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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nsa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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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기업은 곧

사람입니다

기업의 수준은 곧 인재의 수준입니다.

기업의 성장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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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사관리협회(KPI)는 기업경영의 핵심인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개발·육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원·협력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창립(1976년 2월)된 인사관리(HR) 전문기관 입니다.

우리협회는 창립이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그 잠재능력을 개발·육성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틀림없이 성장·발전한다는 신념하에 다음과 같이 HR에 특화된 전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매월 정례적인 모임인 한국인사관리자·교육연수담당자 월례미팅·인사팀(부)장 교류회·

KOREA CHO FORUM 등을 통하여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HR부문의 당면과제 해결 및 최신 동향 파악, 

회원간 교류와 정보·자료 교환을 위한 회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HRM과 HRD, 노무·노사 분야를 중심으로 담당자들의 전문지식 습득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과 관련한 각종 실무도서·자료의 출판과 HR전문잡지인

「월간 인사관리」 발행을 통해 새로운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터넷 기반의 Total HR정보·자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HR 포털사이트(www.insabank.co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HR담당자들의 경력개발과 전직지원, 고민상담, 직원 행복도 조사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지난 40여년간 축적된 사업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인적자원 경쟁력 강화와 한국적 기업문화에 적합한 

HR 모델을 개발, 지원·협력해 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2018년도 국내기업의 성공적인 경영전략 추진과 성과있는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귀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 우리협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사관리협회 부회장  심 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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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I Introduction

 KPI만의 차별적이고 전문화된 Total HR 서비스

KPI는 제반 사업의 유기적 결합과 운영을 통해 

차별적이며 전문화된 Total HR Service를 제공합니다. 

귀사의 HR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사 HR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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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사관리자 월례미팅

교육연수담당자 월례미팅

인사팀(부)장 교류회

KOREA CHO FORUM

 도서출판

사례·자료집

HR관련 도서

 HR 커뮤니티

HR 이슈토론 

HR 질의응답

자유게시판

 교육사업

인사·조직 부문

노무·노사 부문

교육·연수 부문

총무·사보·비서

 온라인 서비스

HR자료 제공

HR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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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서치펌 

아웃플레이스먼트 

인력검증



10   2018 HR PROFESSIONAL GUIDE BOOK  11

KPI Introduction

회원사업

교육사업 HR담당 스태프들의 전문지식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인적자원관리(HRM) 및 인적자원개발(HRD), 노무·노사, 총무, 사보, 비서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문 담당자들의 전문지식 습득 및 직무역량 향상을 목표로 기획·운영합니다.

KPI 종합과정_ HRM·HRD·노무·총무·사보 관련 직무역량 강화와 

 담당자의 종합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양하는 필수 종합코스

세 미 나_ 풍부한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 및 현직 부서장, 

 실무 책임자들에 의한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교육과정

사 례 발 표 회_ HR 관련 국내·외 우수사례를 기업 실무 담당자가 

 직접 전수하는 KPI만의 교육과정

워 크 샵_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 전문가, 실무책임자 등에 의해 

 과제해결 실습과 피드백이 진행되는 전문 교육과정

HR부문의 당면과제 해결과 개선·발전을 위한 정례 정보교류의 場!

국내 각 기업체의 인사·교육담당 실무스태프 및 부서장, 임원들의 매월 정례 모임으로 

초청 인사의 특강과 모범사례를 연구하며 회원 상호간 교류와 정보·자료를 교환합니다.

한국인사관리자 월례미팅  │  since 1976

국내기업 인사관리 부문의 당면과제 해결과 개선·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협력의 장

교육연수담당자 월례미팅  │  since 1976

국내기업 교육연수 부문의 당면과제 해결과 개선·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협력의 장

인사팀(부)장 교류회  │  since 1996

인사팀장들의 차별화된 HR 정보 교류와 전략화 방안 모색을 위한 인적교류 및 협력의 장

KOREA CHO FORUM  │  since 2015

기업, 학계, 언론계, 정부에서 HR을 총괄하는 최고인사담당 임원(CHO)들의 정례 조찬포럼 



10   2018 HR PROFESSIONAL GUIDE BOOK  11

도서출판

인사뱅크

「월간 인사관리」는 인사·교육담당자와 팀장, 부서장을 위한 실무·실사례 중심의 

HR 지식·정보지 입니다. 

Special Report, Focus, HR Trends, People & Organization, HR Best Practice, 

Columns, Global HR, Information 등 다각적인 구성과 편집으로 실무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산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89년 9월 1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 라-09914호)

인사·조직, 교육훈련, 노무·노사에 관한 실무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사례집 및 자료집 도서를 수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 2017년 10월 현재 출판도서

① 글로벌 기업 HR ② 100 HR Best Practice Ⅱ

③ 최신 인사규정 실사례집(Ⅰ·Ⅱ)  ④ 임원제도와 임원 인사관리  ⑤ 강사편람

글로벌 시대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 초우량기업의 인적자원관리 

현장을 방문하여 보고, 듣고, 느끼며 배우는 현장연수 기회를 통해 선진 HR시스템의 

도입·활용방안을 모색합니다.

HR Portal Site로서 HR 연관 검색을 중심으로 HR담당자들의 정보교류 및 

소통의 場을 만들어 갑니다.

회원사업 │ 교육사업 │ 월간 인사관리 │  HR자료

커리어로드맵 │ HR상담 │ HR 커뮤니티

H R 자 료_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던 HR관련 실사례, 자료집 및 규정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열람·구매할 수 있습니다.

 HR관련 자료  │  HR관련 제규정

커리어로드맵_ 취업부터 이직 및 퇴직, 인력검증까지 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개인과 기업에게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 경력직 서치펌 │ 아웃플레이스먼트 │ 인력검증

H R 상 담_   HR 직무관련 및 개인 커리어 등에 대한 고민을 기업의 HR담당 임원, 교수, 

 노무사 등에게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안내 │ 상담신청

HR커뮤니티_  HR 담당자들의 실시간 소통을 위한 정보교류 및 인적교류의 場입니다.

                  HR 이슈토론 │ HR 질의응답 │ 자유게시판

월간 인사관리

해외연수(시찰)



12   2018 HR PROFESSIONAL GUIDE BOOK  13

Membership 
guide

대한민국 최고·최대 규모의 HR 담당자 정보교류와 인적교류의 場! (since 1976)



12   2018 HR PROFESSIONAL GUIDE BOOK  13

KPI 회원사업은 인사·교육담당 실무스태프 및 부서장, 

임원들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상호협력, 

최신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월1회 정례 모임으로 운영됩니다. 

2018년은 회원간 정보 및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강화됩니다.

회원사업

한국인사관리자 월례미팅

교육연수담당자 월례미팅

인사팀(부)장 교류회 

KOREA CHO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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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대상_ 인사부서 실무책임자 및 담당 스탭

2017년 10월 현재 회원사_ 250여개사

월 평균 참가인원_ 140명

국내 최대 규모의 인사담당 스탭들의 

정보·자료 交流의 場!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관리 발전과 

참가 회원사의 당면과제 해결, 

전문가적 역량향상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6~2017년까지 총 회원사 1,250여개사)

2018
한국인사담당자
월례미팅

si
nc

e 
19

76

│  회원사업  │

미팅 운영방법
장소_ 서울시내 특급호텔

➊  pm 2:00
Opening / HR 이슈 공유

회사 규모·업종 등을 참작하여

소규모 그룹을 편성, HRM부문

주요 이슈를 공유합니다.

➋  pm 2:10~3:30
주제특강 / 사례연구

매월 주제에 따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 수준의 강사와

우수사례(기업)를 초빙하여 진행합니다.

➌  pm 3:30~5:00
정보교류 및 회원스피치

매월 주제에 대한 회원정보 교류가

진행되며, 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코디네이터가 정리·공유합니다.

➍  pm 5:00~6:00
HR 테마 풀 특강 / 시사·감성 특강

시의 적절한 HR 주요 이슈 특강과

인문·예술·시사 특강을 수시로

진행합니다.

➎  pm 6:00~7:00
석식 및 회원교감

회원 상호간 인적네트워크 활동과 

친목도모의 시간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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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혜택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HR자료실의 컨텐츠 이용

우리협회 홈페이지상의 

HR자료실에 등록된 컨텐츠

(약 5천여건) 무료이용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KPI 도서·자료 증정 및 할인

우리협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HR관련 도서·자료의

무료증정 또는 구입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KPI 행사 참가비 할인

우리협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공개강좌, 연구회, 해외시찰 등)

참가시 참가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시찰 및 국내기업 방문연수

선진 우수기업의 인적자원관리

해외시찰 및 국내기업 방문연수를

실시합니다.(참가비 별도)

HR관련 자료집과 도서 제공

우리협회에서 조사·수집·편집한

HR관련 자료집과 외부 출판도서를

수시로 제공합니다.

HR Professional File 제공

HR 업무수행에 유용한

정보·자료 등을 편집한

<2018 HR Professional File>을

제공해 드립니다.

특강 동영상 제공

미팅특강 내용을 촬영·편집한

동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컨설팅 및 사내교육 지원

우리협회에 인사조직 컨설팅 및

사내교육을 요청할 경우 자세한 

상담과 최소 비용으로 과제해결 

방안을 모색해 드립니다.

HR관련 자료 열람·다운로드

우리협회에 축적된 HR관련 자료를

On-Off Line을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원 교환자료집 제공

미팅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시로 편집·배포해 드립니다.

또한 회원사의 자료를 수집,

교환자료집으로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방안을 모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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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운영 주제

01월_ 제4차 산업혁명과 Work 4.0 시대의 인재경영 전략

02월_ 경영전략과 연계된 인력운영 효율화와 적정인력 관리

03월_ 성과관리제도의 New Trend와 적용

04월_ HR 데이터 분석과 인사관리 접목 방안 

05월_ 성공하는 기업의 기업문화 구축과 전파 사례 스터디

06월_ 저성장·고연령 시대의 인사전략과 인력구조 개선 방안 

07월_ 다양성(세대별, 성별, 국가별) 시대의 인적자원관리와 조직문화 구축

08월_ Right People 선발을 위한 Target Recruiting

09월_ 한국형 직무중심 인사시스템 어떻게 설계·운영할 것인가 

10월_ 스마트 환경에 따른 일하는 방식 혁신과 선진화 방안 

11월_ 2018년도 경영환경 전망과 인사전략 추진과제 

12월_ 2017, HRM 평가와 정리! 송년특강 

* 2018년도 월례미팅 주제는 추후에 공지됩니다.

회원 등록안내

회원가입은 먼저 전화로 신청하신 후 우리협회 홈페이지내 한국인사관리자 월례미팅 

회원가입 온라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문의 ▶ 전화 02)2268-2501~4  ▶ 홈페이지 www.insabank.com

담당 ▶  정영삼 부장 ysjung@insabank.com │ 심현경 과장 hksim@insabank.com

연회비 ▶ 기존회원 120만원 │ 신규회원 130만원(부가세 별도)

* 연회비에는 매월 초청강사료·자료대·석식대 및 기타 월례미팅 운영의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 월례미팅 일정

1월 25일(목) │ 2월 27일(화) │ 3월 28일(수) │ 4월 26일(목) │ 5월 29일(화) │ 6월 21일(목)

7월 19일(목) │ 8월 23일(목) │ 9월 20일(목) │ 10월 25일(목) │ 11월 22일(목) │ 12월 6일(목)

배포 및 교환자료

2017년도 연봉실태 조사 자료집 │ 2018년도 국내기업 인사전략 및 추진과제

인사고과 규정 및 고과 제양식 자료집 │ 면접지침 및 면접평가표 양식 자료집

직급체계 및 승진·승격 규정 자료집 │ 인사부서 조직 및 업무분장 조사 자료집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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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 한국인사관리자 월례미팅(2017년 10월 현재)

가톨릭중앙의료원

건일제약(주)

(주)경농 

(주)경동도시가스

(주)경방

(주)경신

(주)경신전선

고려아연(주)

고려용접봉(주)

고려해운(주) 

(주)고운세상코스메틱

(주)골프존네트웍스 

(주)공영홈쇼핑

교원구몬(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주)국민은행

국방과학연구소

굿어스(주)

금강공업(주)

(사)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NICE평가정보(주)

남양유업(주) 

NAVER I&S(주)

네트웍오앤에스(주)

넥스트리밍(주)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주)

(주)농우바이오

뉴스킨코리아(주)

(주)대교

(주)대구은행

대동공업(주)

(주)대명레저산업

대원제약(주)

(주)대유위니아

(주)대한송유관공사

대한유화(주)

(주)대한항공

데상트코리아(주)

도레이비에스에프코팅한국(유)

도레이첨단소재(주)

동국제약(주) 

동부생명보험(주)

(주)동서

동서식품(주)

(주)동성코퍼레이션

동아쏘시오홀딩스(주)

동우화인켐(주)

(주)디자인하우스

(주)레드캡투어

롯데건설(주)

롯데손해보험(주)

롯데쇼핑(주)

롯데카드(주)

롯데케미칼(주) 

르노삼성자동차(주)

린나이코리아(주)

(주)만도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주)

매일유업(주)

(주)메가마트

메가박스(주)

메디포스트(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주)모나미

(주)미디어크리에이트

보령제약(주)

비씨카드(주)

비알코리아(주)

(주)BSG

(주)비즈테크파트너스 

(주)BGF리테일

비츠로그룹

(주)빙그레

삼성생명보험(주)

(주)삼양홀딩스

(주)삼천리

(주)삼표

서울보증보험(주)

(재)서울산업진흥원

성보화학(주)

세아상역(주)

(주)세아제강

(주)세아홀딩스

(주)세정

(유)스태츠칩팩코리아

(주)시노펙스

(주)신세계백화점

신한생명보험(주)

(주)싸이버로지텍

(주)쎄트렉아이

씨에스케이(주)

CJ CGV(주)

(주)아모레퍼시픽그룹

(주)아모텍

아시아나항공(주)

(주)아이마켓코리아

(주)아이티센

아주캐피탈(주)

아토텍코리아(주)

AXA손해보험(주)

(주)안랩

애경산업(주)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SK브로드밴드(주)

(주)SK실트론

SK텔레콤(주)

(주)에스트라

에쓰오일(주)

(주)에프씨아이

(주)엔씨소프트

NH농협생명(주)

LS오토모티브(주)

(주)LG생활건강

엠엠씨코리아(주)

MK전자(주)

연세대학교의료원

영신금속공업(주) 

예금보험공사

오덱(주)

(주)오뚜기

오비맥주(주)

(주)오스람

(주)오케이저축은행

(주)YG Entertainment

YK Steel(주)

우진일렉트로나이트(주)

(주)웅진

(주)웅진씽크빅

(주)유니드

(주)유도

(주)유비케어

유진기업(주)

(주)유진테크

(주)이녹스

(주)이수

이수시스템

이스트만화이버코리아(주)

(주)E1

(주)이지바이오

일동홀딩스(주)

일진그룹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제너시스

(주)제주항공

조선내화(주)

조선일보사

조인(주)

(주)종근당

종근당홀딩스

중앙대학교

(주)GS리테일

(주)GS이앤알

GS EPS(주)

(주)지에스홈쇼핑

지엠비코리아(주)

(주)천재교육

(주)컴투스

케이뱅크(주)

(주)KB국민카드

(주)KCC

(주)케이씨텍

(주)케이티앤지

코스모신소재(주)

(주)코스틸

(주)코아스

(주)코엑스

코웨이(주)

콜마파마(주)

키움증권(주)

태광산업(주)

태광실업(주)

(주)토다이코리아

티아이씨(주)

티에이케이정보시스템(주)

(유)TNT Express Korea 

(주)파라다이스

(주)평화발레오

포항공과대학교

폴라리스쉬핑(주)

푸르덴셜생명보험(주)

풍림무약(주)

(주)하나투어

하이디스테크놀로지(주)

하이트진로(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니토옵티칼(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렌탈(주)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사)한국무역협회

한국수력원자력

(주)한국스마트카드

한국쓰리엠(주)

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 

한국OIAA(주)

한국오츠카제약(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주)한국하우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후지제록스(주)

(주)한독

한미글로벌(주)

(주)한샘 

(주)한솔교육

한솔제지(주)

한영회계법인

한온시스템(주)

한전KDN(주)

한화시스템(주)

한화에너지(주)

한화첨단소재(주)

한화테크윈(주)

현대모비스(주)

(주)현대영어사

현대오토에버(주)

현대자동차(주)

현대차투자증권(주)

(주)현대케피코

현대파워텍(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주)화신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주)

후성HDS(주)

휠라코리아(주)

(주)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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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대상_  교육연수부서 실무책임자 및 담당 스탭

2017년 10월 현재 회원사_ 160여개사

월 평균 참가인원_ 100명

 국내 최고 권위의 HRD 담당 스탭들의 

전문 交流의 場!

