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안내

한국기업교육학회

KSA 한국표준협회

▶ 참가비 안내
구분
학생

일반

2011년

한국기업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사전등록

현장등록

회원

1만원

2만원

비회원

2만원

4만원

회원

3만원

5만원

비회원

5만원

7만원

▶ 사전 등록 안내
1.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사전등록 신청서 제출(hrdkorea6@naver.com)과

지속 가능한 기업의 미래
: 人 • 學 • 創

참가비 입금 마감일은 3월22일(화)입니다.
- 입금계좌 : (우리) 1005-901-657709 사단법인한국기업교육학회
3. 안내 및 문의 : 한국기업교육학회 사무국(☎ 02) 499-3130 )
- E-mail : hrdkorea6@naver.com
- 홈페이지 : http://www.hrdkorea.com
----------------------------------■ 장소 안내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세종대) 6번 출구 : 세종대학교
*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학회장 이인숙(세종대)

 일시 : 2011년 3월 25일 금요일 9:30 ~ 17:30

조직위원장 정용진(중앙공무원교육원)

 장소 : 세종대학교 학생회관(오전)과 광개토관(오후)

부조직위원장 유일한(한국표준협회)

 주최 : 사단법인 한국기업교육학회(KSLP), 한국표준협회(KSA)

프로그램분과위원장 이영민(숙명여대)
홍보분과 위원장 서순식(춘천교대)
운영분과 위원장 한승연(한양사이버대)
재정대외협력분과 위원장 송상호(안동대)

2011년 한국기업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구분

시간

현장등록

9:00~10:00

현장등록 (학생회관 대공연장 : 지하1층)

Opening
Performance

10:00~11:00

일하면서 배우자, 워크런! 신명한마당! (KSA 워크런센터/러닝하우스)

1

coffee
break

11:00~11:10

coffee break

부

개회

제

내

Section Ⅰ

작은 음악회 (K.O.T.A OCARINA ENSEMBLE 공연) - (광개토관 4층 로비)
-연주곡목: 라라라, 제주의 왕자 - 연주자 : 오남주, 김기숙, 고명희, 김지은, 조태양
Track A :

人

Track B :

(광개토관 413)

學

Track C :

(광개토관 414)

토론&질의

14:30~14:40

coffee
break

14:40~15:00

2
15:00~15:30

Section Ⅱ
발표
15:30~16:00

토론&질의
coffee
break
종합
토론
폐회

16:00~16:10

17:00~17:30

Track D :

事例

(광개토관 431)

사회자 : 구양미(건국대)

사회자 : 최욱(경인교대)

사회자 : 임병노(경희대)

사회자 : 이영민(숙명여대)

미학과 인문학에서 배우는 창조
적 리더십
정용진(중앙공무원교육원)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위한 스토
리텔링 창의 워크숍 운영 사례
박효정, 박지언(한국생산성본부),
김일중(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 선진사의 핵심인력관리 최근
동향
배성오(삼성경제연구소)

해외주재원 귀임교육이 귀임적
응에 미치는 영향
박성민(배화여대)

창업교육을 활용한 기업 다문화
교육 방향 제안
강인애, 김현우, 황선하(경희대)

CIPP
모형에
기반한
Action
Learning 프로그램 평가 : D사의
Action CEP 과정을 중심으로
봉현철전
( 북대), 박소연안
( 양대), 정용국
(대한생명)
전사 경영혁신 기법으로써의 액션
러닝 추진 사례
박천신(웅진식품), 이성(직능원),
김형숙(한국액션러닝협회)

토론자 : 김광용(한국표준협회)

토론자 : 정영란(서울디지털대)

토론자 : 장환영(동국대)

현대기아자동차 R&D
SCM 평가 사례
최은혜(현대자동차)

직무교육

토론자 : 정찬동(서울시인재개발원)

광개토관

coffee break
사회자 : 이현우(상명대)

사회자 : 임정훈(인천대)

사회자 : 한승연(한양사이버대)

사회자 : 이수경(직업능력개발원)

기업 R&D 연구원 네트워크 수준이
연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조일현(이화여대)

기업교육에서 Smarter & Faster
한 학습 변화요구 대응 방안
최용범(백석예술대학)

예술 창작을 활용한 기업, 공공
서비스의 창조 경영
권영랑(㈜예감창)

대기업 근로자의 온라인 사회적 네
트워크와 무형식학습의 관계
이찬, 김미애(서울대)

리더십 프로그램과 리더십 센터
개발 사례
리상섭(동덕여대)

직무성과와 자기실현을 위한
Self-Innovation 교육 프로그램
개발-병원조직을 중심으로
유형주(한림의료원)
ALGIP (Action Learning Global
Internship Program) - D그룹
사례중심
김주희(한국액션러닝협회)

토론자 : 유일한(한국표준협회)

토론자 : 이기성(숭실대)

토론자 : 변호승(충북대)

토론자 : 서순식(춘천교대)

웹 2.0 환경에서 모바일 교수설
계 사례
서요한(한국표준협회)

coffee break

16:10~16:20
16:20~17:00

創

(광개토관 415)

발표
14:00~14:30

(지하1층)

점심식사 / 이사회

(13:10~13:30)

13:30~14:00

부

학생회관

개회사 : 이인숙(한국기업교육학회 회장), 축사 : 최갑홍(한국표준협회 회장)
기조강연 : 윤은기(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사회: 정용진(중앙공무원교육원)

11:10~12:20

학술대회

제

장소

대공연장

12:20~13:30

점심

용

․ 좌장 : 송상호(안동대)

종합토론 (광개토관 431호)

․ 토론자 : 고동록(현대모비스), 양기훈(KT&G), 이재실(볼보코리아), 임대형(㈜효성)

총회 및 Reception

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