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인사관리자 월례미팅

● 교육연수담당자 월례미팅

● 인사팀(부)장 교류회

● KOREA CHO 포럼

회원사업
등록안내



한국인사관리자 월례미팅은 1976년도에 개설되어 45년간 한번도

빠짐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유수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인사관리 발전과 참가 회원사의 당면과제 해결, 

전문가적 역량향상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6~2021년까지 총 회원사_ 1,500여개사

•최근 3개년 평균 회원사_ 230여개사

•월 평균 참가인원_ 80여명

•2021년도 연봉조사 자료 조사집

•2022년도 국내기업 인사전략 및 추진

•인사고과 규정 및 고과 제양식

•면접지침 및 면접평가표 양식

•직급체계 및 승진·승격 규정양식

•인사부서 조직 및 업무분장표 등

전화 신청하신 후 우리 협회 홈페이지내

한국인사관리자 월례미팅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화_ 02)2268-2504

담당_ 정영삼 부장(ysjung@insabank.com)

            심현경 과장(hksim@insabank.com)

한국인사관리자 월례미팅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원칙하에 운영됩니다.

모든 회원이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관리자로서

➊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쌓으며  ➋ HRM에 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입수하고  ➌ 상호친목과 유대를 도모합니다.

운영목표

HR관련 정보·자료 제공

최신 HR 정보와 자료를

On-Off Line으로 제공

행사 참가비 할인

우리협회 각종 행사 참가시

할인제공

회원혜택

01월_ 포위드 코로나 경영환경과 인사전략 추진 방안

02월_ 2022년도 고용노동 핵심 이슈와 신 노조 대응 방안

03월_ 삼성그룹의 인사혁신 배경과 전망에 대한 집중분석

04월_ 직급체계, 승진·승격제도 및 보상시스템 재구축

05월_ 평가제도의 최신 트렌드와 수용성 제고 방안

06월_ 메타버스(Metaverse)와 HR부문에서의 활용 방안

07월_ 글로벌 기업의 성과관리 Trend와 국내기업의 적용

08월_ Ai, Big Data의 HR 활용 사례연구

09월_ ESG 경영과 HR의 역할 및 대응 방안

10월_ 최근 채용환경 변화와 우수인재 확보 방안

11월_ 2023년도 경영환경과 인사·조직부문 전략 추진 방안

12월_ 2022 HRM 평가와 종합정리, 송년특강

2022 운영주제

배포 및 교환자료 회원 등록안내

회원 교환 자료집 제공

미팅 주제와 관련 자료를

수시로 편집·배포

도서·자료 제공

우리협회 발행 도서 및 자료의

무료증정 또는 할인

특강 동영상 제공

미팅 강의 촬영 및 편집하여

홈페이지상에서 제공

HR Professional File 제공

HR관련 필수 정보·자료집

2022 HR Professional File 제공

국내 최대 규모의 인사담당 스탭들의 정보·자료 교류의 場!

한국인사관리자 월례미팅
▶Since 1976



교육연수담당자 월례미팅은 1976년도에 개설되어 45년간 한번도

빠짐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유수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가 회원사의 HRD 부문의 질적성장과 성과창출을 지원하며

전략적 인재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976~2021년까지 총 회원사_ 1,100여개사

•최근 3개년 평균 회원사_ 130여개사

•월 평균 참가인원_ 60여명

•2022 강사편람

•2022년도 국내기업 HRD 전략

•2022 국내기업 교육연수 체계도 조사

•교육니즈 조사 및 교육평가

•HRD 부서 조직 및 업무분장 조사

•교육계획 수립관련 자료

전화 신청하신 후 우리 협회 홈페이지내

교육연수담당자 월례미팅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화_ 02)2268-2504

담당_ 정영삼 부장(ysjung@insabank.com)

            최윤수 대리(yschoi@insabank.com)

교육연수담당자 월례미팅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원칙하에 운영됩니다.

모든 회원이 우리나라 기업의 교육연수담당자로서

➊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쌓으며  ➋ HRD에 대한 최신 정보와 자료를 입수하고  ➌ 상호친목과 유대를 도모합니다.

