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

2015년도 한국기업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국기업교육학회는 2015 춘계학술대회를 4월 24일(금)에 개최합니다.
‘한국 기업의 성장과 발전: 기업교육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 하에,
최근 이슈가 되는 기업교육 분야의 다양한 연구와 사례를 아우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HRD 전문가분들과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개요

• 행사명
•주 제
•일 시
•장 소

2015 한국기업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 기업의 성장과 발전: 기업교육의 역할과 과제
2015년 4월 24일(금) 오전 9시~ 오후 6시
HJ컨벤션센터 (역삼동 708-4 현정빌딩 4층, 2호선 선릉역 4번 출구)

사전 등록

• 방법
• 입금
• 참가비

학회 홈페이지 wwww.hrdkorea.com > 학술대회 > 사전등록
신한은행 140-009-500795 (예금주:사단법인한국기업교육학회)
사전 등록

현장 등록

일반

30,000

50,000

학생

20,000

30,000

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4번 출구 바로 앞
• 버스
간선 146, 333, 341, 360, 472, 740 선릉역 하차
지선 4412, 4434, 6411 진선여고 앞 하차
마을버스 강남 07 진선여고 앞 하차
직행 1100, 1700, 2000, 7007, 8001 선릉역 하차
※ 주차 지원이 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업교육학회 조직위원장 박 수 홍 올림
한국기업교육학회
회 장
조 일 현 올림

한국기업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
시간

Track 1

Track 2

Track 3

(Theory into Practice)

(Case Study & Program)

(Global HRD)

등록

09:00~09:30

09:30~10:10

10:10~10:50

사회: 이영민(숙명여대)

사회: 최희준 (홍익대)

사회: 한승연 (한양사이버대)

국내 조직창의성 연구의 동향과
HRD 교육에 대한 함의 - 민간
산업체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미래 기업교육의 전략적 이슈

해외법인 현지채용인 육성
장애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건희(성균관대)

김성윤(에스제이케이솔루션)

박성민(배화여대),
한만주(글로벌티앤디)

경쟁가치모형에 의한 공기업의
조직문화진단

고객중심의 서비스 문화
-기술인력 대상의 서비스컨설팅 사례-

해외사업역량 확보를 위한
인재육성 사례

이병철, 장석원(K-Water)

황혜미(서비스엑설런스연구소)

지국일(대우건설)

Coffee Break 및 이동

10:50~11:00

개회사 및 기조 강연
11:00~12:30

• 개회사: 조일현(한국기업교육학회장)

• 기조강연: 백수현(한국표준협회 회장)

• 사회: 박수홍(한국기업교육학회 부회장)
점심 식사

12:30~14:00

사회: 김성탁 (한국능률협회)

사회: 정찬동(중앙교육연수원)

사회: 권정언(중부대)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사내
퍼실리테이터 교육프로그램
설계전략

Global 인재육성 전략

박한규(크레듀), 이찬(서울대)

이주혁, 김연진, 박수홍 (부산대)

오승민(LG화학)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창의성과 인성강점

스마트디바이스와
Flipped Learning 을 활용한
국내 대기업 연수원 교육

SPC그룹 역주재원 제도 및
교육운영 사례

김태준(한국교육개발원)

배정훈(포씨소프트)

안광호 (SPC그룹)

대기업 근로자의
직무 재창조(job crafting)와
14:00~14:40
개인 및 팀 수준 변인의 위계적 관계

14:40~15:20

Coffee Break

15:20~15:40

15:40~16:20

사회: 조대연 (고려대)

사회: 이재실 (한경대)

사회: 박성민(배화여대)

Flipped MOOC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교육 혁신 방법론

36 리액션 성과코칭

글로벌 기업의 인재부족 현상과
HRD의 역할 변화

조일현(이화여대)

유일한(글로벌인재경영원)

배성오(Right Management)

리더십이론의 확산성과 혁신

기업 임직원의 생애설계와
경력개발

포스코에너지
글로벌교육사례

신제구(L&P Society)

김석란(삼성전자)

최민성(포스코에너지)

16:20~17:00

대학(원)생 기업 교육 프로그램 공모전 시상
17:00~18:00

폐회사: 장환영(동국대)

경품 추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