 참가 회원사의 HRD 부문의 質的성장과 

성과창출을 지원하며 전략적 인재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6~2017년까지 총 회원사 850여개사)

2018
 교육연수담당자 
월례미팅

si
nc

e 
19

76

│  회원사업  │

미팅 운영방법
장소_ 서울시내 특급호텔

➊  pm 2:00
Opening / HR 이슈 공유

회사 규모·업종 등을 참작하여

소규모 그룹을 편성, HRD부문

주요 이슈를 공유합니다.

➋  pm 2:10~3:30
주제특강 / 사례연구

매월 주제에 따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 수준의 강사와

우수사례(기업)를 초빙하여 진행합니다.

➌  pm 3:30~5:00
정보교류 및 회원스피치

 매월 주제에 대한 그룹별 토의가 

진행되며, 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코디네이터가 정리합니다.

➍  pm 5:00~6:00
HR 테마 풀 특강 / 시사·감성 특강

시의 적절한 HR 주요 이슈 특강과

인문·예술·시사 특강을 수시로

진행합니다.

➎  pm 6:00~7:00
석식 및 회원교류

회원 상호간 인적네트워크 활동과 

친목도모의 시간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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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혜택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HR자료실의 컨텐츠 이용

우리협회 홈페이지상의 

HR자료실에 등록된 컨텐츠

(약 5천여건) 무료이용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KPI 도서·자료 증정 및 할인

우리협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HR관련 도서·자료의

무료증정 또는 구입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KPI 행사 참가비 할인

우리협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공개강좌, 연구회, 해외시찰 등)

참가시 참가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시찰 및 국내기업 방문연수

선진 우수기업의 인적자원관리

해외시찰 및 국내기업 방문연수를

실시합니다.(참가비 별도)

HR관련 자료집과 도서 제공

우리협회에서 조사·수집·편집한

HR관련 자료집과 외부 출판도서를

수시로 제공합니다.

HR Professional File 제공

HR 업무수행에 유용한

정보·자료 등을 편집한

<2018 HR Professional File>을

제공해 드립니다.

특강 동영상 제공

미팅특강 내용을 촬영·편집한

동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컨설팅 및 사내교육 지원

우리협회에 HRD 관련 컨설팅 및

사내교육을 요청할 경우 자세한 

상담과 최소 비용으로 과제해결 

방안을 모색해 드립니다.

HR관련 자료 열람·다운로드

우리협회에 축적된 HR관련 자료를

On-Off Line을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원 교환자료집 제공

미팅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시로 편집·배포해 드립니다.

또한 회원사의 자료를 수집,

교환자료집으로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방안을 모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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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운영 주제

01월_ 2017, 국내기업 인재육성·인적자원개발 이슈와 추진 과제

02월_ 저성장기, 조직개발과 조직활성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03월_ 직무교육체계 구축과 직무전문가 육성 방안 

04월_ 최신 교육훈련기법의 선택과 활용

05월_ HRDer Healing & Outdoor Meeting

06월_ IDP와 CDP를 지원하는 교육시스템 설계·운영

07월_ 국내기업 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사례연구 

08월_ 핵심가치 내재화 수준 진단 및 교육 프로그램 설계

09월_ 신입 및 경력사원 Soft Landing 프로그램 개발·운영 

10월_ 2018년도 교육계획수립 전략과 교육체계 재구축 

11월_ 학습과 게임의 연계, 게이미피케이션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12월_ 2017, HRD 평가와 정리 & 송년특강 

*2018년도 월례미팅 주제는 추후에 공지됩니다.

회원 등록안내

회원가입은 먼저 전화로 신청하신 후 우리협회 홈페이지내 교육연수담당자

월례미팅 회원가입 온라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문의 ▶  전화 02)2268-2501~4  ▶  홈페이지 www.insabank.com

담당 ▶  정영삼 부장 ysjung@insabank.com │ 최윤수 사원 yschoi@insabank.com

연회비 ▶  기존회원 120만원 │ 신규회원 130만원(부가세 별도)

*연회비에는 매월 초청강사료·자료대·석식대 및 기타 월례미팅 운영의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 월례미팅 일정

1월 17일(수) │ 2월 21일(수) │ 3월 21일(수) │ 4월 18일(수) │ 5월 24일(목) │ 6월 27일(수)

7월 18일(수) │ 8월 29일(수) │ 9월 19일(수) │ 10월 24일(수) │ 11월 21일(수) │ 12월 5일(수)

배포 및 교환자료

2018 강사편람 │ 2018년도 국내기업 HRD 전략 및 추진과제

2018 국내기업 교육연수 체계도 조사자료 │ 교육니즈 조사 및 교육평가 자료집

교육연수부서 조직 및 업무분장 조사 자료집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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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 교육연수담당자 월례미팅(2017년 10월 현재)

(주)강원랜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경남은행

(주)경농

(주)경신

(주)경신전선

고려아연(주)

공항철도(주)

교보생명보험(주)

(주)교원

(주)국민은행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네오트랜스(주)

네트웍오앤에스(주)

넥센타이어(주)

(주)녹십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협중앙회

(주)다이소아성산업

(주)대구은행 

(주)대명레저산업

대상(주)

(주)대우건설 

대한제강(주)

도레이첨단소재(주)

동부인재개발원

동부화재해상보험(주)

(주)동서

동서식품(주)

동아쏘시오홀딩스(주)

(주)동원엔터프라이즈

디와이(주)

롯데건설(주)

롯데손해보험

롯데쇼핑(주)

롯데제과(주) 

롯데카드(주)

롯데캐피탈(주)

르노삼성자동차(주)

린나이코리아(주)

(주)만도 한라인재개발원

메가박스(주)

BC카드(주)

비알코리아(주)

(주)BGF리테일

(주)빙그레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주)삼양홀딩스

(주)삼천리

(주)삼표

새마을금고중앙회

(주)서브원

서울9호선운영(주)

서울보증보험(주)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설공단

(재)성남문화재단

(주)세정

센트랄

(재)송석문화재단

(주)신도리코

신한생명보험(주)

(주)신한은행

쌍용건설(주)

쌍용양회공업(주)

CJ CGV(주)

(주)아이엠아이

아주캐피탈(주)

(주)안랩

애경산업

(주)SBS미디어크리에이트 

SK엠앤서비스(주)

(주)에스피씨삼립

ABL생명(주)

LIG넥스원(주)

LS오토모티브(주)

(주)LF

LG디스플레이(주)

(주)엘지경영개발원인화원

(주)오뚜기

(주)오리온

오비맥주(주)

(주)오스템임플란트

(주)오케이저축은행

YK Steel(주)

(주)웅진씽크빅

유진기업(주)

(주)유한양행

유한킴벌리

(주)이수

(주)이지바이오

이트너스(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동제약(주)

JW홀딩스(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조인(주)

GS네오텍(주)

(주)GS이앤알

(주)창의와탐구

천일식품(주)

(주)KB국민카드

(주)KCC 교육원

(주)KT

(주)KT&G

(주)케이티이엔지코어

(주)코리아세븐

코오롱인더스트리(주)구미공장

코오롱제약

(주)코웨이

태광실업(주)

태평양물산(주)

(주)평화발레오

평화홀딩스(주)

폴라리스쉬핑(주)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주)풍산

(주)PSI컨설팅

하이트진로(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바스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

한국오츠카제약(주)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한국재무설계(주)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콜마(주)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

한국투자공사

한국투자증권(주)

한국환경공단

한국후지제록스(주)

(주)한샘

(주)한솔교육

한양대학교

한온시스템(주)

한일시멘트(주)

현대모비스(주)

현대C&R(주)

현대오일뱅크(주)

현대오토에버(주)

현대자동차(주)

현대제철(주)

현대중공업(주)

현대차투자증권(주)

(주)호텔롯데

(주)효성

휴켐스(주)

흥국생명보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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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대상_   기업·기관·단체의 인사담당 임원·부(팀)장

2017년 10월 현재 회원사_ 150여개사

월 평균 참가인원_ 70명

 HR 트렌드를 선도하는 품격있고 

차별화된 지혜와 정보·자료 交流의 場!

 최신 HR 트렌드를 적기에 파악하며, 

HR리더로서의 품격과 전략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배양할 수 있도록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기~제21기까지 총 회원사 560여개사)

22nd
 인사팀(부)장 
 교류회

si
nc

e 
19

96

│  회원사업  │

미팅 운영방법
장소_  서울시내 5성급 호텔

➊  pm  4:00~4:10
Opening

 참가 회원간 인사교환과 함께 

최신 HR정보, 3분 영상, 

이달의 회원소식 등을 소개합니다

➋  pm  4:10~5:00
 Special Speech(인문·예술·시사특강)

 조직 리더에게 필요한 인문·

예술·시사 특강 및 저명인사 

초청특강을 진행합니다.

➌  pm  5:10~6:00
HR Lecture

 해당 주제에 따라 교수 및 

전문가 특강 또는 

모범사례 연구를 진행합니다.

➍  pm  6:10~7:00
Joint Meeting

 코디네이터가 주재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된 토의를 진행하며 

회원사 HR ISSUE 등을 공유합니다.

➎  pm  7:00~8:00
 Network 석식을 겸한 結交之人

 회원간 교분을 돈독히 하는

Human Network 시간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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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혜택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HR자료실의 컨텐츠 이용

우리협회 홈페이지상의 

HR자료실에 등록된 컨텐츠

(약 5천여건) 무료이용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KPI 도서·자료 증정 및 할인

우리협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HR관련 도서·자료의

무료증정 또는 구입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KPI 행사 참가비 할인

우리협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공개강좌, 연구회, 해외시찰 등)

참가시 참가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시찰 및 국내기업 방문연수

선진 우수기업의 인적자원관리

해외시찰 및 국내기업 방문연수를

실시합니다.(참가비 별도)

HR관련 자료집과 도서 제공

우리협회에서 조사·수집·편집한

HR관련 자료집과 외부 출판도서를

수시로 제공합니다.

HR Professional File 제공

HR 업무수행에 유용한

정보·자료 등을 편집한

<2018 HR Professional File>을

제공해 드립니다.

특강 동영상 제공

미팅특강 내용을 촬영·편집한

동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코디네이터 자문

 회원사의 HR 당면과제 및 

현안에 대하여 전담 코디네이터

(교수)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HR관련 자료 열람·다운로드

우리협회에 축적된 HR관련 자료를

On-Off Line을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월간 인사관리 제공

 우리협회에서 발행하는 

인사관리 실무 정보지 

「월간 인사관리」를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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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기 교류회 주제

16. 10월_ HR혁신과 인사전략 방향 

     11월_  강한 조직문화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12월_  합리적인 목표설정과 성과관리 전략

17. 01월_ 한국형 직무중심 인적자원관리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02월_  글로벌 기업의 HR혁신으로 본 한국기업 HR 전략

     03월_  고령화 시대 인력운영 방안

     04월_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기업문화 특징 및 적용방안

     05월_  GE New 성과관리제도 ‘GE&PD’

     06월_  경영, 인문학에 길을 묻다

     07월_  2030 세대의 일과 라이프 Style

     08월_  新정부 HR정책 방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09월_  2017년 하반기 HR 이슈와 대응방안

*매월 주제는 HR 관련 현안과 최신 트렌드, 전략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제 22기 교류회 일정

17년 10월 26일(목) │ 11월 23일(목) │ 12월 13일(수) │ 18년 1월 11일(목) │ 2월 8일(목) │ 3월 15일(목)

4월 12일(목) │ 5월 17일(목) │ 6월 20일(수) │ 7월 12일(목) │ 8월 22일(수) │ 9월 13일(목)

배포 및 교환자료

2017 연봉실태 조사 자료집 │ 면접지침 및 면접평가표 양식 자료집 外 다수

도서제공 - KPI 도서 및 경영·인문 도서 다수

회원 등록안내

회원가입은 먼저 전화로 신청하신 후 우리협회 홈페이지내 교류회 회원가입  

온라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문의 ▶ 전화 02)2268-2501~4  ▶  홈페이지 www.insabank.com

담당 ▶  정영삼 부장 ysjung@insabank.com │ 최윤수 사원_ yschoi@insabank.com

연회비 ▶  145만원(부가세 별도)

*연회비에는 매월 초청강사료·자료대·석식대 및 기타 교류회 운영의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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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 인사팀(부)장 교류회(2017년 10월 현재)

(주)경신

고려아연(주)

(주)공항철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주)교보문고

교보생명보험(주)

국방기술품질원

군인공제회

의료법인 나누리의료재단

(주)네오팜

(주)녹십자홀딩스

(주)농심

농협손해보험(주)

(주)니콘이미징코리아

(주)대교

(주)대구은행

대신증권(주)

대한사료(주)

(주)대한송유관공사

대한제강(주)

대한제당(주)

더케이손해보험(주)

동부건설(주)

(주)동성코퍼레이션

동아쏘시오홀딩스(주)

동화기업(주)

(주)두산정보통신사업부

디와이오토(주)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주)리코코리아 

베올리아워터코리아(주)

보령제약(주)

볼보그룹코리아(주)

(주)BGF리테일

삼성생명보험(주)

삼성전자로지텍(주)

(주)삼양홀딩스

서울보증보험(주)

서울우유협동조합

(주)선진

(주)성우하이텍

(주)세정

스템코(주)

(주)시몬스

(주)신도리코

(주)신원

신풍제약(주)

쌍용양회공업(주) 

(주)쏠리드

씨제이파워캐스트(주)

(주)CJ헬로비전

(주)아워홈

아주산업(주)

아주캐피탈(주)

안국약품(주)

애경산업(주)

한영회계법인

(주)SYS리테일 

SK(주)

(주)SK실트론

SKC hi-tech&marketing(유)

SK엠앤서비스(주)

SPC(주)

ABL생명(주)

LS오토모티브(주)

LS전선(주)

(주)엘지상사

(주)엘지유플러스

(주)LG화학

엘지히다찌(주)

(주)오뚜기

오스템임플란트(주)

(주)YG Entertainment

(주)우주일렉트로닉스

울산항만공사

(주)웰크론

(주)유니드

유진기업(주)

(주)유한양행

유한킴벌리(주)

율촌화학(주)

(주)이글루시큐리티

이수시스템(주)

(주)이지바이오

이지웰페어(주)

인그리디언코리아(유)

인바디(주)

인베니아(주)

(주)일양익스프레스  

(주)재능교육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제이더블유홀딩스(주)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앙대학교

GS에너지(주)

KB손해사정(주)

(주)ktds

(주)케이티이엔지코어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주)코엑스

코웨이(주)

(주)태경농산

(주)조선방송

(주)TCC동양

(주)파라다이스

퍼스트어드밴티지(주)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주)풍산

(주)피에이치씨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주)한국스마트카드 

한국IBM(주)

한국알프스(주)

한국야금(주)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

한국오라클(유)

한국오츠카제약(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제지(주)

한국타이어(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후지제록스(주)

(주)한솔교육

(주)한유

(주)한익스프레스

한화시스템(주)

한화S&C(주)

한화테크윈(주)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

현대제철(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주)호반건설

한무컨벤션(주)

(주)효성

(주)휴비스

휴켐스(주)

(주)히타치엘지데이터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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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대상_    기업체 및 기관·단체의 HR담당 임원

 우리나라 HR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CHO만의 차별화된 네트워크!

