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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HRD와 Technology의 통합
e-HRD를지향하며

장소안내 신청안내

일시: 2010년 6월 5일 토요일 10:00~18:30

장소: 고려대학교(서울) 국제관

주최: 사단법인 한국기업교육학회(KSLP)

• 지하철

• 오시는 길 (⑫ 국제관)

• 참가비 안내

• 사전 등록 안내

1.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사전 등록 신청서를 작
성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 등록 신청서 제출과 참가비 입금 마감일은 5
월 31일(월)까지 입니다. 
- E-mail: hrdkorea6@naver.com
- 입금 계좌: (우리) 1005-901-657709

예금주: 사단법인한국기업교육학회
※ 사전 등록 신청서를 E-mail로 보내주신 후, 입금 계

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내 및 문의사항: 한국기업교육학회 사무국
- 홈페이지 http://www.hrdkorea.com
- E-mail : hrdkorea6@naver.com
- 전화번호 (02) 499-3130 

KSLP

구분
Tutorial
session 

학술대회

사전등록 현장등록

학생
회원 1만원

(사전/사후 등록비 동일)
1만원 2만원

비회원 2만원 4만원

일반
회원 2만원

(사전/사후 등록비 동일)

3만원 5만원

5만원 7만원비회원

지하철 6호선 출구

안암역
(고대병원)

2번 출구: 고려대학교 후문

후원

• 버스

동대문 운동장 1017, 144

신설동, 동대문 1147, 1216, 7211

청량리역 12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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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한국기업교육학회춘계학술대회프로그램

구분 시간 내용

현장등록 9:30~10:00 현장등록

제
1
부

Tutorial
session

10:00~11:30
Tutorial Session 1 Tutorial Session 2

주제: ROI 실행전략 강연자: 이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제관 214호
주제: 산업부문에서의 이러닝 품질인증

강연자: 홍지명 외 2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제관 115호

개회 11:30~12:20 개회식(이인숙, 기업교육학회장) 및기조강연(김정달, 롯데인재개발원장)   사회: 박인우 (고려대학교) 국제관 214호

점심 12:20~13:30 점심식사 국제관 카페테리아/ 정기이사회

제
2
부

학술대회
Track A  국제관 411호

역량기반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Track B 국제관 412호

현장학습 실천공동체의 구축
Track C 국제관 413호

기업교육의 혁신
Track D 국제관 414호

기업 사례발표

발표 13:30~14:20

사회자: 임병노 (경희대학교)
01. 주제: 조직 감성역량 계발을 위한 감성경영 프
로그램 서비스 사례
발표자: 박효정, 김찬희, 박지언 (한국생산성본
부)

02. 주제: 상시학습 지원을 위한 역량기반의 공군
학습포털 고도화 사례
발표자: 오승윤, 전상국 (공군대학교)

사회자: 김정일 (한국기술교육대)
03. 주제: 사회연결망분석과 그 교육공학에의 응용-기
업교육 맥락에서-
발표자: 조일현 (이화여자대학교) 

04. 주제: 기업 근로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무
형식 학습 활성화 연구
발표자: 이찬, 김미애 (서울대학교)

사회자: 고정욱((주)allq&a)
05. 주제: 기업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e-

Learning 교육과정의 동향분석
발표자: 송상호 (안동대학교) 

성은모, 장선영 (서울대학교)
06. 주제: 국내 기업 이러닝 콘텐츠 설계의
주요 동향과 발전방향
발표자: 임정훈 (인천대학교)

사회자: 배상한 (LG디스플레이)
07. 주제: 역량진단시스템 구축/활용을 통
한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실시 사례
발표자: 김위근(엑스퍼트 컨설팅)

08. 주제: LG전자 판매사원의 역량향상을
위한 화상교육 시스템 도입사례
발표자: 조성인 (LG전자 한국지역본부
HR팀인재육성그룹)