운영목표

HR관련 정보·자료 제공

최신 HR 정보와 자료를

On-Off Line으로 제공

행사 참가비 할인

우리협회 각종 행사 참가시

할인제공

회원혜택

01월_ 위드 코로나 경영환경에서의 인재육성전략 추진 방안

02월_ 2022, 국내기업 HRD 핵심 이슈와 중점 추진과제 분석

03월_ 직무중심 교육체계와 직무별 학습로드맵 재설계 방안

04월_ 리더십 역량모델 구축과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방안

05월_ HRDer Healing & Outdoor Meeting

06월_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학습) 플랫폼 구축 사례연구

07월_ AI, Big Data관련 디지털 Talent 육성 방안

08월_ 조직구성원의 마음관리와 명상 프로그램 운영 방안

09월_ ATD를 통해서 본 글로벌 HRD Trend의 이해와 확장

10월_ Z세대 신입사원 육성과 조기 전력과 방안

11월_ 2023년도 경영환경과 인재육성 부문 전략 추진 방안

12월_ 2022년도 HRD 평가와 종합정리, 송년미팅

2022 운영주제

배포 및 교환자료 회원 등록안내

회원 교환 자료집 제공

미팅 주제와 관련 자료를

수시로 편집·배포

2022 강사편람 제공

기업교육 관련 분야별

600여명 강사와 연수원 정보

특강 동영상 제공

미팅 강의 촬영 및 편집하여

홈페이지상에서 제공

HR Professional File 제공

HR관련 필수 정보·자료집

2022 HR Professional File 제공

국내 최고 권위의 HRD 담당 스탭들의 전문 교류의 場!

교육연수담당자 월례미팅
▶Since 1976



인사팀(부)장 교류회는 1996년도에 개설되어 25년간 한번도

빠짐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유수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HR 트렌드를 적기에 파악하며, HR리더로서의 품격과 전략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1996~2021년까지 총 회원사_ 650여개사

•최근 3개년 평균 회원사_ 130여개사

•월 평균 참가인원_ 50여명

•2021년도 연봉조사 자료 조사집

•2022년도 국내기업 인사전략 및 추진

•인사고과 규정 및 고과 제양식

•면접지침 및 면접평가표 양식

•직급체계 및 승진·승격 규정양식

•도서제공- KPI 도서 및 경영·인문도서 다수 제공

인사팀(부)장 교류회는 다음과 같은 목표와 원칙하에 운영됩니다.

모든 회원이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팀(부)장으로서

➊  전문가적인 지식과 교양을 쌓으며  ➋ 예비 경영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➌ 상호친목과 유대를 도모합니다.

운영목표

HR관련 정보·자료 제공

최신 HR 정보와 자료를

On-Off Line으로 제공

행사 참가비 할인

우리협회 각종 행사 참가시

할인제공

회원혜택

경영환경 변화와 HR전략

(HR Strategy)

성과관리와 평가·보상

(Performance Management)

미래지향적 노사관계

(Employee & Labor Relations)

2022 강의 주제

배포 및 교환자료

전화 신청하신 후 우리 협회 홈페이지내

인사팀(부)장 교류회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화_ 02)2268-2504

담당_ 정영삼 부장(ysjung@insabank.com)

            최윤수 대리(yschoi@insabank.com)

회원 등록안내

월간 인사관리, CHRO 제공

인사관리 실무 전문지 매월 제공, 

CHRO 전문지 분기별 제공

도서·자료 제공

우리협회 발행 도서 및 자료의

무료증정 또는 할인

특강 동영상 제공

미팅 강의 촬영 및 편집하여

홈페이지상에서 제공

HR Professional File 제공

HR관련 필수 정보·자료집

2022 HR Professional File 제공

인재의 모집과 선발·퇴직관리

(Recruitment & Retirement)

조직문화의 혁신

(Corporate Culture)

경영·인문·사회·시사

(Management·Humanities·etc)

인력의 운영과 개발

(HR Retention & Development)

조직구조와 조직설계

(Business Organization)

•매월 주제는 HR관련 현안과 최신 트렌드를 

    조직화하여 운영합니다.

HR 트렌드를 선도하고 품격있고 차별화된 지혜와 정보·자료 교류의 場!