 CEO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HR담당 임원(CHO)들의 혜안을 넓이고 

조직 리더로서 품격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사업  │

포럼 운영방법
장소_   그랜드하얏트호텔 서울

➊  am   7:00~7:20
Good morning & Breakfast

참가 회원간 인사교환과 함께 

최신 HR정보, 3분 영상, 

이달의 회원소식 등을 소개합니다

➋  am  7:20~7:40
최신 뉴스 브리핑 

최신 정치·경제·사회 뉴스와 

시사관련 이슈 등을 현직 중견기자가 

생생하게 정리

➌  am   7:40~8:50
인문, 교양, 명사 특강 

CHO로서의 품격 향상과 

통찰력 배양을 위한 관련 전문가 및 

명사 초청특강 진행

HR 담론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전문가·전현직 CHO 등을 

초청하여 HR전략 추진을 위한 

경험과 식견을 공유

➍  am   8:50~9:00
CHO Insight Tip

국내 최고 권위의 인사조직 

전공 교수를 초빙, CHO의 전략적 

역할 수행을 위한 Insight Tip 제시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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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보험(주)

대림산업(주)

동화기업(주)

(주)두산

(주)메가마트

삼성물산(주)

신한생명보험(주)

CJ(주)

AXA다이렉트(주)

SK(주)

ABL생명(주)

LS니꼬동제련(주)

LS산전(주)

(주)LG화학

OCI(주)

유한킴벌리(주)

GS EPS(주)

GS칼텍스(주)

(주)KT

(주)코리아써키트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파르나스호텔(주)

(주)포스코

(주)풍산

한국쓰리엠(주)

(주)한샘

(주)한화건설

한화S&C(주)

현대모비스(주)

(주)휴비스

회원혜택

월간 인사관리 제공

우리협회에서 발행하는 

HR 지식·정보지 

「월간 인사관리」 매월 증정

행사 참가비 할인

우리협회 행사 참가시 

참가비 할인 

공개강좌, 시찰, 연구회 등

신간 도서 제공

주요 시사주간지 및 경영, 인문, 

자기계발 관련 신간도서 수시 제공

고품격 포럼 운영

CHO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수준과 

품격을 갖춘 포럼 운영

HR 정보·자료 제공

최신 국내외 HR 정보와 자료를 

On-Off Line으로 수시 제공

회원사 │   포럼(2017년 10월 현재)

KPI 도서·자료 증정

우리협회에서 발행하는 

도서·자료의 무료증정 또는 할인

임원 인사관리, 최신 인사규정 

실 사례집, 글로벌 기업 HR, 

HR Professional Fil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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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운영 주제

 < HR 특강 > < 인문·교양·명사 특강 >

01월_  2017, 경영환경 변화와 롯데그룹 HR 이슈 패러다임 전환기, HR 4.0과 혁신을 디자인하라

02월_  2017, HR(HRM·HRD) Trends 제도로 본 조선의 흥망(興亡) 역사와 현대의 시사점

03월_  지멘스 최근 HR이슈와 유럽기업 HR 트렌드 변화와 혁신의 시대,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

04월_  GE-두산-CJ에서의 HR 미국 보호무역정책과 한미 FTA 미래, 우리의 대응 

05월_  새로운 리더십과 기업환경의 변화, 그리고 HR 왕을 만드는데 성공한 신하들의 역할 

06월_ 新정부 출범과 HR전략 방향 리더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Mindfulness 

07월_ LS니꼬동제련의 핵심인재 관리 제 4차 산업혁명과 HR의 과제 

08월_  쓰리엠(3M) 최근 HR 이슈와 과제 최근 라이프 트렌드 

09월_  최근 코오롱인더스트리 HR 이슈와 과제  4차 산업혁명과 New Business Model

*매월 주제는 HR 관련 현안과 인문, 교양, 명사 특강 등으로 선정됩니다.

자문위원 및 진행 

고문 이근면_ 전 인사혁신처 처장

자문교수 김성국_ 이화여대 경영대학장

             정연앙_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뉴스브리핑 허원순_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유부혁_ 중앙일보 기자

진행 정태희_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코리아 전무

2018 포럼 일정  

1월 9일(화) │ 2월 6일(화) │ 3월 13일(화) │ 4월 10일(화) │ 5월 15일(화) │ 6월 12일(화)

7월 10일(화) │ 8월 7일(화) │ 9월 11일(화) │ 10월 16일(화) │ 11월 13일(화) │ 12월 11일(화)

회원 등록안내

회원가입은 먼저 전화로 신청하신 후 우리협회 홈페이지 내 

CHO포럼 회원가입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문의 ▶ 전화 02)2268-2501~4  ▶  홈페이지 www.insabank.com

담당 ▶  구본희 전무_ bhkoo@insabank.com 

연회비 ▶  법인회원_ 330만원, 임원 3인까지 참석 가능(부가세 별도) 

             개인회원_ 130만원, 본인 1인만 참석 가능(부가세 별도) 

* 연회비에는 매월 초청 강사료·자료대·조찬식대 및 기타 포럼운영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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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KPI의 교육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강좌를 

신청하도록 지원합니다.

•HRM

•노무·노사

•HRD

•총무·사보·비서

커리어로드맵

취업부터 이직 및 퇴직, 

인력검증까지 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개인과 기업에게 제공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경력직 서치펌

•아웃플레이스먼트

•인력검증

HR상담

HR의 직무관련 및 개인 커리어 

등에 대한 고민을 기업의 HR담당 

임원, 교수, 노무사 등에게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안내

•상담신청

회원사업

HR담당 실무 Staff 및 부서장, 

CHO를 위한 정기 교류가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 

확대됩니다.

•목차

•월호보기

•독자의 소리

HR커뮤니티

HR담당자들의 실시간 소통을 

통한 정보교류 및 

인적교류의 場입니다.

•HR 이슈토론

•HR 질의응답

•자유게시판

월간 인사관리

월간 인사관리 콘텐츠를 폭넓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로 운영됩니다.

•웹진(Webzine)

•아티클 건별 다운로드권

•월간 인사관리 상품권

HR자료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HR관련 실사례, 자료집 및 

규정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열람·구매할 수 있습니다.

•HR관련 자료

•HR관련 제규정

기타

•직원 행복도 조사

•HR마켓

HR Portal, 
Insabank
New HR Connection, 
Insabank

인사뱅크

인사뱅크는 대한민국의 더 발전된 HR을 위한 

국내 대표 HR포털 사이트를 지향합니다.

www.insa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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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프로그램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인의 적성에 맞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성향·역량을 진단하여 개인별 맞춤 커리어 방향성과 포지션을 제안합니다. 또한 이력서 준비

에서 면접준비까지 회사가 원하는 맞춤형 인재로서의 현실적인 가이드를 제공해주는 신입사

원 채용 토털 서비스입니다.

풍부한 실전경험과 컨설팅 능력을 보유한 우수한 컨설턴트와 다양한 산업군의 

인적 네트워크가 합쳐진 전문인력 지원 서비스입니다.

교육프로그램 과정안내

구분 1수업(2시간 30분) 2수업(2시간 30분)

1주차
The Quest Profiler 진단(영국 ERAS사 개발)을 통한

개별 진단을 통하여 자신의 성향과 역량 파악하기

장·단기 커리어 개발 방향성 찾기

자신에게 맞는 직업과 업무 찾기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

2주차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통한 업무파악 

업무 용어와 비즈니스 용어 배우기

실질적인 현장경험을 통해 업무이해

현장체험 느낀 점 공유하기

3주차
대기업 HR 출신과의 만남을 통해 인재상 알아보기 

기업문화 알아보기

회사가 원하는 이력서 

나만의 강점 이력서 만들기

자기소개서 쓰기

4주차

이미지 메이킹 

면접을 위한 모든 준비 

모의면접 진행

네트워크 활용하여 취업정보 알아내는 방법

취업 후 신입사원이 갖추어야 할 덕목

서비스 절차 안내

종류 EXECUTIVE PROGRAM SENIOR PROGRAM JUNIOR PROGRAM

대상 경력 약 20년 이상 중견간부급 대상 대리~과·차장의 실무 경력직 대상 대학졸업생~경력 2년 이하 사회 초년생

목적

자신의 업무성과 및 경쟁력 분석 후

커리어를 재평가하여

현실성 있는 목표설정

전문적으로 경력을 심화시키고파악 

가치를 평가하여 미래의 포트폴리오를

위한 리스크관리 시행

진로방향성을 탐색하여

앞으로의 커리어 플랜 전략 수립

진행

방향

경력컨설팅

커리어 분석 및 진단, 리스크관리, 경력재설계

이직컨설팅

마켓트렌드 분석, 전략기업 분석, 벤치마크사례 분석

이력서 및 면접컨설팅 커리어 리포트 제공

진로컨설팅

진로방향성 탐색, 커리어 플랜 수립

이직컨설팅

마켓트렌드 분석, 전략기업 분석, 

벤치마크사례 분석

이력서 및 면접컨설팅 커리어 리포트 제공

커리어로드맵
취업부터 이직 및 퇴직, 인력검증까지 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개인과 기업에게 제공(연결)합니다.

경력직 서치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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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절차 안내

※ 커리어로드맵은 국내 유수의 서치펌 ‘HR맨파워’, 시니어앤파트너즈’ 그리고 글로벌 인력 검증기업 ‘퍼스트어드밴티지’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R담당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바랍니다. 모든 서비스는 상담 후 진행이 가능하며 

    인사뱅크 내 각 서비스 의뢰를 통하여 신청문의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서비스 의뢰 접수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전달

지원자로부터 조회동의서 수령 및 확인

리서치 진행

모든 조회기록 일치
불일치 기록 발견

조회중지 및 추가조회 요청

정확하고 수준높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평판조회, 국내 및 해외 학력조회, 경력 및 전문 자

격증 조회, 신용·파산 조회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원자의 직무능력 및 역량·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력검증

서비스 절차 안내

Outplacement (Mind set)

오리엔테이션 개인변화 관리 건강관리 재무관리
정부 및 

기타 지원 안내

Career Consulting

자기평가 목표설정 재취업 전략 자기소개 전략
협상 및

취업준비 전략

Reverse Headhunting

후보자 상세분석 전형업체 제안 전형업체 선정 서류전형
전형 결과안내 및

대응전략

▼

▼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으로써 체계적인 교육과 커리어 컨설턴트의 도움을 통해 내재된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 또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의 커리어를 찾을 수 있게 지원하는 종합 전직지원 

프로그램 서비스입니다.

아웃플레이스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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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자료
HR자료는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던 정확하고 생생한 실무·실사례 중심의

HR자료를 빠르고 편리하게 열람·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사뱅크에서 HR자료 인덱스를 확인하세요!

경영전략

CEO의 경영가치와 인적자원관리

성공적 창조경영

윤리경영과 HR

창조경영과 HR

경영혁신

HR 혁신

경영혁신 사례

기업문화(조직문화)

조직활성화 및 GWP

국내기업 조직문화 혁신 사례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관리

고령화 사회의 인적자원관리

노동정책 방향

복수노조와 HR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인적자원관리(HRM)

HR Professional

HR(인사)팀의 기능과 역할

HR부문 및 HR담당자 역할

HR이슈 및 전망

HR지표 측정과 활용

SMART(스마트) HR

글로벌 HR(인력관리 및 육성)

경력개발제도

성과관리 및 평가·처우보상

신인사(HR)제도

여성인력(인재) HR

인재 채용·선발

복리후생제도

조직관리 및 인력운영

중소기업 인사관리(HR)

핵심인재관리(Talent Management)

인적자원개발(HRD)

리더십 및 리더십 프로그램

인재육성(HRD) 전략 

인재육성 프로그램

직원 역량개발

학습조직(CoP)

핵심가치 내재화 교육

트렌드(Trends)

HR 트렌드

IT(기술) 트렌드

미래 트렌드

인사관리 규정

인사관리 기본규정

채용관리규정

면접기법

직제직무규정

임금관리규정(연봉제 계약서 양식)

인사고과규정 및 제양식

인사위원회규정

순환보직규정

승진·승격 규정

상벌징계규정

복리후생규정

해외근무규정

연봉조사자료

연봉조사

기타

CSR과 인재경영

인문학과 HR

외국인이 본 한국

한국사회와 한국인

HR용어

제반 HR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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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상담
HR 직무관련 및 개인 커리어 등에 대한 고민을 기업의 HR담당 임원, 교수, 

노무사 등에게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절차 안내

HR상담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상담가 리스트

(성명 가나다순)

김상효_ 이화여대 인문과학부 특임교무

김성국_ 이화여대 경영대학장

김영기_ 조직리더십코칭원 대표 

류랑도_ 더 퍼포먼스 대표이사

박준우_ 인재경영컨설팅 대표 공인노무사 

신원동_ 한국인재전략연구원 원장

정연앙_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태희_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코리아 인사부 전무

조영환_ AJ가족 인재경영원 원장 

허광회_ 사람과경영 대표 컨설턴트 

상담가 선택 상담접수 사례배정 상담진행 상담종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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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행복도 조사
직원행복도조사는 직장생활 만족도와 조직몰입도 조사를 통하여

조직구성원의 행복지수를 측정, 진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직장생활의 주요 6개 분야(15개 세부사항)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비교를 통하여 조직의 장점과 개발 분야를 찾게 됩니다.

•조직·동료 그리고 상사간의 신뢰도(Trust)를 측정한 조직문화와 성과를 개선합니다.

•조직몰입도를 통하여 조직구성원의 충성도 및 이직의도 등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 조사를 통하여 잠재적 이직의 원인을 찾아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직원행복도조사는 IGM세계경영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진행절차

HR담당자 

인터뷰

직원만족도 

진단

진단결과 

분석

결과보고서 

전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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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zine & 
Books guide

인사·조직, 교육훈련, 노무·노사에 관한 실무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자료집과 도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월간 인사관리」는 기업의 인사·교육담당자와 팀장, 부서장을 위한 

실무·실사례 중심의 HR 지식·정보지로서 기업의 인사관리 현장과 가깝게 밀착하여 

최근 HR 동향과 참신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간 인사관리 │ 도서출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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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azine guide  │

Since 1989
 인사·교육담당자와 팀장, 부서장을 위한 실무·실사례 중심 HR지식·정보지!

 「월간 인사관리」는 기업의 인사·교육담당자와 

팀장, 부서장을 위한 실무·실사례 중심 HR지식·정보지로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응하는 HR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1989년 9월 창간하여 2017년 9월로 창간 2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00년 문화관광부 우수잡지, 2005년 한국잡지협회 우수전문잡지 선정 

삼성그룹 HR담당자 사이트 HR Plaza 및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내 콘텐츠 제휴

 창간 28주년, 
HR 실무지식 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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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인사관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HR Trends

국내외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경영전략·인사·조직·교육 등에 관한 

이론이나 제도, 기법 등의 新 동향을 제시

Focus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이론이나 

기업동향 등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해 

현황 및 대안을 제시

HR Best Practice 

HR실무자를 통한 국내 우수기업 HRM 및 

HRD 관련 사례공유

 Special Report

최근 HR환경에 따른 

HR 공통관심사, 경영전략 등에 대한 

현황과 대응방안 제시

Columns

필자의 견해, 주관, 주장 등이 

포함된 테마로 구성

People & Organizations

국내 우수기업 취재 및 

인터뷰를 통한 현장감·생동감 있는 

HR 기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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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Special Report 테마

2016.11   신입사원 조기정착화, 이렇게!

2016.12   2016 국내기업 HR Review

2017.01   2017 HR전략 방향과 과제, 전망

2017.02   국내기업 승진·승격제도 최근 동향

2017.03   국내기업 채용제도의 진단과 혁신 방향

2017.04   한국적 기업문화, 우리기업 풍토에 맞는 기업문화란?

2017.05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리더 & 리더십

2017.06   진화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R), 새로운 방향

2017.07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2017.08   성과평가 제도

2017.09   2017 HR 이슈와 과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그리고 HR

        정부 고용·노동정책 방향과 기업의 대응

 정기구독

1권 → 14,000원 │ 1년 → 168,000원

2년 → 336,000원      268,000원(20% DC)

2부 이상 구독시 10% DC

웹진 구독료  6개월 → 84,000원 │ 1년 → 168,000원 │ 2년 → 268,000원

정기구독 + 웹진  1년 → 230,000원 │ 2년 → 370,000원

문의·신청  www.insabank.com │ 02)2268-2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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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효과가 기대되는 상품 및 사업체

•퇴직연금 사업체 •인력파견 및 아웃소싱, 헤드헌팅, 컨설팅펌

•인성 및 적성검사 기관 •ERP 구축 •교육훈련 전문기관

•교육훈련 패키지 프로그램 •호텔 및 콘도 등 합숙교육장

•기업이미지 •각종 교육훈련 기기 •컴퓨터 및 OA기기 

•공인노무사 사무소 •각종 도서 및 자료집

•이벤트 기획 및 대행업체 •기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 등 

매체소개

간별 : 월간 (매월 25일 발행)

총면수 : 100면

규격 : 국배판 변형 (210X275mm)

광고게재면 및 광고요금 

표4 : 385만원 │ 표2 : 275만원 │ 표3 : 220만원

화보 : 165만원 │ 본문 : 55만원(부가세 포함)

담당·문의 

담당 : 이호연 차장 hylee@insabank.com (월간 인사관리 편집팀)

전화 : 02)2268-2502~3

 월간 인사관리 
광고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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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교육담당자
실무 지침서!

100 HR Best Practice Ⅱ

국내 우수기업 100개 사례를 통해 본 HR, 무엇이 다른가?

우수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가?

단연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기업내 사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은 

바로 ‘HR부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수기업의 HR에는 차별화된 전략 및 제도가 

있기 마련이다. 본 도서는 삼성, 현대, LG, 포스코, SK 등 국내 대표기업의 

인사관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국판변형 | 양장제본 | 585면 | 가격 50,000원

글로벌 기업 HR(개정판)

국내진출 외국기업 20개사의 HR 사례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차별적 특성이 있기 마련이다. 

「글로벌 기업 HR」은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의 역사와 경영철학, 기업문화, 

조직 및 인력관리의 특징, HRM·HRD제도와 제반 시스템 등의 실제 운영사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본 도서를 통해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나름대로의 

특징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신국판변형 | 240면 | 가격 20,000원

강사편람

분야별 전문강사와 교육시설 소개

인재육성의 길잡이, HRD담당자의 필독서! 

