
육 이슈와 방향
향
• 일시: 2012년 5월18일 금요일 09:30~18:00

회원가입신청 안내

장
삼성
멀티캠퍼
• 장소:
삼성SDS
멀티캠퍼스
가입신청방법

• 주최: 사단법인 한국기업교육학회 (KSLP)

한국기업교육학회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홈
페이지(http://www.hrdkorea.com) 에서 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신 후, 작성하셔서 전자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및 문의사항: 한국기업교육학회 사무국
- 홈페이지 http://www.hrdkorea.com
- E-mail : hrdkorea6@naver.com
- 전화번호 (02) 365-0533

후
후원
삼성SDS, 매일유업, 메타비 경영연구원,
블랙박스, 비상ESL, 이지스쿨, 유비온,
㈜조아라, 크레듀, 테크빌, 학지사,
한국표준협회, 화신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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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한국기업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일시

2012년 5월 18일 (금)

Concurrent
Session 1
(10:00~11:30)
presentation:
30min*3

장소
Track1(18층 1강의실)

Track2(17층 2강의실)

사회: 박연정 (삼성SDS)

사회: 이현우 (상명대)

삼성SDS 멀티캠퍼스

Track3(17층 3강의실)
사회:리상섭 (동덕여대)

실행력 중심의 지점장 양성(수행공학 관점에서) 사례

HRD 컨설턴트의 경력 정체, 조직 몰입, 이직 의도의 인과적 관계

RP(Rapid Prototyping) 기반의 제조시스템 전문가양성 프로그램개발

조성인 차장, 류효인 (LG전자)

이호진 수석컨설턴트 (인키움), 김대영 선임컨설턴트 (크레듀)

조남채 부장 (삼성전자)

공공부문 교육효과성 평가도구 개발 – H공사 사례

사회복지조직의 서번트리더십 과정개발 및 효과검증 연구

왜 SCM인가?

김소현 (한양대), 옥지원 (중앙대)

신재은 팀장 (경기복지재단)

정재삼 교수 (이화여대)

제조기업의 혁신활동진화에 대한 연구

팀리더의 조직핵심가치 관련 행동규명과 그 효과

핵심역량 중심의 인재개발 전략

조대연 교수, 김벼리 (고려대)

정찬동 교수 (서울시 인재개발원)

- 포스코사례를 중심으로
정상철 수석컨설턴트 (포엠아이컨설팅)

휴식 및 1강의실로 이동

11:30 ~ 11:45

축사 임영휘 대표이사 (크레듀)
환영사 조일현 교수 (한국기업교육학회장)

11:45 ~ 12:00

사회 박수홍 교수 (부산대)

Keynote Speech 불확실한 미래와 기업교육 나일주 교수(서울대)

12:00~12;40

점심

12:40~14:00

사회 : 두민영 (삼성화재)

Concurrent
Session 2
(14:00~15:30)
presentation:
30min*3

사회 : 서순식 (춘천교대)

포스코 가치공유(Shared Value) 교육운영 사례

웹기반 신용교육의 효과 변인과 관계구조 탐색

박종원 부장 (포스코 미래창조 아카데미)

이명근 교수 (연세대), 김형근 팀장 (NICE신용평가정보)

Best Practice: ALDP (Allianz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이찬 교수 (서울대), 변영오 책임 (롯데인재원)

이지은 교수(조선대), 박아람 차장 (삼성SDS)

중간관리자의 entrepreneurship 역량 증진 프로그램 설계

불확실성하에서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론적 대안

자기주도적 학습원리를 적용한 신입직원 직무교육 모형 및

이주혁 팀장(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박수홍 교수, 박진영 (부산대)

조일현 교수 (이화여대)

김은덕 부지점장(국민은행) 김민정 교수 이은철 (단국대)

박종규 (펜실베이나주립대), 이상윤 부장, 박준호 대리 (알리안츠생명)

프로그램 개발 연구

휴식
사회 : 오헌석 (서울대)

사회 : 이수경 (직업능력개발원)

불확실한 융합시대 미래 인재상 탐색

Action Learning을 활용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의 효과

현장기반 WA 리더십 사례

송상호 교수 (안동대)

임영택 연구원 (LIG 손해보험)

유일한 센터장, 김상석 수석연구원 (표준협회)

전략적 HRD 성숙도의 진단모델 개발

SER-M 모델에 의한 인재개발형 액션러닝프로그램의 핵심성공요인탐색 기업관리자와 공과대학교수의 이공계 신입사원들에게 필요한 직업기초능
력에 대한 인식 비교
(K사의 사례연구)

박연정 책임 컨설턴트 (삼성SDS), 이찬 교수 (서울대)
자본주의 4.0 시대의 새로운 기업교육 탐색:
생태학적 기업교육
유영만 교수, 조현경 박사, 김천지 연구원, 장세희, 김수지 (한양대)

17:20 ~ 17:30

이영민 교수 김석란 이영현 김우진 김지은 (숙명여대)
국내 기업교육의 전이평가 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

사회 : 장환영 (동국대)

presentation:
30min*3

전직지원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업 내 소셜러닝을 위한 학습자의 페이스북 활용사례 연구

과정 설계 및 운영

15:30~15:50

Concurrent
Session 3
(15:50~17:20)

사회 :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인력의 고령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HR 전략:

김주희 부회장 (액션러닝 협회), 봉현철 교수 (전북대)

홍경선 교수 (군산대)

조직개발형 액션러닝 활동과 조직성과 간의 매개변수 탐색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참여적 교수설계

장효택 팀장 (현대오일뱅크)

이영석 대표 (ORP 연구소)

휴식 및 1강의실로 이동
폐회사 조일현 교수(한국기업교육학회회장)

17:30 ~ 18:00

사회 장환영 교수(동국대)
경품추첨(iPad3, 외장하드 등) 및 뒷풀이 장소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