인사팀(부)장 교류회
▶Since 1996



KOREA CHO 포럼은 2015년도에 개설되어 6년간 한번도

빠짐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유수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회원사로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CEO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HR담당 임원들의 혜안을 넓이고 

조직 리더로서의 품격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2015~2021년까지 총 회원사_ 70여개사

•최근 3개년 평균 회원사_ 50여개사

•월 평균 참가인원_ 30여명

이근면 고문(초대 인사혁신처장)

김성국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신태균 석좌교수(한국뉴욕주립대학교)

정태희 대표이사(re:BOX Consulting)

지승영 실장(SK이노베이션)

유부혁 기자(중앙일보), 박종서 기자(한국경제)

전화 신청하신 후 우리 협회 홈페이지내

포럼 회원가입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화_ 02)2268-2504

홈페이지_ www.insabank.com

담당_ 구본희 전무(bhkoo@insabank.com)

KOREA CHO 포럼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원칙하에 운영됩니다.

모든 회원이 우리나라 기업의 CHO로서  ➊  차별화된 인적 네트워크와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➋ 조직리더로서 품격과 가치를 높이고  ➌ 상호친목과 유대를 도모합니다.

운영목표

고품격 포럼 운영

CHO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포럼 운영

특강 동영상 제공

미팅 강의 촬영 및 편집하여

홈페이지상에서 제공

회원혜택

월간 뉴스 브리핑

최신 정치·경제·사회 뉴스를

신문사 현직 기자가 브리핑

CHO Insight Tip

국내 최고 권위의 인사·조직

전공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초빙

운영방법

자문위원 회원 등록안내

HR관련 정보·자료 제공

최신 HR 정보와 자료를

On-Off Line으로 제공

행사 참가비 할인

우리협회 각종 행사 참가시

할인제공

월간 인사관리, CHRO 제공

인사관리 실무 전문지 매월 제공, 

CHRO 전문지 분기별 제공

도서·자료 제공

우리협회 발행 도서 및 자료의

무료증정 또는 할인

경영·인문·교양 명사 특강

CHO로서의 품격 향상과 통찰력

배양을 위해 명사 특강 진행

포럼 자료 제공

매월 포럼관련 자료와 

도서 등을 제공

HR 담론

국내 최고 명성의 전·현직 CHO, 교수, 

전문가 등을 초청, HR전략 관련 식견 공유

전용 SNS 운영 

포럼 회원 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실시간 교류가 가능하도록 전용 SNS 운영

우리나라 HR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CHO만의 차별화된 네트워크!

KOREA CHO FORUM
▶Since 2015



역대 주요 회원사 리스트(1976~2021)

강남세브란스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건국대학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남에너지(주)

(주)경남은행

고려대학교

고려용접봉(주)

고려해운(주)

공항철도(주)

(주)광주은행

(주)교보문고

교보생명보험(주)

(주)국민은행

금융감독원

(사)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호건설(주)

금호고속(주)

금호산업(주)

금호타이어(주)

기아(주)

깨끗한나라(주)

나이스정보통신(주)

NICE평가정보(주)

(유)Nike Korea

남양유업(주)

넥센타이어(주)

(주)넥슨네트웍스

(주)넥슨코리아

(주)농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대학교

농협생명보험(주)

농협은행(주)

단국대학교

대림산업(주)

대상(주)

대신증권(주)

(주)대우건설

대한석탄공사

(주)대한송유관공사

대한제당(주)

(주)대한항공 

도레이첨단소재(주)

동국제약(주)

동아쏘시오홀딩스(주)

(주)동아일보사

(주)동원엔터프라이즈 

(주)두산

두산건설(주)

두산공작기계(주)

(주)두산전자

두산중공업(주)

DB금융투자(주)

DB생명보험(주)

DB인재개발원

(주)DHL코리아

라이나생명보험(주)

롯데건설(주)

롯데물산(주)

롯데손해보험(주)

롯데쇼핑(주)

롯데카드(주)

르노삼성자동차(주)

린나이코리아(주)

(주)만도 

메리츠증권(주)

(주)문화방송 

미래에셋생명보험(주)

미래에셋자산운용(주)

볼보그룹코리아(주)

(주)부산은행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유)

BC카드(주)

비알코리아(주)

(주)빙그레

(주)삼성경제연구소

삼성물산(주)

삼성생명보험(주)