최신 강사정보 및 연수시설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

경영전략/법률·특허/재무관리/생산·품질관리/마케팅·물류/고객만족·세일즈/

광고·홍보/디자인/인사·조직관리/교육공학/노동법·노무관리 및 노사관계관리/

커뮤니케이션/리더십/자연과학·공학/정보·시스템정치·외교·국제관계 등

4·6판 | 가격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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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제도와 임원인사관리

임원 인사관리 이론, 연구논문, 국내외 기업사례

임원의 선발, 육성, 평가, 보상 등에 관한 이론이나 연구논문, 그리고 기업사례, 

기타 자료의 총망라! 임원 인사관리에 대한 전략적 통찰력과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임원개념과 임원관련 제도/임원 역할 및 책임과 요구 역량/임원선발과 임원요건/

임원확보와 육성/임원 평가 임원보상/임원규정/

한국·일본 주요기업의 임원 인사규정 및 사례

정종태 | 신국판 | 310면 | 가격 25,000원

최신 인사규정 실사례집(Ⅰ권)

5부문 62개 사례 및 제양식 수록

인사관리 기본/인사위원회/채용관리/승진·승격/직제·직무

4·6판 | 고급양장제본 | 860면 | 가격 80,000원

최신 인사규정 실사례집(Ⅱ권)

6부문 87개 사례 및 제양식 수록

임금관리/인사고과/순환보직/상벌·징계/복리후생/해외근무

4·6판 | 고급양장제본 | 700면 | 가격 70,000원

국내 모범기업의 인사관리 제규정 및 제양식 수록

▶ 도서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인사뱅크 또는 전화로 신청, 입금하시면 

   영수증과 도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www.insabank.com 02)2268-2502~3

   온라인계좌_ 우리은행 108-04-112681 국민은행 003-01-0642-520 

                     (예금주:한국인사관리협회)

   판매서점_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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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nar
guide

HR담당 스태프들의 전문지식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42   2018 HR PROFESSIONAL GUIDE BOOK  43

KPI 교육사업은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HRM·HRD), 노무·노사부문을 중심으로

현업에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테마 구성과 담당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

HR 표준 업무 일정

2018년도 KPI 교육체계도

2018년도 공개강좌 일정

KPI 공개강좌 참가안내

과정별 세부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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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 표준 업무일정   │   Standard HR Annual Calendar

1월 2월 3월

채용 •인력계획 관련 기준수립
•인력계획 확정(전사 T/O)

•지인추천시스템 가동

•채용계획 확정

•Assessor 양성과정 실시

평가/보상 •분기 업적평가

•승진시험

•업적평가 종합

•핵심인재·저성과자 선발

•승진면접

•상호평가 실시

•조직성과급 지급

•개인평가 확정 및 연봉조정

조직관리/

기업문화

•연간 조직활성화

   세부 진행 계획 수립

•핵심가치 실천사례 발굴

•모니터링 결과분석

급여/

복리후생

•4대보험 정산신고

•연말정산 실시

•휴가보상비 지급

•연차휴가 사용계획 접수

•연말정산 신고
•4대 사회보험 신고 및 납부

•분기상여 지급

교육

•경영이슈 메시지 전파

•전사 교육체계 수립

•사내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개인별능력개발계획(IDP)

   수립과 확정

•신입사원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경력사원 교육과정 운영

•영업전문가 양성과정 개발

•승진자교육

•차세대 리더양성 프로그램

•주주총회

   (12월 결산법인 기준) 후

   교육보다는 경영이슈

   해결프로그램 준비

노사관계
•개정법률내용 확인 및 계획

•안전보건 교육계획 작성

•임금 및 단체교섭 준비

   (교섭위원 선정·교육)

•임금 및 단체교섭 진행

•1/4분기 노사협의회 진행

공통

•시무식·신년사 세부

   실행사항 수립

•당해연도 전략확정 및

   계획수립, 인력소요 계획

•정기승진 및 승격실시

•임금조정 워크샵

•단위조직 및

   개인 경영목표확정

•전사 인사위원회 개최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본 자료는 KPI에서 정리한 표준 업무일정입니다. 귀사의 업무일정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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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월 6월

채용

•상반기 채용공고

   (채용시장 분석)

•공채 TF 조직 구성

•채용 선발도구 개발

•직무소개 재정비

•전역장교 박람회

•캠퍼스 리크루팅

•인·적성검사 도구 개선

•신입공채 1, 2차 면접

•상반기 신입사원 OT

•글로벌 인턴십 시행

평가/보상
•조직장 육성실적 추출

•연간 종합평가

•보상안 수립 및 공유

•상반기 실적 파악 후 

   대비책 마련

•상반기 업적평가, 집단성과 평가

•보상제도 설명회

•핵심가치 상호평가

조직관리/

기업문화
•채용시스템 내 핵심가치 반영

•카페테리아 포인트 부여

•현장 방문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결과분석

•현장지원시스템 -

   현장관리자와 공동워크샵 실시

급여/

복리후생

•4대보험 추가징수 환급

•근로자 건강검진

•근로자의날 행사

   (포상, 선물 준비)

•가정의달 행사

   (가족초청행사)

•분기상여 지급

•임금인상 관련 업무

•성과급 지급

교육

•임원, 팀장 부하육성 평가
•외국어 자격 승진심사 반영
•사내강사제도 수립
•직책자 참여 각회의/워크샵
•HR, 전략부서 니즈 파악
•성희롱 예방교육
•현장관리자 교육

•전사 워크샵 기획 및 운영

•영업력, CS, 비용절감방안 교육

   (1분기 실적 좌우)

•승격자 교육

•6월 이후 교육과정 기획

•상반기 HRD활동 관련

   목표 달성 위한 활동

•하반기 교육계획 수립

•사내강사 양성제도 기획

노사관계 •임금 및 단체교섭 진행

•임금 및 단체교섭 진행

•노사공동 워크샵 -

   과제 발굴 및 개선

•인사제도 및 관행 점검 -

   불합리한 제도 등

•임금 및 단체교섭 진행

•2/4분기 노사협의회

공통
•1/4분기 실적 점검

•사원 정기인사

•외부환경의 이슈 및 

   트렌드 파악

•상반기 임원 성과급 지급

•상반기 인원·인건비 분석

•상반기 퇴직자 분석

•하반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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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월 9월

채용
•전부문 인턴십 진행

•면접관 양성과정

•하반기 채용계획

   (공채 TF조직 구성)

•하반기 채용 공고

  (채용공고, 캠퍼스리크루팅 등)

평가/보상 •분기 업적평가 •리더십 다면평가
•평가제도 설명회

•상호평가 실시

조직관리/

기업문화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동호회 경진대회 등)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결과분석

•직원만족도 조사

   (근무환경, 의식조사 분석)

급여/

복리후생

•하계휴가 준비

   (근무 스케줄 관리)

•복리후생 관련 사항 단협

   결과반영

•하계휴가 실적관리

   (휴가 소진계획)

•사회보험 신고 및 납부

•분기상여 지급

•추석상여 지급

   (대휴, 선물 등 협의)

교육

•임원, 팀장 부하육성 평가

•상반기 신입사원 교육

•교육자료 개발

•하반기 경영상황 파악

   (영업, 전략 부서 활용)

•하반기 업무목표 

   우선순위 재점검

•하반기 교육활동의 운영비

   절감방안 마련

•성희롱 예방교육

•전사 활동 진행 준비

   (체육대회, 산행 등)

•경영이슈 해결 위한 직관적

   데이터/정보 정리

   (이슈도출, 이슈공유, 해결책)

노사관계

•현장지원시스템 운영

•현장관리자 공통 워크샵

•연장 근로시간 점검

•3/4분기 노사협의회 진행

공통 •하절기 안전대책 점검
•인사규정 보완·정비

•HR관련 제도 도입 점검

＊본 자료는 KPI에서 정리한 표준 업무일정입니다. 귀사의 업무일정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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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월 12월

채용
•캠퍼스 리크루팅 진행

•신입사원 공채 1차면접

•신입사원 공채 2차면접

•하반기 신입사원 OT

평가/보상 •업적평가, 역량평가 실시

•핵심가치 상호평가

•연말 시상 및

   상여·인센티브 지급

조직관리/

기업문화
•조직문화 진단조사

•조직문화 진단조사 결과 공유

•차년도 조직개편

   준비·전배계획 확정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분석

급여/

복리후생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협의 •카페테리아 포인트 부여(하반기)

•분기상여 지급

•하반기 임원 성과급 지급

•연차유급휴가의 임금대체 지급

교육

•경영실적 반영한 교육 기획

•교육니즈, 임원 평가 자료 산출

 *설문조사 적절히 활용

   (KPI 달성여부 확인)

•차년도 자기계발계획 양식

   수집·정리

•사업실적 파악 및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

•임직원 니즈조사 및 분석

•역량진단

•신입사원 교육 준비

•교육실적 정리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

•IDP 평가 및 차년도 운영안

노사관계 •사원만족도 조사양식 배포 •사원만족도 조사 수집·분석 •4/4분기 노사협의회 진행

공통 •차년도 경영계획 준비

•임원인사·조직개편

•당해 인원·인건비 분석

•하반기 퇴직자 분석

•차년도 인력운영계획 수립

•송년행사 및 계층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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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교육체계도   │

HRM부문

부문 과정 Page 스탭
(사원급)

매니저1
(대리급)

매니저2
(과·차장급)

매니저3
(팀(부)장급)

HRM 종합

신임 인사담당자 육성과정 58 ● ●

중견 인사관리자 역량 강화과정 58 ● ●

Advanced HRM Course( * ) 59 ● ●

성과관리제도 진단 및 개선 세미나 59 ● ● ●

인사ㆍ조직 혁신 사례발표회 60 ● ● ● ●

HRM 전략

2018년 인사전략 추진 세미나 60 ● ● ●

2019년도 인사전략 수립 세미나 61 ● ● ●

고용브랜드 구축 및 채용마케팅 전략 세미나(*) 61 ● ● ●

채용프로세스 및 최신 선발기법 활용 세미나 62 ● ● ● ●

채용면접 운영 사례발표회 62 ● ● ● ●

경력사원 채용과 보상시스템 사례발표회 63 ● ● ● ●

채용 면접위원 역량 강화코스 63 ● ●

인력운영

인력계획 수립 및 적정인력 관리 세미나 64 ● ● ●

핵심인재 확보ㆍ유지ㆍ육성 사례발표회 64 ● ● ●

임원 제도 설계ㆍ운영 세미나 65 ● ●

R&D 인력 확보 및 처우ㆍ보상 사례발표회 65 ● ● ● ●

해외주재원 인사관리 사례발표회 66 ● ● ●

저성과자 관리 대책 특강 66 ● ●

여성인력 육성 및 관리 우수사례 발표회(*) 67 ● ● ● ●

기업 인력 구조조정과 HR 대책 특강 67 ● ●

(*) 표시된 과정의 개최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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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과정 Page 스탭
(사원급)

매니저1
(대리급)

매니저2
(과·차장급)

매니저3
(팀(부)장급)

조직관리

기업문화 진단 및 재구축 워크샵 68 ● ● ●

기업문화 활성화 사례발표회 68 ● ● ● ●

e-HR시스템 재구축ㆍ운영 사례연구회 69 ● ●

조직 진단 및 조직구조 재설계 세미나 69 ● ● ●

Great Work Place(일하기 좋은 기업) 사례발표회 70 ● ● ● ●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례발표회 70 ● ● ● ●

HR Analytics 도입 및 활용 세미나 71 ● ● ●

HR 데이터 분석 워크샵 71 ● ● ●

인사평가

인사평가 실무 종합강좌 72 ● ● ●

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지표(KPI) 도출 세미나 72 ● ● ●

인사평가제도 개선ㆍ운영 사례연구회 73 ● ● ●

평가자 역량향상 과정(*) 107 ● ●

보상관리

임금관리 실무 집중 특강 73 ● ● ●

총보상제도 도입ㆍ운영 세미나(*) 74 ● ● ●

한국형 직무급제 도입ㆍ운영 세미나 74 ● ● ●

성과급ㆍ인센티브제도 설계ㆍ운영 세미나 75 ● ● ●

기업복지제도 우수사례 발표회(*) 75 ● ● ● ●

임금피크제 운영 사례발표회 76 ● ● ●

임금관리를 둘러싼 인사ㆍ노무 법률 해설특강 76 ● ● ●

역할급 도입 및 운영 세미나 77 ● ● ●

임금관리 개선 연구회 79 ● ● ●

직무ㆍ

경력관리

경력개발제도(CDP) 도입 및 운영 세미나 77 ● ● ●

직무분석담당자 양성코스 78 ● ● ● ●

직급체계 개선 세미나 7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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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부문

부문 과정 Page 스탭
(사원급)

매니저1
(대리급)

매니저2
(과·차장급)

매니저3
(팀(부)장급)

HRD 종합

신임 교육연수담당자 육성과정 90 ● ●

중견 교육연수관리자 역량 강화과정 90 ● ●

Advanced HRD Course(*) 91 ● ●

HRD부문 우수사례 발표회 91 ● ● ● ●

HRD 전략
2018년 인재육성전략 추진 세미나 92 ● ● ●

2018년도 교육훈련비 지원제도 활용 세미나(*) 92 ● ● ●

교육체계ㆍ

계획수립

직무전문가 육성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 사례발표회 93 ● ● ● ●

2019년도 교육계획수립 세미나 93 ● ● ●

교육체계 재설계 워크샵 94 ● ● ●

2019년도 교육체계 및 교육계획수립 사례발표회 94 ● ● ●

교육니즈ㆍ

과정개발

교육니즈 조사 및 분석기법 활용 세미나 95 ● ● ●

교육과정 개발 워크샵 95 ● ● ●

교육훈련

기법

핵심교육운영 Skill up 과정 96 ● ●

SMART Learning 사례발표회(*) 96 ● ● ● ●

교육평가 교육평가ㆍ효과측정 사례연구회 97 ● ● ●

계층별교육

신입사원 OJTㆍ멘토링 사례발표회 97 ● ● ●

신입사원 육성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 사례발표회 98 ● ● ●

관리자 코칭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례발표회(*) 98 ● ● ●

리더 육성체계 및 리더십 프로그램 사례발표회 99 ● ● ●

코칭스킬 향상 과정(*) 99 ● ● ●

신임 팀장 리더십 향상 과정(*) 107 ●

사내강사 양성코스(*) 107 ● ● ●

교육(연수)

제도

핵심가치 확산 및 내재화 사례발표회 100 ● ● ● ●

사내강사(사내교수)제도 활성화 사례발표회 100 ● ● ● ●

(*) 표시된 과정의 개최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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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사/총무·사보·비서 부문

부문 과정 Page 스탭
(사원급)

매니저1
(대리급)

매니저2
(과·차장급)

매니저3
(팀(부)장급)

노무ㆍ노사

종합

신임 노무ㆍ노사담당자 육성과정 82 ● ●

노무관리ㆍ노사관계 종합강좌(*) 82 ● ●

핵심 노동관계법 해설특강 83 ● ● ●

2018년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 전략 세미나 83 ● ● ●

개별적 

근로관계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ㆍ노무 법률 해설특강 84 ● ●

근로기준법 및 동시행령 해설특강 84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설 실무 특강(*) 85 ● ● ●

징계권을 둘러싼 법률운용 실무 특강 85 ● ● ●

비정규직 인력운영 및 관리 대책 세미나 86 ● ●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비 실무 특강 86 ● ● ●

집단적 

노사관계

2018년도 임금(연봉)협상 및 단체교섭 대책 특강 87 ● ●

협력적 노사관계 모범 사례발표회(*) 87 ● ● ● ●

총무ㆍ

사보ㆍ

비서

총무실무 종합강좌 102 ● ● ●

4대 사회보험제도 실무 특강 102 ● ●

사보 기획 특강 103 ● ● ●

사보 Renewal 워크샵 103 ● ● ●

우수사보 기획ㆍ편집 사례발표회 104 ● ● ● ●

비서 역량강화 과정 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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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개강좌 일정   │
인