토론 14:20~14:30 토론: 정찬동 (서울시인재개발원) 토론: 변호승 (충북대학교) 토론: 김영훈 (한국금융연수원)

coffee break 14:30~14:50 coffee break

발표 14:50~16:05

사회자: 손찬희 (한국교육개발원)
09. 주제: 대학지원센터 교수설계자의 이러닝 수
업개발 과정 분석 및 역할 탐구
발표자: 이지연, 봉지애 (인하대학교) 

10. 주제: u-러닝 PBL 교수지원체제 모형개발
발표자: 김두규, 박수홍 (부산대학교)

11. 주제: 이러닝 기반의 교육프로그램 체계 개발
을위한 모형 연구
발표자: 임철일, 홍미영, 김선영, 김영전 (서울대
학교) 

사회자: 손기영 (경기가족여성연구원)
12. 주제: entrepreneurial community(창조실천공
동체) 개념적 체제 구안
발표자: 이정아, 박수홍 (부산대학교)

13. 주제: e-facilitation을 통한 고성과팀(e-HPT: 
High Performance Team)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사
례
발표자: 이영석 (ORP연구소) 

14. 주제: 공조직에서의 ‘벽 없는 조직 워크숍’ 개발 운
영사례
발표자: 이유진 (경기도 인재개발원), 정재삼(이화
여자대학교)

사회자: 왕경수 (전북대학교)
15. 주제: 한국인 주재원의 필요 역량에 대
한한국인 주재원과 현재인의 인식차이
분석
발표자: 리상섭 (동덕여자대학교)

16. 주제: 기업 내 인포멀 러닝의 전략적 접
근방안
발표자: 최용범 (백석예술대학교)

17. 주제:기업에서의 커리어개발
발표자: 김웅태 (CBS컨설팅)

사회자: 김병선 ((주)RAEI)
18. 주제: SK u러닝 사례
발표자: 황은동(SK텔레콤)

19. 주제: HR일류화를 위한 삼성의 HR-
Index 구축 및 활용
발표자: 배성오 (삼성경제연구소)

토론 16:05~16:20 토론: 권진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토론: 장환영 (동국대학교) 토론: 김경수(LG아카데미)

coffee break 16:20~16:40 coffee break

발표 16:40~17:30

사회자: 이기성 (숭실대학교)
20. 주제: 온라인 교수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탐
색적 연구
발표자: 박종선 (서울사이버대학교)

21. 주제: 수평적 사고 촉진을 위한 육색사고모자
온라인 실시간 토론 도구 개발
발표자: 구양미, 백우진, 조남주, 장윤정 (건국대
학교)

사회자: 이재범 (나사렛대학교)
22. 주제: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 변화에 따른 부신
시 e-SRHRD 대응방안
발표자: 박수홍, 김두규, 홍광표, 김태헌 (부산대학
교)

23. 주제: 창의혁신을 주도하는 SMART CoP 추진
발표자: 전봉관 (한국표준협회) 

사회자: 김희배 (관동대학교)
24. 주제: 기업의 교육훈련투자 결정요인
분석
발표자: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25. 주제: 주산학습자의 자기결정성, 직무
만족, 직무몰입에 관한 연구 - 금융권 직
원을 대상으로 -
발표자: 민귀영 (중앙대학교)

사회자: 임정훈(인천대학교)
26. 주제: 변화의 새바람-선택과 집중의 교
육체계 개편 사례
발표자: 이병철(K-water 교육원)

27. 주제: 서울시 공무원의 창의경쟁력 강
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례
발표자: 김민정 (서울시 인재개발원)

토론 17:30~17:40 토론: 박인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토론: 이현우 (상명대학교) 토론: 김지일 (한림대학교)

정리 17:40~17:50 정리 및 이동

폐회 17:50~18:30 총회 및 폐회(교류의 장) 사회: 박인우 (고려대학교) - 국제관 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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