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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HR의
HR의 도전과 과제:
과제: 동반자관계 형성과 수행성과 향상
2008. 11. 7 (금) 09:00~18:00

세션 시간
(09:00~9:30)

Concurrent
Session 1
(09:30 ~11:30)

(11:30 ~ 12:45)
General Session 1
Keynote Speech
(12:45 ~ 14:00)
(14:00~14:30)

Concurrent
Session 2
(14:30 ~ 16:15)

(16:15~16:30)
General Session 2
Panel Discussion
(16:30 ~ 18:00)

CJ인재원 리더십센터

프로그램 내용
현 장 등 록

트랙2: Partnership & Performance
트랙3 :Trends & Issues
트랙4:장소
Trends & Issues
장소: Auditorium(4층)
장소: 303호
호
( 중앙대학교)
사회: 진성미: 304
사회: 이희수 (중앙대학교)
사회: 이인숙 (세종대학교)
2-1 위기 시대 한국 HRD 전망과
4-1 여대생 직장적응 프로그램
The Future of e- Learning
희망: HRD를 위하여 HRD 넘어서기 3-1
개발
연구
- 정진호 ( 현대인재개발원)
- 장경원, 우현주 ( 경기대학교)
- 유영만 (한양대학교)
2-2 Performance Analysis: 절차와
3-2 팀 내 무형식학습과 사회적
4-2 HRD프로그램 반응평가에 대
사례
자본이
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 메타평가
- L & P Lab (이화여자대학교)
- 정홍인, 조대연 ( 숙명여자대학교)
- 박소연 ( 광주대학교)
2-3 Stakeholders와의 Partnership
3-3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을 통한 지식경영
4-3 글로벌 인사평가체제 구축
Simple ISD
- 김수정 ( 삼성SDS)
- 박응규, 장병국, 이진형, 박영희
- 임철일 ( 서울대학교)
(LG CNS)
중식 및 휴식
12:45 개회식: 대회사 (최종태 한국HRD연합회장), 환영사1 (심원술 한국인력개발회장), 환영사2 (신영수 CJ인재원부원장)
장소: CJ Grand Hall (1층) 사회: 조대연(숙명여자대학교)/이성(경기도)
13:00-14:00 기조강연 (김문수 경기도지사) : “인재, 지방자치, 그리고 대한민국”
휴식 및 이동
트랙1: Partnership & Performance
트랙2: Partnership & Performance
트랙3: Trends & Issues
트랙4: Trends & Issues
장소: 201호
장소: Auditorium(4층)
장소: 303호
장소: 304호
사회: 전주성 (경원대학교)
사회: 최연식 (LG인화원)
사회: 변호승 (충북대학교)
사회: 송상호 (안동대학교)
1-4 맞춤형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4-4 KB의 로열티 증진을 위한
2-4 전략적 HR Partnership
3-4 리더 육성 체계 및 육성 방법
교육 컨설팅 사례
가치공유
프로그램
- 최욱 (경인교육대학교)
- 유규식 (POSCO인재개발원)
- 신재구, 오현아 (KB인재개발원)
- 이성, 허승범 (경기도)
1-5 민, 관, 학 협력체제 구축을
4-5 교육훈련, HRD, 사후관리에
2-5 Project 성공의 4박자
3-5 CSO를 위한 오방리더십
통한 인적자원개발 사례
대한 현장이야기
- 김대곤 ( 한경아카데미)
- 이규하 (Wedu Communications)
- 김숙정 (부산시 교육청)
- 정혜선 (Now HRD Group)
휴식 및 이동
16:30-17:10 주제발표 (송영수/ 한양대학교, 한국산업교육학회장): “CLO의 역할과 역량”
장소: CJ Grand Hall (1층)
패널토의 (사회: 정재삼/ 이화여자대학교, 한국기업교육학회장)
패널리스트 (심원술/한양대학교, 신영수/CJ인재원, 윤경로/Dupont Korea, 정혜선/Now HRD Group), 김경수/LG인화원)
트랙1: Partnership & Performance
장소: 201호
사회: 윤형식 (Hey Group)
1-1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모형과
HRD파트너의 역할
- 주용국,이혜주 (경성대학교)
1-2 공공부문 학습조직의 촉진요인
과 실천요인 진단 및 분석
- L & P Lab (이화여자대학교)
1-3 HRD관점에서 노동시장이 요구
하는 대학교육
- 박인섭 (한국전자거래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