사
·
조

직
부

문

부문 과정명 Page day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HRM종합

신임 인사담당자 육성과정 58 2 1월 4월 7월 10월

중견 인사관리자 역량 강화과정 58 3 3월 6월 9월

Advanced HRM Course(*) 59 -

성과관리제도 진단 및 개선 세미나 59 1 1월 6월 11월

인사ㆍ조직 혁신 사례발표회 60 2 12월

HRM전략

2018년 인사전략 추진 세미나 60 2 1월

2019년도 인사전략 수립 세미나 61 2 11월

고용브랜드 구축 및 채용마케팅 전략 세미나(*) 61 -

채용프로세스 및 최신 선발기법 활용 세미나 62 2 3월 8월

채용면접 운영 사례발표회 62 2 5월

경력사원 채용과 보상시스템 사례발표회 63 2 6월 10월

채용 면접위원 역량 강화코스 63 1 4월 9월

인력운영

인력계획 수립 및 적정인력 관리 세미나 64 2 1월 10월

핵심인재 확보ㆍ유지ㆍ육성 사례발표회 64 2 3월 7월

임원제도 설계ㆍ운영 세미나 65 2 11월

R&D 인력 확보 및 처우ㆍ보상 사례발표회 65 2 5월 10월

해외주재원 인사관리 사례발표회 66 2 4월 8월

저성과자 관리 대책 특강 66 2 2월 6월 10월

여성인력 육성 및 관리 우수사례 발표회(*) 67 -

기업 인력 구조조정과 HR 대응 67 1 4월

조직관리

기업문화 진단 및 재구축 워크샵 68 2 1월 9월

기업문화 활성화 사례발표회 68 2 4월 7월

e-HR시스템 재구축ㆍ운영 사례연구회 69 2 7월 11월

조직 진단 및 조직구조 재설계 세미나 69 2 2월 11월

Great Work Place(일하기 좋은 기업) 사례발표회 70 2 3월 8월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례발표회 70 2 5월

HR Analytics 도입 및 활용 세미나 71 1 2월 6월 9월

HR 데이터 분석 워크샵 71 2 5월 12월

인사평가

인사평가 실무 종합강좌 72 2 2월 6월 10월

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지표(KPI) 도출 세미나 72 2 11월

인사평가제도 개선ㆍ운영 사례연구회 73 2 3월 9월

평가자 역량향상 과정(*) 107 사내
교육

임금관리 실무 집중 특강 73 2 4월 9월

총보상제도 도입ㆍ운영 세미나(*) 74 -

한국형 직무급제 도입ㆍ운영 세미나 74 - 4월

성과급ㆍ인센티브제도 설계ㆍ운영 세미나 75 2 11월

기업복지제도 우수사례 발표회(*) 75 -

임금피크제 운영 사례발표회 76 1 2월

임금관리를 둘러싼 인사ㆍ노무 법률 해설특강 76 2 7월

역할급 도입 및 운영 세미나 77 1 5월 10월

임금관리 개선 연구회 79 장기
교육

직무ㆍ
경력관리

경력개발제도(CDP) 도입 및 운영 세미나 77 2 5월 9월

직무분석담당자 양성코스 78 2 2월 6월 9월

직급체계 및 재설계 세미나 78 2 2월 7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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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교육과정 중 일부 과정은 사내교육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문의 02)2268-2501~4

•상기 교육과정 중 교육기간 및 일정은 우리 협회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되어 운영될 수 있습니다. (*)표시된 과정의 개최일정은 추후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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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과정명 Page day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노무ㆍ노사
종합

신임 노무ㆍ노사담당자 육성과정 82 2 4월 11월

노무관리ㆍ노사관계 종합강좌(*) 82 -

핵심 노동관계법 해설특강 83 2 5월

2018년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 전략 세미나 83 2 1월

개별적 
근로관계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ㆍ노무 법률 해설특강 84 2 2월 5월 8월 10월

근로기준법 및 동시행령 해설특강 84 2 3월 7월 1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설 실무 특강(*) 85 -

징계권을 둘러싼 법률운용 실무 특강 85 2 4월 9월

비정규직 인력운영 및 관리 대책 세미나 86 2 4월 9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비 실무 특강 86 1 2월 7월

집단적 
노사관계

2018년도 임금(연봉)협상 및 단체교섭 대책 특강 87 2 3월

협력적 노사관계 모범 사례발표회(*) 87 -

HRD종합

신임 교육연수담당자 육성과정 90 2 1월 4월 7월 10월

중견 교육연수관리자 역량 강화과정 90 3 3월 6월 9월

Advanced HRD Course(*) 91 -

HRD부문 우수사례 발표회 91 2 12월

HRD전략
2018년 인재육성전략 추진 세미나 92 2 1월

2018년도 교육훈련비 지원제도 활용 세미나(*) 92 -

교육체계
교육수립 

직무전문가 육성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 사례발표회 93 2 5월 10월

2019년도 교육계획수립 세미나 93 2 10월

교육체계 재설계 워크샵 94 2 2월 7월 11월

2019년도 교육체계 및 교육계획수립 사례발표회 94 2 12월

교육니즈 조사 및 분석기법 활용 세미나 95 2 6월

교육과정 개발 워크샵 95 2 3월 8월

핵심 교육운영 Skill up 과정 96 2 4월 9월

SMART Learning 사례발표회(*) 96 -

교육평가ㆍ효과측정 사례연구회 97 2 5월 11월

신입사원 OJTㆍ멘토링 사례발표회 97 2 3월 10월

신입사원 육성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 사례발표회 98 2 2월 8월 10월

관리자 코칭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례발표회(*) 98 -

리더 육성체계 및 리더십 프로그램 사례발표회 99 2 5월 11월

코칭스킬 향상 과정(*) 99 -

신임 팀장 리더십 향상 과정(*) 사내
교육

사내강사 양성코스(*) 사내
교육

핵심가치 확산 및 내재화 사례발표회 2 2월 8월

사내강사(사내교수)제도 활성화 사례발표회 1 6월 10월

총무실무 종합강좌 2 3월 9월

4대 사회보험 제도 실무 특강 2 3월 10월

사보 기획 특강 1 4월

사보 Renewal 워크샵 2 8월

우수사보 기획ㆍ편집 사례발표회 2 7월

비서 역량강화 과정 - 2월

교육니즈
과정개발

교육훈련
기법

교육평가

교육(연수)
제도

총무·
사보·
비서

107

107

100

100

102

102

103

103

10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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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사관리협회는 

HR담당 스태프들의 전문지식과 직무역량을 위해 실무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개강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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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40여년의 역사를 지닌 HR특화 전문 교육기관으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최신 HR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국내기업 HR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딱딱한 이론중심의 강의를 탈피하여 풍부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전·현직 부서장 및 실무자들이 직접 실무적인 

고민과 현업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

셋째,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 전문가, 실무 책임자 등에 의해 

과제해결을 위한 실습과 피드백이 진행되는 실무 중심의 

워크샵 과정이 운영됩니다.

넷째, HR Best Practice를 기업 실무 담당자가 직접 공유하여 

당면 과제에 대해 바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째, HR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Road Map을 제공하여 현 

시점에서 본인의 역량을 체크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의 과정을 제공해 드립니다.

여섯째, 교육과정이 종료된 후 관련 자료 공유는 물론 

최신 HR트렌드 및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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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의 및 상담

교육팀 : 02)2268-2501~4

www.insabank.com

공개강좌 신청방법

KPI 홈페이지 접속

www.insabank.com

접수중 교육과정에서 과정 선택

신청자 정보 입력

기본 인적사항 기재

직업능력개발법상의 인정과정인 경우 

교육훈련 위탁계약서 작성 후

Fax(02-2268-2505)로 회신

결제방식 선택 후 확인

1. 온라인 카드결제_ 홈페이지에서 바로 결제 가능

2. 온라인 송금_ (세금)계산서 발행

3. 교육당일 카드결제

4. 교육당일 현금결제_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자에게 신청(접수) 완료

E-Mail 발송

접수완료(강좌개최 1일전 사전안내 전화)

*유선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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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별 세부 프로그램

KPI 교육사업 ▶ 인사·조직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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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부문

인사·조직 부문

신임 인사담당자 육성과정 

인사담당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이론과 실무지식을 

전·현직 인사담당자가 직접 강의함으로써 

현업적용도 높은 내용으로 업무수행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내용

1. 인사관리와 인사담당자의 역할 이해

2. 인재 확보와 채용 프로세스

3. 조직의 직급체계와 승진·승격관리

4. 인사평가 및 보상관리

5. 인사관리를 위한 HR관련 법률의 이해와 적용

6. HR매니저가 전수하는 직무수행 노하우

개최시기

제1차_ 1월

제2차_ 4월

제3차_ 7월

제4차_ 10월

참가대상

신임 인사담당자(업무경력 2년 미만)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30 / 2인 이상 370 

일반_ 1인 500 / 2인 이상 430 

중견 인사관리자 역량 강화과정 

인사관리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인사관리 실무 전문요원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핵심 실무지식과 

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해 드립니다. 

주요내용

1. 최근 HR 트렌드와 중견 인사관리자의 역할

2. 채용 및 면접시스템 설계·운영

3. 조직 재설계를 통한 조직활성화 방안 

4. 직무중심의 HR 패러다임과 직무관리 효율화 

5. 평가제도의 수용성·공정성 확보방안 

6. 임금제도의 설계 및 복리후생 관리

7. 직급체계 및 승진제도 설계·운영

8. 경력개발제도의 구축과 HRD 협력방안

9. 인사관리 사례 

개최시기

제1차_ 3월

제2차_ 6월

제3차_ 9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90 / 2인 이상 420 

일반_ 1인 580 / 2인 이상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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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부문

인사·조직 부문

Advanced HRM Course

HR 기본 실무지식은 물론 최신 HR 트렌드 이해 및

다양한 HR 사례 소개, 노무·노사관계 실무까지 인사관리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지식을 함양합니다.

주요내용

1. 최근 경영환경에 따른 HR의 중점과제

2. 채용·퇴직관리 실무

3. 직무·조직관리 실무

4. 인사평가 및 임금관리 실무

5. 승진·경력관리 실무

6. 노사관계·노무관리 실무

교육기간

추후공지

개최시기

추후공지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추후공지

성과주의 인사관리 진단 및 개선 세미나 

성과관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및 

바람직한 정착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대책 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요내용

1. 국내기업 성과관리제도 변화과정 및 최근 동향

2.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정착 방안

3. 성과관리제도 진단·운영 프로세스

4. 평가와 보상의 연계 및 공정성 확보 방안

5. 성과관리제도 개선·운영 사례 연구

개최시기

제1차_ 1월

제2차_ 6월

제3차_ 11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총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240 / 2인 이상 200

일반_ 1인 280 / 2인 이상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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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부문

인사·조직 부문

인사·조직 혁신 사례발표회

국내 우수기업의 인사·조직부문 혁신 사례 및 Best Practice의 

비교·검토를 통해 최신 HR 트렌드를 이해하고 자사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주요내용

1. 채용전략 및 채용시스템

2. 조직관리 및 직무관리

3. 경력개발 및 승진제도

4. 평가·보상제도

5. 조직문화 진단 및 확산

6. 핵심인재 HR(확보·유지·육성) 

개최시기

제1차_ 12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2018년 인사전략 추진 세미나  

2018년 인사관리 핵심이슈 및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해설과 국내 주요기업 인사전략을 비교·분석하여 

2018년도 인사전략 추진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요내용

1. 2018년도 인사관리 핵심이슈 

2. 2018년도 인사전략 수립 및 HR Road Map 설계

3. 성과관리 개선 및 운영 방안

4. 인재관리 방안

5. 조직관리 및 조직문화 전략 추진 방안

6. 국내기업 2018년도 인사전략 중점 추진과제 사례

개최시기

제1차_ 1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총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30 / 2인 이상 370

일반_ 1인 500 / 2인 이상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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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부문

인사·조직 부문

2019년도 인사전략 수립 세미나 

2018년도 인사관리 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내기업 모범사례 비교·검토를 통해

2019년도 인사관리 전략과제 도출과 실천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요내용

1. 2018년도 경영환경 및 인사관리 주요 이슈 Review

2. 2019년도 국내·외 경영환경 전망

3. 2019년도 인사전략 및 HR Road Map 설계

4. 2019년도 인사관리 주요 이슈와 해결방안

5. 2019년도 R&R(Role&Responsibilities) 수립 방법

6. 국내기업 2019년 인사전략 수립 및 중점 추진과제 사례 

개최시기

제1차_ 11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총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고용브랜드 구축 및 채용마케팅 전략 세미나

타사와 차별화 되는 고용브랜드 구축 및 채용마케팅 전략 수립을 통해 

우수인재 확보 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요내용

1. 고용브랜드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

2.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마케팅 전략

3. 고용브랜드 구축 프로세스  

4. 고용브랜드 실행 프로그램 운영 방안

5. 고용브랜드 구축 효과 및 관리 방안 

6. 국내기업 모범 사례연구 

개최시기

추후공지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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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부문

인사·조직 부문

채용 프로세스 및 최신 선발기법 활용 세미나

Right People 확보를 위한 채용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기법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모범기업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요내용

1. 인재 선발기법의 활용 트렌드 분석

2. 최신 선발기법을 활용한 Right People 채용방안 

3. 면접위원 선정·관리 및 교육방안

4. 인재 선발 후 조기이탈 방지를 위한 Caring 방안

5. 채용 프로세스 개선 시 주의사항과 실무 Advice

6. 국내기업 모범 사례연구 

개최시기

제1차_ 3월

제2차_ 8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총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30 / 2인 이상 370

일반_ 1인 500 / 2인 이상 430 

채용면접 운영 사례발표회

경영환경 및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최근 채용 면접기법의 동향과 

국내 주요기업 모범 운영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채용 면접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요내용

1. 2018년도 채용방향 및 채용이슈 

2. 채용유형별 차별화된 면접 전형 설계 

3. 면접 평가항목 및 기준 설정 방안 

4. 면접 결과 종합 분석 방안

5. 면접위원 선발 및 교육 방안 

6. 면접 운영시 유의점 및 향후 개선방향 

개최시기

제1차_ 5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총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30 / 2인 이상 370

일반_ 1인 500 / 2인 이상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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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부문

인사·조직 부문

경력사원 채용과 보상시스템 사례발표회 

성공적인 경력사원 채용과 사후관리를 위해 국내 우수기업 담당자들이 

경력사원 채용의 A부터 Z까지 세심하게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1. 경력사원 채용전략과 채용시스템

2. 선제적 인력확보 체계 구축 방안

3. 경력사원 선발 프로세스 및 이슈 

4. 경력산정 및 채용조건 협상방법

5. 경력사원 Retention 및 조직적응력 제고방안

6. Right People 선발을 위한 채용담당자의 역할 

개최시기

제1차_ 6월

제2차_ 10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총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채용 면접위원 역량 강화 코스 

면접의 개념을 이해하고 질문방법, 오류 극복방안, 경청의 기술 등 

채용 면접관에게 필요한 핵심 실무역량을 강의, 실습 및 피드백을 통해 

함양합니다. 

주요내용

1. 최근 채용동향 및 면접관의 역할

2. 핵심역량 평가 요소 

3. 면접과정과 면접스킬 

4. 채용면접의 오류와 극복방안

5. 면접 질문 개발과 운용, 효과 

6. 종합평가 및 심사 고려요소

개최시기

제1차_ 4월

제2차_ 9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채용 면접관으로 임명되신 분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260 / 2인 이상 220

일반_ 1인 300 / 2인 이상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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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부문

인사·조직 부문

인력계획 수립 및 적정인력 관리 세미나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요소인 적정인원 산정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사례를 

통해 전략적인 인력계획 수립 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요내용

1. 전략적 인력계획과 인력계획수립 방향

2. 인력계획수립과 정원관리 

3. 적정인원관리의 중요성

4. 적정인원 산정 방법

5. 인력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6. 적정인원 산정 사례연구 

개최시기

제1차_ 1월

제2차_ 10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총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핵심인재 확보·유지·육성 사례발표회

핵심인재의 확보 및 육성 프로그램, 적절한 처우·보상을 포함한 

핵심인재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요내용

1. 최근 핵심인재 관리의 동향

2. 핵심인재의 정의와 관리 Framework

3.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시스템 운영 

4. 핵심인재 육성전략과 육성 프로그램 운영 

5. Succession Plan 도입·운영 방안

6. 핵심인재 확보·유지·육성 시스템 사례연구 

개최시기

제1차_ 3월

제2차_ 7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교육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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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부문

인사·조직 부문

임원제도 설계·운영 세미나

경영주체의 핵심인 임원을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맞는 보상을 하기 위한 

임원·평가제도 설계·운영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최근 경영환경과 임원의 지위·역할

2. 임원의 등기와 책임

3. 임원의 평가항목 및 목표설정

4. 임원 평가 프로세스

5. 평가에 다른 성과보상 방안

6. 국내기업 임원 평가·보상제도 사례연구 

개최시기

제1차_ 11월

참가대상

인사·교육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기획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240 / 2인 이상 200

일반_ 1인 280 / 2인 이상 240  

R&D 인력 확보 및 처우·보상 사례발표회

전문가의 실무해설과 국내 우수기업 사례발표를 통해서 

R&D 전문인력 특성을 고려한 HR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요내용

1. 직군관리와 R&D 인사제도의 특징

2. R&D 인력의 조직형태 및 인력구성 방안

3. R&D 인력의 직급체계 및 승진제도

4. R&D 인력의 목표관리와 평가제도 

5. R&D 인력의 급여·처우관리 및 인센티브 제도

6. 국내기업 R&D 인력 인사관리 사례연구 

개최시기

제1차_ 5월

제2차_ 10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총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240 / 2인 이상 200

일반_ 1인 280 / 2인 이상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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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부문

인사·조직 부문

해외주재원 인사관리 사례발표회

국내 우수기업의 해외주재원의 선발·육성·처우·보상, 귀임 후 관리까지 

상세한 사례를 제시해 드립니다.