삼성SDI(주)

삼성SDS(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삼성전기(주)

삼성전자(주)

삼성중공업(주)

삼성증권(주)

삼성카드(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주)삼양홀딩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세아제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숙명여자대학교

(주)슈피겐코리아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주)신세계

(주)신세계백화점

(주)신세계 I&C

신한생명보험(주)

(주)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쌍용자동차(주)

CJ(주)

CJ건설(주)

CJ대한통운(주)

CJ인재원

CJ제일제당(주)

(주)아모레퍼시픽 

아시아나항공(주)

IBK기업은행

아주대학교의료원 

AXA손해보험(주)

(주)안랩

(주)SBS

SK(주)

SK가스(주)

SK네트웍스(주)

SK렌터카(주)

SK매직(주)

SK브로드밴드(주)

SKC(주)

SK C&C(주)

SK이노베이션(주)

SK증권(주)

SK케미칼(주)

SK텔레콤(주)

SK플래닛(주)

SK하이닉스(주)

(주)STX

S-OIL(주)

(주)ADT캡스 

HDC현대산업개발(주)

(주)HNC

(주)NS홈쇼핑

NH농협생명(주)

NH투자증권(주)

LIG넥스원(주)

(주)LS  미래원

(주)LS그룹

LS Nikko 동제련(주)

LS일렉트릭(주)

LS전선(주)

(주)LF

(주)LX인터내셔널

(주)LG 

(주)LG경영개발원인화원 

LG디스플레이(주)

(주)LG생활건강 

(주)LG CNS

(주)LG유플러스

LG전자(주)

(주)LG화학

LG히다찌(주)

연세대학교 

예금보험공사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주)

(주)오리온

(주)YG Entertainment

(주)YTN 

(주)우리금융지주

(주)우리은행 

(주)우리홈쇼핑

유한킴벌리(주)

육군본부

(주)이랜드 

(주)이마트

이수건설(주)

(주)E1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인터파크

일진그룹

(주)재능교육 

(사)전국경제인연합회

(주)정식품 

JW중외제약(주)

(주)제일기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조선방송

(주)종근당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앙대학교

(주)GC녹십자

GS건설(주)

(주)GS리테일

GS에너지(주)

GS칼텍스(주)

(주)지에스홈쇼핑

(주)천재교육

KAIST

(주)카카오

(주)카카오인베스트먼트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KDB산업은행

케이뱅크(주)

(주)KB국민카드

(주)KB손해보험

KB증권(주)

(주)KCC

(주)KT

(주)KTds

KTB투자증권(주)

(주)KT&G 

KT텔레캅(주)

KORAIL 

(주)코리아나화장품

(주)코오롱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코웨이(주)

코카콜라음료(주)  

키움증권(주)

(주)파라다이스 

(주)파리크라상

(주)포스코

(주)포스코건설

(주)포스코경영연구원

(주)포스코ICT

포스코에너지(주)

포항공과대학교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주)풀무원

(주)하나금융지주

하나생명보험(주)

(주)하나은행

(주)하나투어

하이트진로(주)

한국가스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주)한국거래소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국방연구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맥도날드(유)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3M(주)

(주)한국씨티은행 

한국IBM(주)

한국암웨이(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

(주)한국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주)한국존슨앤드존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GM(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코카콜라(유)

한국타이어(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투자증권(주)

한국P&G(유) 

한국화이자제약(주)

한국후지필름(주)

한국휴렛팩커드(유)

(주)한샘

한솔그룹 

한양대학교

한전KDN(주)

(주)한화 

(주)한화건설

한화생명보험(주)

한화시스템(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주)한화인재경영원

해태제과식품(주)

현대건설(주)

(주)현대경제연구원 

현대로템(주)

현대모비스(주)

(주)현대미포조선

현대산업개발(주)

현대엘리베이터(주)

현대오일뱅크(주)

현대자동차(주)

현대제철(주)

현대중공업(주)

현대카드(주)

현대캐피탈(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주)호텔롯데 

(주)화승케미칼

(주)효성

효성중공업(주)

효성화학(주)

휠라홀딩스(주)

흥국생명보험(주)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주)히타치엘지데이터스토리지

각 회원사업별 현재가입사

와 역대 회원사는 저희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