주요내용

1. 최근 글로벌 경영에 따른 글로벌 전략 방향

2. HR제도의 현지화 방안

3. 글로벌 인재육성 및 주재원 관리 방안

4. 해외주재원 처우·보상 방안

5. 국내 우수기업 글로벌 HR 전략 및 해외주재원 사례연구 

개최시기

제1차_ 4월

제2차_ 8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해외사업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30 / 2인 이상 370

일반_ 1인 500 / 2인 이상 430 

저성과자 관리 대책 특강

저성과자의 성과개선·역량개발·퇴출 프로그램 등 저성과자의 

A부터 Z까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주요내용

1. 최근 성과관리의 동향 및 특징

2. 저성과자 관리의 필요성과 접근방법

3. 저성과자 관리 HR 프로그램 설계·운영 실무 

4. 저성과자 관리를 둘러싼 법률문제와 대책

5. 사례로 알아보는 합법적인 저성과자 관리 방안 

6. 향후 저성과자 관리 대책 및 프로그램 개선 방향 

개최시기

제1차_ 2월

제2차_ 6월

제3차_ 10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노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240 / 2인 이상 200

일반_ 1인 280 / 2인 이상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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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부문

인사·조직 부문

여성인력 육성 및 운영 우수사례 발표회

국내 주요기업의 여성 친화적인 근무환경 구축 및 여성인력 지원·육성제도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여성리더를 배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요내용

1.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와 가족친화경영

2.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3. 여성인재 채용 및 내부 인재 육성 방안

4. 여성리더 육성 프로그램 

5. 여성인력 전문화 및 여성 변화추진 조직 운영 

6.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제언 

개최시기

추후공지

참가대상

인사·교육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조직문화 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추후공지

기업 인력 구조조정과 HR 대응 특강 

기업의 인력 선순환과 기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의 

전략적 접근방안을 모색해 보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주요내용

1. 최근 경영환경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의 실태와 전략적 접근방안

2. 기업의 인수ㆍ합병ㆍ청산시 인력 구조조정 전략과 실천방안

3. 경영상 해고, 희망퇴직, 인력재배치를 통한 인력 구조조정 전략과 실천방안 

4. 기업 인력 구조조정 사례분석 

개최시기

제1차_ 4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기획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240 / 2인 이상 200

일반_ 1인 280 / 2인 이상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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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부문

기업문화 진단 및 재구축 세미나 

기업문화 진단 및 재구축을 위한 전문가의 실무 강의와 

국내기업 모범사례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2018년도 기업문화를 진단·재구축하는 실천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요내용

1. 국내기업 기업문화의 유형 및 특징

2. 경영환경에 따른 기업문화 동향

3. 해외 선진기업 기업문화의 특징

4. 기업문화 진단 목적 및 Framework

5. 성공적인 기업문화 구축 및 혁신 전략

6.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실행프로그램

7. 국내기업 기업문화 진단 및 재구축 사례연구

개최시기

제1차_ 1월

제2차_ 9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교육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30 / 2인 이상 370

일반_ 1인 500 / 2인 이상 430 

기업문화 활성화 사례발표회 

국내 우수기업의 생생한 기업문화 혁신 사례를 통해 우리 기업만의 

성장 동력이 될 기업문화 전파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주요내용

1. 경영전략과 기업문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기업문화의 구축 프로세스

3. 기업문화 전파·활성화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 운영

4. 핵심가치 내재화 프로그램 설계·운영 방안

5.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방안

6. 기업문화 구축 및 활성화 효과 및 향후 개선방향 

개최시기

제1차_ 4월

제2차_ 7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교육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30 / 2인 이상 370

일반_ 1인 500 / 2인 이상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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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부문

e-HR시스템 재구축·운영 사례연구회 

최근 국내기업 e-HR시스템의 도입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모범 사례발표를 

통해 자사에 적합한 e-HR시스템 재구축·운영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주요내용

1.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e-HR시스템 

2. 국내기업 e-HR시스템의 도입현황 및 효과

3. 환경변화에 따른 e-HR시스템의 최근 특징

4. e-HR시스템 도입을 위한 HR부서의 사전준비

5. e-HR TF팀 구성 및 세부기능 실현방법

6. e-HR 시스템 모범 사례분석

개최시기

제1차_ 7월

제2차_ 11월

참가대상

인사·IT(전산)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조직 진단 및 조직구조 재설계 세미나 

조직진단 및 조직구조 재설계의 단계별 추진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와 국내기업 사례연구를 통해 2018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주요내용

1. 최근 국내기업 조직구조의 변화와 특징

2. 전략적 조직관리를 위한 조직진단 및 조직구조 재설계 방안

3. 국내기업 조직진단 및 조직구조 재설계 추진 사례 심층 분석

4.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조직구조 재설계를 위한 실무자의 경험과 제언

개최시기

제1차_ 2월

제2차_ 11월

참가대상

인사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기획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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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부문

인사·조직 부문

Great Work Place(일하기 좋은 기업) 

사례발표회 

구성원들의 창의성·업무몰입·성과창출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GWP 구축 노하우를 제시해 드립니다.

주요내용

1. 업무형태, 일하는 방식, 조직문화 개선 방안

2. 여성이 일하기 좋은 문화/WLB 실현 방안

3.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제도 구축방안

4. ICT인프라 구축/사무공간의 혁신 방안

5. 지식공유/자발적 학습문화 구축 방안

개최시기

제1차_ 3월

제2차_ 8월

참가대상

인사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교육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사례발표회 

지속 발전의 원동력, 성과창출의 차별화를 위한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주요내용

1. 기업에 커뮤니케이션이 왜 중요한가

2. 최근 글로벌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법

3. 기업문화와 사내 커뮤니케이션

4. 소통활성화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운영방안

5. 사내 커뮤니케이션 On-Off Line 유형과 활용방안

6. 사내 커뮤니케이션 사례연구

개최시기

제1차_ 5월

참가대상

인사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조직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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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nalytics 도입 및 활용 세미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인사를 위한 HR Analytics 도입 및 

활용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주요내용

1.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재경영의 동향과 특징

2.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왜 빅데이터가 필요한가

3. 데이터 기반의 인적자원관리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4. HR부문의 성과지표 관리 방안

5. HR에서 관리할 수 있는 Data의 유형은

6. Data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7. HR Analytics 목적에 따른 데이터 분석 방안

개최시기

제1차_ 2월

제2차_ 6월

제3차_ 9월

참가대상

인사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회원_ 1인 240 / 2인 이상 200

일반_ 1인 280 / 2인 이상 240

HR 데이터 분석 워크샵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가 직접 HR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주요내용

1. 디지털 시대의 HR전략과 HR 데이터 분석의 활용방안

2. HR 데이터 분석 기획 

3. HR 데이터 분석 실습

4. 분석 소프트웨어(R)에 대한 이해

5. 외부 데이터 수집ㆍ가공 

6. 데이터 분석 방법

7. HR 데이터 분석 활용 및 사례분석

개최시기

제1차_ 5월

제2차_ 12월

참가대상

인사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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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부문

인사평가 실무 종합강좌 

국내 우수기업의 현직 평가담당 실무자들이 직접 인사평가의 핵심이론과 

실무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핵심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주요내용

1. 성과주의 시대 인사관리와 인사평가

2. 인사평가 기법 및 방법 활용 실무

3. 집중분석 「인사평가 오류의 예방과 대책」

4. 업적평가 및 역량평가제도 설계·운영 실무

5. 인사평가 결과의 분석 및 조정

6. 인사평가제도 설계·운영 사례 

개최시기

제1차_ 2월

제2차_ 6월

제3차_ 10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총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성과목표 설정 및 

핵심성과지표(KPI) 도출 세미나 

SMART한 성과목표 설정방법과 효과적인 KPI(Key Performance 

Indicators) 도출방안을 모색하고 구성원의 동기부여와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경영환경과 성과주의 HR

2. 성과목표 설정 및 핵심성과지표(KPI) 도출 방안

3. 목표관리(MBO)에 의한 업적평가제도 운영방안

4.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점검 체크리스트

5.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분석

6. 성과관리 방향 및 성과지표 도출 사례

개최시기

제1차_ 11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기획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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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부문

인사평가제도 개선·운영 사례연구회  

전문가의 실무해설과 국내기업 모범사례의 비교·검토를 통해 

참가기업의 인사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주요내용

1. 국내기업 인사평가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2. 목표관리란 무엇인가

3. 업적평가제도 설계 프로세스

4. 역량평가제도 설계 프로세스

5. 다면평가제도의 운영 및 결과 활용방안

6. 성공적인 인사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제언 

개최시기

제1차_ 3월

제2차_ 9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총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임금관리 실무 집중특강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의 실무 중심 강의를 기반으로 임금체계 

설계 방법과 최근 이슈가 되는 통상임금, 성과연봉제, 포괄임금제 등의 

법률쟁점을 포함한 제반 임금관리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주요내용

1. 최근 임금관리 주요 이슈 및 전개방향

2. 임금 결정요소 및 임금구조의 분석

3. 임금체계 설계 방안

4. 임금관련 이슈별 실무 적용방안

5. 임금체계 재설계 사례분석

개최시기

제1차_ 4월

제2차_ 10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총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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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부문

총보상제도(Total Compensation) 

도입·운영 세미나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총보상제도의 

도입·운영 방안을 위한 실무지식, 모범사례 제시를 통해 보상 항목별 

Portfolio 구축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최근 국내기업 보상관리 동향 및 문제점

2. 전략적 인적자원관리하에서 보상관리의 역할

3. 총보상의 개념

4. 보상구조의 구성과 결정요인

5. 총보상제도 구축 프로세스

6. 총보상제도 도입·운영 사례연구

개최시기

추후공지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총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추후공지

한국형 직무급제 도입·운영 세미나

한국형 직무급제 도입·운영 방안에 관한 실무 해설과 

국내기업 모범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직무급제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인사관리 시스템하에서의 임금관리 기능과 역할

2. 한국형 직무급제가 왜 필요한가

3. 직무설계 및 직무평가 방법

4. 직무등급 조정 및 결정

5. 직무급제 설계 방안

6. 직무중심 보상제도 도입·운영 사례연구

개최시기

제1차_ 4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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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인센티브제도 설계·운영 세미나

조직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성과주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성과급·인센티브제도의 구체적인 설계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최근 성과주의 보상 트렌드

2. 성과급·인센티브제도의 도입에 따른 전제조건

3. 성과급·인센티브제도 설계·운영상의 핵심포인트

4. 성과급·인센티브제도와 제(諸) 시스템과의 통합방안

5. 성과급·인센티브제도의 정착화 방안

6. 성과급·인센티브제도 설계·운영 사례연구

개최시기

제1차_ 11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기업복지제도 우수사례 발표회

구성원들의 업무몰입과 성과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내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우수기업들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복지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최근 기업복지제도의 트렌드

2. 기업복지와 보상시스템

3. 기업복지제도 체계와 운영 원칙

4. 기업복지의 형태 및 활용 방안

5. 복지제도의 직원만족도 평가 및 결과 활용 방안

6. 복지제도의 향후 개선 방향

개최시기

추후공지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노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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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부문

인사·조직 부문

임금피크제 운영 사례발표회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임금피크제 운영 방안 제시하고 효율적인 인건비 관리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용연장 정책 방향

2. 최근 국내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3. 임금피크제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 비교

4.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 프로세스

5.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관리 방안

개최시기

제1차_ 2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노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240 / 2인 이상 200

일반_ 1인 280 / 2인 이상 240 

임금관리를 둘러싼 

인사·노무 법률 해설 특강

임금관리 기본이론과 쟁점별 법률문제 해결 방법을 습득하고 

임금관리를 둘러싼 인사·노무 법률 문제를 최신판례·행정해석·사례 등을 

통해 명확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주요내용

1. 임금관리와 법률문제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둘러싼 법률문제

3. 근로시간과 임금관리를 둘러싼 법률문제

4. 퇴직급여제도를 둘러싼 법률문제

5. 임금관련 최근 쟁점

개최시기

제1차_ 7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노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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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부문

인사·조직 부문

역할급 도입 및 운영 세미나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운영과 총액 인건비관리의 

유효한 수단으로 정착된 역할급 도입 사례를 집중 연구하여 

현실성 있는 적용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주요내용

1. 최근 일본ㆍ한국기업의 경영환경과 HR

2. 역할급의 특장점

3. 역할등급제도의 설계와 운영

4. 역할급 설계와 운영

5. 역할중심 임금체계 사례분석

개최시기

제1차_ 5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총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240 / 2인 이상 200

일반_ 1인 280 / 2인 이상 240 

경력개발제도(CDP) 도입 및 운영 세미나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연계시켜 주는 CDP 접근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모범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자사에 적합한 CDP 도입·운영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경력개발 관련 국내외 동향과 문제점

2. 경력개발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3. 경력개발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과 운영방안

4. 자기계발계획 구축방안 및 자기계발계획서 작성방법

5. 핵심인재 관리 및 승계계획 운영방안

6. 경력개발제도 설계·운영 사례연구

개최시기

제1차_ 5월

제2차_ 9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교육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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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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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담당자 양성코스

직무분석의 추진방법 및 결과활용에 대한 전문가의 

실무 강의와 실습, 사례연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직무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담당자를 양성해 드립니다.

주요내용

1. 최근 직무관리 환경변화에 따른 직무분석 접근방안

2. 직무분류 체계 수립

3. 직무분석 실시절차와 단계별 기법

4. 직무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후관리

5. HR 직무에 대한 직무분석 실습

6. 국내기업 모범 사례연구

개최시기

제1차_ 2월

제2차_ 6월

제3차_ 9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총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직급체계 재설계 세미나

성과주의 인사관리 실현과 탄력적 조직구조 운영을 위해 

직급체계 및 승진제도를 유연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사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국내기업 직급체계 실태

2. 직급체계 개선ㆍ운영방안 

3. 직무등급체계 설계 방안

4. 모범기업의 직급체계 재설계 사례연구

개최시기

제1차_ 2월

제2차_ 7월

제3차_ 11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30 / 2인 이상 370

일반_ 1인 500 / 2인 이상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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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임금관리 개선

본 연구회가 왜 필요합니까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 확

대,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인사관리 주요 쟁점에 

인건비 부담 문제가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어 이를 적극

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회가 필요합니다.

본 연구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사에 적합한 임금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테마별로 연구와 토의를 진행합니다.

2. 해당 연구테마와 관련된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사례를 심층 연구합니다.

3. 국내·외 임금관리 개선 관련 자료를 수집·배포합니다.

4. 강의 및 모범사례 발표 내용과 회원 워크샵 결과를 자료집으로 편집·배포해 드립니다.

5. 전문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전담 코디네이터를 선임하여 원활한 연구회 활동과 유익한 연구성과를 도모합니다.

본 연구회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본 연구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회는 급변하는 HR환경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新 임금관리 구축·운영을 위한 방안을 공

동으로 연구하고 문제점을 토의하며, 자사의 특성에 맞

는 임금관리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특강

주제에 따른

전문가의 

초청강의

사례연구

임금관리에 관한

모범 사례발표

및 분석

워크샵

각사별 현안에 따른

임금관리

개선 워크샵 진행

결과발표

워크샵 결과

발표 및

공유

종합정리

강의 및 사례발표

내용을 코디네이터가

종합정리

임금관리

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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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안내

참가대상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HR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관리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실무 부서장 및 실무담당자 (1사 2인 권장)

참가비

회원_ 132만원(1인 참석) 110만원(2인 이상 참석)

비회원_ 143만원(1인 참석) 121만원(2인 이상 참석)

*참가비에는 부가세, 초청강사료, 자료대, 석식대 등 모든 비용 포함

연구회 테마

우리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테마로 

연구회를 개최·운영할 예정입니다.

•성과관리 개선

•직무분석 및 직무관리

•채용제도 개선 및 면접관 육성

•기타 HR 제도 전반

Theme & Schedule

주차 주제

1주차

최근 임금관리 동향 및 국내기업 임금관리 실태

최근 임금관리 동향 및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3대 이슈에 대해 정리합니다.

2주차

임금관리 개선 전략 수립 방안

임금관리 개편을 위한 니즈분석, 개선방향을 수립하고 

고용노동부의 임금관리 개편 매뉴얼을 정리합니다.

3주차

총액인건비와 적정인건비 관리 방안

총액인건비 관리를 위한 인건비 예산 수립방안, 

고임금·저인건비 방안을 제시합니다.

4주차

임금관리 개선·운영 방안

통상임금 확대에 대응하는 임금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호봉제, 직종별 임금관리 개선방안을 정리합니다.

5주차

임금관리 개선 절차와 법률문제

임금관리 개선 내용과 절차, 요건, 임금교섭상의 고려사항 등을 

알아보며 임금관련 법률문제를 사례별로 분석합니다.

6주차

임금관리 개선 Workshop(1)

임금관리 개선 컨설팅의 중간 워크샵으로 5주차까지 진행된 

내용을 정리·공유하며 향후 진행방향을 제시합니다.

7주차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직무급 도입·운영 방안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직무분석·직무평가 방법과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모범사례를 비교·분석합니다.

8주차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운영 방안

정년연장 법제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을 연구하며 

모범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자사 적용방안을 알아봅니다.

9주차

임금관리 개선 Workshop(2)

임금관리 컨설팅 내용을 최종 마무리하는 워크샵으로 

실제 도출된 결과물을 취합·정리합니다.

9주차

연구회 결과 종합정리 및 발표회

임금관리 개선을 위한 워크샵 결과 내용을 참가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 종합토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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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별 세부 프로그램

KPI 교육사업 ▶ 노무·노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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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사부문

노무·노사부문

신임 노무·노사담당자 육성과정

신임 노무·노사담당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이론과 실무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함으로써 자신감있는 노무·노사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주요내용

1. 최근 노동환경 변화와 노무관리·노사관계 방향

2. 노동법 체계와 적용

3. 개별적 근로관계와 노무관리 실무

4.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의 유형과 대응실무

5. 집단적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관리 실무

6. 임금 및 단체교섭 스킬과 협상교섭 실무

7. 노무·노사담당자의 비전설정과 경력개발 방안

개최시기

제1차_ 4월

제2차_ 11월

참가대상

신임 노무담당자(업무경력 2년 미만)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노무관리·노사관계 종합강좌

현장 중심의 노무관리 실현을 위한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 혁신 실천방안 

모색과 현장 관리자의 노무관리 실천·운영 능력을 체계적으로 함양합니다.

주요내용

1. 최근 노동환경 변화와 현장관리자의 역할

2. 현장중심 노무관리 실현을 위한 방법

3.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 혁신을 위한 실천 방안

4. 현장 노무관리 담당자의 직무역량 개발

5. 노무관리 체계의 정립과 조직의 운영

6. 개별적 근로관계·집단적 노사관계 실무

개최시기

추후공지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노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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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사부문

노무·노사부문

핵심 노동관계법 해설 특강

노동관계법의 내용별 체계에 따라 각종 관계법령 및 판례, 예규 등을 

상세히 해설하고 기업내 쟁점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주요내용

1. 노동법의 체계와 법률상 지위

2. 노동법 법원, 노동기본권과 노동3권

3. 핵심 근로기준법과 개별적 근로관계 실무

4. 핵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과 집단적 노사관계

5.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노사협의회

6. 종합 질의응답 및 노무관리 자문

개최시기

제1차_ 5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노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2018년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 전략 세미나

2018년도 경영환경 및 노동환경 분석과 기업의 노무관리·노사관계 

쟁점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노사환경 변화의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주요내용

1. 2018년도 노사관계 환경 전망

2. 2018년도 노사정책 과제 및 추진방향

3. 2018년도 경영계의 대노조 대응전략과 개별기업 대책

4. 2018년도 노사관계 핵심이슈 점검과 실무대책

5. 신 노사관계 및 노사문화 구축방안

6. 신 노사관계 및 노사문화 구축 사례연구

개최시기

제1차_ 1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노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30 / 2인 이상 370

일반_ 1인 500 / 2인 이상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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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사부문

노무·노사부문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 법률 해설 특강

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 발생할 수 있는 쟁점별 법률문제를 

최근 판례·사례 중심으로 해설하여 합리적·합법적 인사·노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내용

1. 최근 쟁점 법률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대응

2. 채용 및 시용기간을 둘러싼 법률문제

3.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취업규칙을 둘러싼 법률문제

4. 임금·근로시간·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를 둘러싼 법률문제

5. 통상임금의 확대적용, 근로시간 단축 쟁점과 대응

6. 휴일·휴게·휴가를 둘러싼 법률문제

7. 모성모호·육아를 둘러싼 법률문제

8. 인사이동·징계처분·퇴직·해고를 둘러싼 법률문제

9. 비정규직을 둘러싼 법률문제

개최시기

제1차_ 2월

제2차_ 5월

제3차_ 8월

제4차_ 10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노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근로기준법 및 동시행령 해설특강

HR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실무 적용능력을 배양시켜 드립니다.

주요내용

1. 근로기준법 총칙

2. 근로계약, 임금을 둘러싼 법률문제

3. 근로시간·휴일·휴게·휴가를 둘러싼 법률문제

4. 비정규직을 둘러싼 법률문제

5. 취업규칙·이동배치 및 휴직을 둘러싼 법률문제

6. 징계 및 근로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률문제

개최시기

제1차_ 3월

제2차_ 7월

제3차_ 11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노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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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사부문

노무·노사부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설 실무 특강

최근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정확한 이해와 

실무 적용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주요내용

1. 보험급여의 사유와 업무상 재해(사례중심)

2. 보험급여의 종류와 법적 성질

3. 수급권자의 범위와 수급권의 보호

4. 산업재해보상 관련 실무쟁점 사례분석 및 운영 실무

5. 보험급여와 다른 보상·배상과의 관례

6. 보험급여에 관한 불복과 권리구제제도

7. 보험료 산정과 납부

개최시기

추후공지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노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추후공지

징계권을 둘러싼 법률운용 실무특강

징계규정 및 관련 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징계권행사를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 및 소송 마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요내용

1. 징계권의 정의 및 징계당사자의 법률관계

2. 징계사유의 유형과 정당성 판단

3. 징계권행사의 기본원칙과 운용방법

4. 징계권의 남용과 효과

5. 징계권행사와 주요 쟁점사항

6. 징계규정의 작성과 운용 실무

7. 징계권행사를 둘러싼 최근 판례 및 사례해설

개최시기

제1차_ 4월

제2차_ 9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노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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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사부문

노무·노사부문

비정규직 인력운영 및 관리 대책 세미나

비정규직의 전략적 활용과 인적자원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살펴보고 

다양한 인력구조 운영을 위한 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 운영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비정규직의 전략적 활용과 관리방안

2. 비정규직의 유형과 특징

3. 파견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방안

4. 도급·용역의 인사·노무관리 방안

5.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방안

6. 향후 효율적인 비정규직 관리를 위한 제언

개최시기

제1차_ 4월

제2차_ 9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노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비 실무 특강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근로감독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주요내용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란 무엇인가?

2. 근로감독 시행 방향은

3. 일반근로감독 점검 주요 체크포인트

4. 2018년 근로감독 중점 감독분야와 대응방안

5. 근로감독 사례 심층 분석

6. 2018년도 근로감독 대응에 대한 조언

개최시기

제1차_ 2월

제2차_ 7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노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240 / 2인 이상 200

일반_ 1인 280 / 2인 이상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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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노사부문

노무·노사부문

2018년도 임금(연봉)협상 및 

단체교섭 대책 특강

임금 및 단체교섭을 둘러싼 노사간 상호 Win-Win전략을 

모색해 봄으로써 개별기업의 실질적인 교섭전략 및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 드립니다.

주요내용

1. 2018년 정부의 노사정책과 임금 및 단체교섭 정책방향

2. 2018년 임금 및 단체교섭 환경분석과 기업의 교섭전략

3. 노동계의 2018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 투쟁전략

4. 임금 및 단체교섭을 둘러싼 노사간 쟁점과 대책

5. 임금 및 단체교섭의 협상과 Win-Win 교섭전략

6. 임금 및 단체교섭 추진 및 노사대책 사례

개최시기

제1차_ 3월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노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협력적 노사관계 모범 사례발표회

기업 경쟁력 회복과 생산성 증대를 이끌어낸 협력적 노사관계 모범사례를 

집중 분석함으로써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주요내용

1. 노사환경 이슈 및 경영방침·기업문화

2. 협력적 노사관계 창출을 위한 기업의 역할

3. 노사협력을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과 활동

4. 노사신뢰 구축을 통한 노사문화 개선

5. 건전한 노조활동 지원방안

6. 경영안정을 위한 노사 Win-Win 전략 방향

개최시기

추후공지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노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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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HR담당자 추천도서 (KPI 조사자료)

HRM

분류 제목 저자

HR전반

인적자원관리 이덕로

신 인적자원관리 김영재, 김성국, 김강식

실무 기업인적자원관리 박형근, 박진호

산업 및 조직심리학 폴 무친스키

인적자원관리 제프리 페퍼

인사기획
전략적 HR 로드맵 램프크리스텐슨

HR CHAMPIONS 데이브 얼리치

전략관리
마이클포터의 경쟁전략 마이클포터

혁신으로 가는 항해 갈렙앤컴퍼니

성과관리

성과관리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개롤드 마클

기업의 인간적측면 더글러스 맥그리거

성과 평가란 무엇인가 딕그로테

인재관리

인재전쟁 에드 마이클스

세계는 지금 이런 인재를 원한다 조세미

인재의 조건 서강서

효과적 승계계획 윌리엄 J. 로스웰

조직관리
조직설계 방법론 갈브레이드

일하기 좋은 기업 박재림, 한광모

경영관리
사람이 경쟁력이다 제프리 페퍼

기업가치평가 박문규

방법론
사회조사방법론 얼 바비

사회연결망분석 김용학

인재관리 핵심인재 확보전략 최병권, 한상엽

HRD

HRD전반
Critical Issues in HRD Ann Maycunich Gilley

Employee Training Development Raymond A. Noe

교육기획
HRD가 경쟁력이다 김기혁

성인교육방법론 권대봉

교육운영 밥 파이크의 창의적 교수법 Bob Pike

교육전이 Transfer of Training Mary L. Broad

교육평가
Handbook of Training Evaluation and Measurement methods  Jack J. Phillips

Evaluating Training Programs : The Four Levels Donald L. Kirkpatrick

리더십

리더십 파이프라인 램 차란

먼데이 모닝 리더십 데이비드 코트렐

The Art and Science of leadership Afsaneh Nahavandi

성과관리

완벽한 컨설팅 피터 블록

Improving Performance Geary A. Rummler 

Analysis for Improving Performance Swanson

성인교육 성인학습자 말콤 놀즈

액션러닝
Optimizing the Power of Action Learning Michael J. Marquardt 

Business Driven Action Learning Yury Boshyk 

역량
The Art and Science of Competency Models Antoinette D. Lucia

Profess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Competencies William J. Roth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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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별 세부 프로그램

KPI 교육사업 ▶ 교육·연수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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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부문

교육·연수부문

신임 교육연수담당자 육성과정

기업교육 전반에 대한 핵심직무 지식을 현업 교육담당자가 직접 강의하는

HRD 입문과정이자 교육담당자 필수과정입니다.

주요내용

1. [ 특강 ] 기업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육담당자의 역량강화

2. [ Plan ]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체계 수립

3. [ Do ] 교육과정 준비와 운영

4. [ See ] 교육평가와 효과측정

5. [ Skill-Up ] 학습자참여 촉진과 교육효과 극대화 기법

개최시기

제1차_ 1월

제2차_ 4월

제3차_ 7월

제4차_ 10월

참가대상

신임 교육담당자(업무경력 2년 미만)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30 / 2인 이상 370

일반_ 1인 500 / 2인 이상 430

중견 교육연수관리자 역량 강화과정

기업교육 전반에 걸친 실무지식 습득, 사례 중심의 강의와 실습, 토의를 통해

HRD 전문가로의 성장을 위해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주요내용

1. 교육환경 변화와 인재육성전략

2. 교육체계 설계 및 교육계획 수립 실무

3. 성과중심 교육 과정개발과 실무

4. 교육과정 운영 및 학습자 참여 촉진 기법

5. 교육평가와 효과측정 실무

6. 최신 교육훈련기법 및 학습자 참여촉진 기법의 활용

개최시기

제1차_ 3월

제2차_ 6월

제3차_ 9월

참가대상

교육담당자로서 직무역량 

향상을 기대하시는 분

KPI 신임 교육담당자 

입문코스를 이수하신 분

HRD 부문 업무경력 2년 이상의 

실무자 및 중간관리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90 / 2인 이상 420

일반_ 1인 580 / 2인 이상 490



90   2018 HR PROFESSIONAL GUIDE BOOK  91

교육·연수부문

교육·연수부문

Advanced HRD Course

HRD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내기업 HRD 부문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방안과 혁신전략을 모색합니다.

주요내용

1. 교육연수 및 인재육성전략

2. 교육체계 및 교육계획 수립 실무

3.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평가 실무

4. 교육훈련기법 실무

5. 계층교육·경영교육·기타교육

개최시기

추후공지

참가대상

교육ㆍ연수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추후공지

HRD부문 우수사례 발표회

2018년도 국내 우수기업 HRD Practice 비교·분석을 통해 

자사의 HRD 전략 수립 및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요내용

1. 2018년도 HRD 주요 이슈와 최신 트렌드

2. 핵심인재, 글로벌 리더 육성 프로그램

3. 조직활성화 프로그램

4. 신입사원 육성 및 멘토링 프로그램

5. 역량중심 교육체계 구축·운영

6. 리더육성 및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7. 新교육기법 적용 사례

개최시기

제1차_ 12월

참가대상

교육ㆍ연수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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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부문

교육·연수부문

2018년 인재육성전략 추진 세미나 

2018년도 국내기업 HRD 부문의 환경변화 전망과 예측을 통해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주요기업의 인재육성전략을 비교·분석합니다.

주요내용

1. 2018년도 기업교육 환경변화와 인재육성전략 추진방향

2. 성과창출형 전략적 HRD와 성과관리 방안

3. 2018년도 HRD부문 중점 추진과제

4. 2018년도 국내기업 인재육성전략 사례

개최시기

제1차_ 1월

참가대상

교육·연수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30 / 2인 이상 370

일반_ 1인 500 / 2인 이상 430  

2018년도 교육훈련비 지원제도 활용 세미나

정부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활용방안 및 중점 운영방향에 관한 

상세한 해설과 국내기업의 우수사례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훈련 

실천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요내용

1. 2018년도 교육훈련비 지원제도의 주요특징 및 운영방향

2.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의 내용 및 적용방안

3. 교육훈련비 지원제도 활용 사례연구

개최시기

추후공지

참가대상

교육ㆍ연수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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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부문

교육·연수부문

직무전문가 육성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 

사례발표회

직무전문가 육성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통해 직무별 특성을 고려한 자사 맞춤형 직무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새롭게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직무전문가 육성 전략 및 체계

2. 직무전문가 직무역량개발 체제 구축 방안

3. 직무 전문 역량 모델링에 및 교육체계 수립

4. 역량개발 프로그램 적용 방법

5. 직무전문가 육성 제도의 성공요건

6. 프로그램 운영효과 및 개선방향

개최시기

제1차_ 5월

제2차_ 10월

참가대상

교육ㆍ연수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2019년도 교육계획 수립 세미나

2019년도 경영환경과 기업교육 환경변화의 예측·분석을 바탕으로

연간 교육계획수립 방향 및 실무 실천방향을 확립해 봅니다.

주요내용

1. 2019년도 경영환경 전망과 HRD전략 추진방향

2. 교육계획수립 절차와 방법

3. 2019년도 교육계획수립을 위한 단계별 실전 워크샵

    - 경영환경·교육필요점 분석, 교육예산 편성

    - 교육평가·효과측정 방안 수립

4. 교육계획수립 사례연구

개최시기

제1차_ 10월

참가대상

교육ㆍ연수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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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부문

교육·연수부문

교육체계 재설계 워크샵

연간 교육계획을 바탕으로 교육체계도 및 

세부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 봅니다.

주요내용

1. 교육체계도 설계를 위한 실전 워크샵

2. 세부 커리큘럼 편성을 위한 실전 워크샵

3. 교육체계도 및 커리큘럼 편성 사례연구

개최시기

제1차_ 2월

제2차_ 7월

제3차_ 11월

참가대상

교육·연수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2019년도 교육체계 및 교육계획수립 

사례발표회

2019년도 경영환경과 기업교육 환경변화의 예측·분석을 바탕으로

국내기업 교육계획수립 모범사례를 비교·분석합니다.

주요내용

1. 2019년도 경영환경 전망과 인재육성전략 추진 방안

2. HRD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3. 교육체계 및 과정별 교육운영 계획

4. HRD 역할 및 역량 강화 방안

3. 2019년도 국내기업의 교육계획수립 사례연구

개최시기

제1차_ 12월

참가대상

교육·연수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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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부문

교육·연수부문

교육니즈 조사 및 분석기법 활용 세미나

교육니즈 분석기법의 효과적 접근방법 및 추진절차, 분석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실무해설과 모범사례를 통해 실천방안을 찾아봅니다.

주요내용

1. 교육니즈 분석의 접근방법

2. 교육니즈 분석도구의 제작과 활용

3. 과정개발을 위한 니즈 분석

4. 교육니즈 분석결과의 활용

5. 교육니즈 분석효과 극대화 및 문제점 해결방안 사례연구 

개최시기

제1차_ 6월

참가대상

교육ㆍ연수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교육과정 개발 워크샵 

과정개발을 위한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참가자의 현업니즈에 맞춘

효과적인 교육과정 개발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내용

1.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본이론

2. 교육체계와 과정개발

3. 과정개발 진행 프로세스의 이해

4. [ 실습 ] 교육과정 설계 및 교육 커리큘럼 개발

5. 교육과정 개발 종합발표 및 피드백 

개최시기

제1차_ 3월

제2차_ 8월

참가대상

교육ㆍ연수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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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부문

교육·연수부문

핵심 교육운영 Skill 과정

교육현장에서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운영 실무 노하우와 

Spot 활용법을 체득합니다.

주요내용

1. HRD에 대한 이해와 교육담당자의 역할

2. 교육과정 운영 실무

3. 교육진행 Skill 및 학습효과 극대화 기법

개최시기

제1차_ 4월

제2차_ 9월

참가대상

교육·연수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240 / 2인 이상 200

일반_ 1인 280 / 2인 이상 240 

SMART Learning 사례발표회

새로운 인재육성 도구(U러닝·M러닝 등)를 이해하고, SMART Learning을 

통한 직무 및 어학교육 프로그램 구축·활용사례를 알아봅니다.

주요내용

1. 디지털 러닝의 유형과 특징

2. SMART Learning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3. SMART Learning 활용 방법

4. 모바일을 통한 직무·어학 교육체계 구축 및 활용

5. SMART Learning 사례연구

개최시기

추후공지

참가대상

교육·연수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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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부문

교육·연수부문

교육평가ㆍ효과측정 사례연구회

교육평가 및 효과측정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 평가·측정 도구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요내용

1. 국내기업의 교육평가 및 효과측정 동향과 실태

2. 교육평가 및 효과측정의 접근방법과 전개방법

3. 교육평가의 실시 및 결과해석·활용

4. 교육평가 및 효과측정 결과의 신뢰도 확보방안

5. 교육평가·효과측정 개선 사례연구

개최시기

제1차_ 5월

제2차_ 11월

참가대상

교육ㆍ연수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신입사원 OJTㆍ멘토링 사례발표회

국내 주요기업의 OJT와 멘토링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신입사원 조기전력화 및 Retention 방안을 모색해봅니다.

주요내용

1. 최근 인재육성전략 동향과 트렌드

2. 주요 기업 신입사원 육성체계

3. 신입사원 OJT 운영방안 및 Follow Up 교육

4. 멘토링 제도 운영 프로세스 및 방법

5. 멘토링 활동결과 모니터링

6.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사례연구

개최시기

제1차_ 3월

제2차_ 8월

참가대상

교육ㆍ연수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240 / 2인 이상 200

일반_ 1인 280 / 2인 이상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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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부문

교육·연수부문

신입사원 육성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 

사례발표회

기업의 인재상 및 인재육성 전략에 따른 국내기업의 신입사원 교육 사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신입사원 교육 혁신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요내용

1. 신입사원 교육의 기본방향 및 특징

2. 최근 신입사원 교육의 동향 및 트렌드

3. 주요기업 신입사원 교육훈련체계

4. 신입사원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사례

5. 교육효과 측정 및 활용방안

6.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연구

개최시기

제1차_ 2월

제2차_ 8월

참가대상

교육·연수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관리자 코칭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례발표회

국내 우수기업에서 실시되고 있는 관리자 대상 코칭 프로그램들의 

개발·운영 사례를 집중 분석합니다.

주요내용

1. 최근 코칭 프로그램 트렌드 및 특징

2. 국내 기업 관리자 코칭 프로그램 활용현황

3. 관리자 코칭 프로그램의 적용대상과 주요 커리큘럼

4. 코칭 모델과 프로세스

5. 코칭스킬 진단도구와 피드백 기법

6. 코칭 자격제도의 도입과 활용

7. 코칭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성과분석

개최시기

추후공지

참가대상

교육·연수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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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부문

교육·연수부문

리더 육성체계 및 리더십 프로그램 

사례발표회

국내 우수기업의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운영사례를 비교·검토함으로써

리더 육성 및 리더십 향상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봅니다.

주요내용

1.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리더 및 리더십의 유형과 특징

2. 국내기업 리더육성 체계 및 운영현황

3. 리더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설계 프로세스

4. 리더 육성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활용방안

5. 외국기업의 리더육성 프로그램 사례연구

개최시기

제1차_ 5월

제2차_ 11월

참가대상

교육ㆍ연수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코칭스킬 향상 과정

대기업에서 HR 담당 팀장 및 임원을 역임한 코칭 전문가의 강의, 실습, 토론 

등을 통해 HR 리더에게 중요한 코칭스킬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주요내용

1.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HR관리자 리더십의 변화

2. HR 리더의 변화된 역할과 역량

3. 코칭(Coaching)을 통한 리더십 향상 실무

4. 실습 「성과와 직원과의 관계 향상을 위한 코칭 스킬」

5. 코칭을 통한 면담 스킬 향상 실무

6. 실습 「Role Play 코칭 면담을 통한 코칭 스킬 향상」

개최시기

추후공지

참가대상

교육ㆍ연수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추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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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수부문

교육·연수부문

핵심가치 확산 및 내재화 사례발표회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가치 도출·전파 방법을 확인하고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방안을 모색해봅니다.

주요내용

1. 기업의 비전체계와 핵심가치의 중요성

2. 핵심가치 도출 프로세스

3. 핵심가치 전파 및 내재화 방법

4. 핵심가치 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세스

5. 핵심가치 내재화 교육 단계별 세부내용

6. 핵심가치 공유 프로그램 운영효과와 개선방향

개최시기

제1차_ 2월

제2차_ 8월

참가대상

교육·연수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조직문화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30 / 2인 이상 370

일반_ 1인 500 / 2인 이상 430  

사내강사(사내교수)제도 활성화 

사례발표회

사내강사를 활용하여 자사만의 고부가가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사례와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제도 운영 노하우를 습득합니다.

주요내용

1. 인재육성체계와 사내강사제도 운영의 특징

2. 사내강사의 조건과 선발절차

3. 사내강사의 강의영역 및 평가방법

4. 사내강사 인센티브 및 사후관리 방법

5. 사내강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개최시기

제1차_ 2월

제2차_ 6월

제3차_ 10월

참가대상

교육·연수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260 / 2인 이상 220

일반_ 1인 300 / 2인 이상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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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별 세부 프로그램

KPI 교육사업 ▶ 총무·사보·비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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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사보·비서부문

총무·사보·비서부문

총무실무 종합강좌

변화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총무실무 담당자로서 알아야 할 

핵심 실무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배양합니다.

주요내용

1. 총무부문의 직무환경 변화와 담당자의 역량강화 방안

2. 총무업무 필수서식 및 매뉴얼

3. 기업행사와 의전관리

4. 부동산 임대차와 유지관리

5. 자산의 취득과 구매관리

6. 기업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7. 총무업무 추진 사례

개최시기

제1차_ 3월

제2차_ 9월

참가대상

총무·서무·관재·관리 

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4대 사회보험제도 실무 특강

4대 사회보험 관련 필수 내용 및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4대 사회보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 실무를 습득합니다.

주요내용

1. 2018년도 4대 사회보험 정책방향

2.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운영 실무

4.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 실무

5. 고용보험제도 운영 실무

6. 국민연금제도 운영 실무

개최시기

제1차_ 3월

제2차_ 10월

참가대상

인사·노무·총무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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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사보·비서부문

총무·사보·비서부문

사보 기획 특강

사보기획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 실무지식과 기법을 

각 분야별 전문가의 강의와 실습·지도를 통해 습득합니다.

사보담당자의 사보 기획 역량 향상을 위해 특화된 과정입니다.

주요내용

1. 사보 기획의 정석

2. 사보 취재와 인터뷰 스킬

3. 글쓰기 기술

4. 우수 사보 기획 사례

개최시기

제1차_ 4월

참가대상

사내·외보 편집담당자 및 주재기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240 / 2인 이상 200

일반_ 1인 280 / 2인 이상 240 

사보 Renewal 워크샵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사보의 기능과 발행방향을 재검토하고 

사보 Renewal을 위한 실무 중심의 실습과정입니다.

주요내용

1. 기업의 홍보전략과 사보의 역할

2. 사보 Renewal 방향 설정

3. Renewal 사보 기획의 실제

4. 사보 기획회의 운영 및 기획안 작성 실습

5. 사보 리뉴얼을 위한 Editorial Design 

6. 참가사 사보 분석 및 평가·지도

7. 출판·편집디자인의 미래와 실험적 편집디자인

개최시기

제1차_ 8월

참가대상

사내·외보 편집담당자 및 주재기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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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사보·비서부문

총무·사보·비서부문

우수사보 기획·편집 사례발표회

국내 우수기업 사보 편집ㆍ제작 모범사례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사보 편집ㆍ제작 노하우를 전수받고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유용한 수단인 

사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요내용

1. 사보 제작 환경과 편집 시스템

2. 사보 편집 조직구성과 운영체계

3. 사보 편집 방향과 제작 프로세스

4. 인쇄사보와 웹사보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방안

5. 사내보·사외보 발행을 통한 기업문화 개선방안

6. 사보 및 사보담당자의 역할 재정립 방안

개최시기

제1차_ 7월

참가대상

사내·외보 기획담당자 및 주재기자

Webzine 담당자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비서 역량향상 과정

비서의 핵심역량 개발과 업무 수행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현장경험과 실무능력이 뛰어난 전·현직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강의·실습·코칭하는 과정입니다.

주요내용

1. 비서의 역할과 핵심역량 강화

2. 상사의 일정관리와 회의관리

3. 의전행사 및 총무업무

4. 비서의 커뮤니케이션 향상스킬

5. 비서를 위한 이미지 메이킹

6. 비서 업무 노하우 전수와 자문 및 코칭

개최시기

제1차_ 2월

참가대상

비서 및 비서업무 겸직 사원

(업무경력 3년 미만)

참가비 

(VAT별도, 단위_ 천원)

회원_ 1인 410 / 2인 이상 350

일반_ 1인 480 / 2인 이상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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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별 세부 프로그램

KPI 교육사업 ▶ 사내교육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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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교육 프로그램
한국인사관리협회 사내교육은 한국인사관리협회에서 개최하는 전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각 기업 및 기관의 Needs에 맞춰 교육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수(강사) 선정은 물론 개최일자, 교육장소, 커리큘럼 등

각 기업의 교육목표에 적합하도록 기획·진행되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 특징

•월례미팅 및 교육훈련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Know-how로 최상의 프로그램 제공

•분야별 전문인력과 네트워크 구성으로 최적의 솔루션 제공

•직무교육에 특화된 뛰어난 전문성 보유

▶ 사내교육 프로세스

▶ 관련 문의

강의주제, 예상 교육일정 및 시간, 교육장소, 예상인원 등을 포함하여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_ 정희우 과장 │ Tel_ 02)2268-2501 │ e-Mail_ hwjeong@insabank.com

교육문의 및

상담

요구분석 및

제안서 작성

교육과정

설계
교육실시

평가 및

피드백

▼ ▼ ▼ ▼

채용면접관 역량 향상 과정

인재의 중요성과 역량중심 면접의 개념을 이해하고 

실습과 피드백을 통해 면접 평가 역량을 향상합니다.

참가대상

인사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채용 면접관으로 임명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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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 역량향상 과정

평가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인사평가의 

기본개념을 정립하고 평가오류 방지방안 및 

평가·인터뷰 스킬을 향상합니다.

참가대상

인사·총무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사내강사 양성코스

교수기법 이론과 실습·지도를 통해 

경영현실에 부합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내강사로서의 

기본자질 및 강의스킬을 함양해드립니다.

참가대상

신임 사내강사 및 사내강사 후보자

교육·연수부문 부서장 및 실무자

신임 팀장 리더십 향상 과정

팀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자질, 

팀원을 이끄는 방법 등 신임 팀장의 

리더십 역량 향상을 위한 과정입니다.

참가대상

신임 팀장 및 팀장 후보자

조직의 선임·중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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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선진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및 인재육성 현장을 방문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전략·제도·기법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해외연수(시찰) 

 해외연수(시찰) 내용

 1. 최근 글로벌기업의 HR 전략과 동향

2. 글로벌기업의 인적자원관리(HRM) 및 인적자원개발(HRD) 현황

3.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사·노무관리 현황

4. 글로벌기업 HR조직 및 HR담당자의 기능과 역할

5. 조직문화 혁신 추진현황

6. 현장중심의 인사·노무관리 현황

7. 생산적·협력적 노사관계 운영현황

8. 각종 선진 복지제도 운영 및 시설 견학

 방문 예정기업 

Google, Apple, IBM, Johnson & Johnson, GE, Microsoft 등

주요 시찰내용

1. 미국 초우량기업의 HRM, HRD 전략과 현황

2. HRM 조직 및 HR 담당자의 기능과 역할

3. HR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법(채용, 보상, 평가, 직무관리, 인재육성 등)

4. 성과주의 HR시스템의 구조

5. 생산적·협력적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운영현황

6. 각종 복리후생제도 운영 및 시설 견학

  미국(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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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예정기업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오리온, 

한국타이어, 포스코 등(중국진출 한국기업)

주요 시찰내용

1.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성과 현지화 전략

2. 중국정부의 중국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 및 지원정책

3. 연수시찰 대상기업의 현지 인사·노무관리 전략과 현황

4. 중국근로자의 근로실태와 근로의식, 근로환경

5. 각종 복리후생제도 운영 및 시설 견학

*그 외 국가 및 상세한 내용은 02)2268-250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중국(CHINA)

방문 예정기업 

TOYOTA, MITSUBISHI, TAKEDA, SONY 등

주요 시찰내용

1. 일본 초우량 기업의 HRM 및 HRD 전략과 현황

2. 불황 및 구조조정기의 인사·노무관리 전략

3. 일본 초우량 기업의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법

4. 성과주의 인사관리시스템의 성공적 정착 방안

5. HRM 조직 및 HR담당자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방안

6. HR부문의 핵심역량 강화와 아웃소싱 방안

7.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문화 조성 활동

8. 각종 복리후생제도 운영 및 시설 견학

 일본(JAPAN)

방문 예정기업 

BMW, BASF, LEGO, Unilever 등

주요 시찰내용

1. 선진기업 HRM 및 HRD 전략과 현황

2. 현장중심의 인적자원관리 운영 현황

3. 일과 삶의 균형(WLB)을 지원하는 HR제도

4. 생산적·협력적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운영 현황

5. 선진 복리후생제도 운영 및 시설 견학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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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뱅크 온라인 광고 및 
제휴 문의

문의_ 광고 및 제휴 문의 → 상담·문의 메뉴를 통해 집행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문의를 해주세요.

제안_ 문의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자가 광고 및 제휴를 제안해드립니다.

계약_ 집행 확정 후, 협의된 내용에 따라 인사뱅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콘텐츠 전달_ 광고 및 제휴 시작 전까지 인사뱅크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진행_ 협의된 계약 내용으로 광고 및 제휴사업을 진행합니다.

담당·문의

담당_ 구본희 전무(월간 인사관리 편집장)

이메일_ bhkoo@insabank.com

전화_ 02)2268-2502~3

문의

기업 및 광고주

제안

인사뱅크

계약

기업·광고주

인사뱅크

콘텐츠 전달

기업 및 광고주

진행

인사뱅크

▼ ▼ ▼ ▼

광고 및 제휴 절차

※ 「월간 인사관리」와 함께 광고를 게재할 경우 

    비용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많은 광고문의 및 이용을 바랍니다.

광고 및 제휴 효과가 기대되는 상품 및 사업체

퇴직연금 사업체•인력파견 및 아웃소싱•헤드헌팅•컨설팅펌•인성 및 적성검사 기관•ERP구축•

교육훈련 및 전문기관•교육훈련 패키지 프로그램•호텔 및 콘도 등 합숙교육장•기업이미지•

각종 교육훈련 기기•컴퓨터 및 OA기기•오피스 용품 및 디자인 용품•공인노무사 사무소•

각종 도서 및 자료집•이벤트 기획 및 대행업체•여행사•기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비스 등



지적 저작권 안내

본 KPI 사업안내서는 회원사 및 국내기업 HR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제작, 발행한 것입니다.

사업안내서에 수록된 사업내용 및 교육과정(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및 상표권은

우리협회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무단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기획·편집_ 교육팀 정영삼 부장(ysjung@insa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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