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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목명 인적자원관리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1. 기업의 인적자원의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방출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습득하여 문제해결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학습

한다. 

2. 기업의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관리의 동향, 최근이론, 인적 자원의 관리활동에 대해 학습한다. 

3. 인적자원관리 주요 내용인 채용, 인력계획, 보상, 평가, 교육훈련, 경력관리, 이동 및 이직관리 등의 영역에서 효과적 관리지

침과 원칙, 적용 사례에 대해 학습한다. 

4. 기업 환경의 변화와 인적자원관리의 연계성, 효과적인 인적자원관리의 전략 등 인적자원관리 영역에 관한 이론을 학습한다.

교재 및 참고문헌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5판 / 박영사 / 박성수 외 4명 / 2020

인적자원관리 / 학현사 / 김면식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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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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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 

1 

주

1

1. 강의 주제 

  - 인적자원관리의 의의와 환경

2. 강의 목표 

  - 인적자원관리의 본질과 변천

3 강의세부내용 

  - 인적자원관리의 발전과정과 사회과학으로

서의 인적자원관리의 학문적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1장 인적자원관리의 의의와 환경

   1. 인적자원관리의 본질

   1)사람인가, 조직인가?

   2)이제는 사람이 경쟁력이다

   3)인사관리에서 인적자원관리로

   4)인적자원관리의 변천

p5~1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고용노동부)

- 조별 발표 주제 정하기

2

1. 강의주제

  - 인적자원관리의 의의와 환경

2. 강의목표

  - 인적자원관리의 내외부 환경

3. 강의 세부내용

  - 인적자원관리의 일반환경, 노동시장

환경, 내부환경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1장 인적자원관리의 의의와 환경

   2. 인적자원관리의 환경

   1)일반환경

   2)노동시장환경

   3)내부환경

p15~2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고용노동부)

3

1. 강의주제

  - 인적자원관리의 의의와 환경

2. 강의목표

  - 인적자원관리의 체계와 가치

3. 강의 세부내용

  -인적자원관리의 체계와 인적자원관리

의 학습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1장 인적자원관리의 의의와 환경

   3. 인적자원관리의 체계와 가치

   1)인적자원관리의 체계

   2)인적자원관리의 학습방향

p23~35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고용노동부)

제 

2 

주

1

1. 강의주제

  - 직무관리

2. 강의목표

  - 직무관리와 직무분석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2장 직무관리

   1.직무관리

   1)직무의 요건과 직무관리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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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의 세부내용

  -직무요건, 직무분석, 직무의 구조, 직

무분석의 효과, 직무분석의 절차와 방

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2)직무관리의 핵심영역

   2. 직무분석

   1)직무분석(이란?)

   2)직무의 구조

   3)직무분석의 효과

   4)직무분석의 방법

p41~55

2

1. 강의주제

  - 직무관리

2. 강의목표

  - 직무평가

3. 강의 세부내용

  -직무평가의 의의, 직무평가요소와 가

중치, 직무평가 방법, 직무등급의 결정

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2장 직무관리

   3. 직무평가

   1)직무평가의 의의

   2)직무평가요소와 가중치의 결정

   3)직무평가의 방법

   4)직무등급의 결정

p55~6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 직무관리

2. 강의목표

  - 직무설계

3. 강의 세부내용

  -직무설계의 개념과 목적, 직무설계의 

방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2장 직무관리

   4. 직무설계

   1)직무설계의 개념과 목적

   2)직무설계의 방법

p61~7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3 

주

1

1. 강의주제

  -인적자원계획

2. 강의목표

  - 인적자원계획의 의의와 인적자원의 

수요예측

3. 강의 세부내용

  -인적자원계획의 의의, 인적자원계획의 

과정, 인적자원의 수요예측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3장 인적자원계획

   1. 인적자원계획의 의의와 과정

   1)인적자원계획의 의의 와 중요성

   2)인적자원계획의 과정

   2. 인적자원의 수요예측

   1)인적자원 수요예측이란?

   2)인적자원 수요예측방법

p77~8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워크넷)

2

1. 강의주제

  -인적자원계획

2. 강의목표

  - 인적자원의 공급예측

3. 강의 세부내용

  -인적자원 공급예측의 의의, 내외부 공

급예측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3장 인적자원계획

   3. 인적자원의 공급예측

   1)인적자원 공급예측이란?

   2)내부공급예측

   3)외부공급예측

p84~90

인적자원관리

제5장 역량관리

   1. 역량 중심 인적자원관리

  1)역량 중심 인적자원관리 개념

   2)역량과 인적자원관리

p117~11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워크넷)

- 쪽지시험

3

1. 강의주제

  -인적자원계획

2. 강의목표

  - 인적자원 수요와 공급의 대응 및 정

원관리

3. 강의 세부내용

  -수요와 공급대응 절차, 수요와 공급 

불균형, 정원계획, 정원산정 방법에 대

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3장 인적자원계획

   4. 인적자원 수요와 공급의 대응

   1)수요와 공급대응의 절차

   2)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3)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5. 정원관리

   1)정원관리의 의의와 기능

   2)정원계획

   3)정원산정의 방법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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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교재, PPT 활용) p91~100

제 

4 

주

1

1. 강의주제

  -채용관리

2. 강의목표

  - 채용관리, 모집활용

3. 강의 세부내용

  -채용관리의 의의 및 중요성, 채용시 

고려사항, 모집의 의의 및 중요성, 모

집전략, 모집활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4장 채용관리

   1. 채용관리

   1)채용관리의 의의 및 중요성

   2)채용시 고려사항

   2. 모집활동

   1)모집의 의의 및 중요성

   2)모집전략

   3)모집활동

p107~12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워크넷)

2

1. 강의주제

  -채용관리

2. 강의목표

  - 선발관리

3. 강의 세부내용

  -선발의 의의, 기준, 절차, 선발시험과 

면접, 선발도구의 합리적 조건에 대하

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4장 채용관리

   3. 선발관리

   1)선발의 의의

   2)선발의 기준

   3)선발의 절차

   4)선발시험과 면접

   5)선발도구의 합리적 조건

p123~14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채용관리

2. 강의목표

  - 배치관리, 채용관리의 새로운 이슈

3. 강의 세부내용

  -적정배치의 방법, NCS기반 채용관리, 

역량면접, 직무에세이, 창의성 면접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4장 채용관리

   4. 배치관리

   1)배치관리란?

   2)적정배치의 방법

   5. 채용관리의 새로운 이슈

   1)NCS기반 채용관리

   2)역량면접

   3)직무에세이

   4)창의성 면접

p143~15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5 

주

1

1. 강의주제

  -인사이동

2. 강의목표

  - 인사이동의 의의와 목적, 전환관리

3. 강의 세부내용

  -인사이동의 의의와 목적, 구분, 전환관

리의 의의, 목적, 유형, 원칙과 실시방

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5장 인사이동

   1. 인사이동의 의의와 목적

   1)인사이동이란?

   2)인사이동의 목적

   3)인사이동의 구분

   2. 전환관리

   1)전환관리란?

   2)전환관리의 목적

   3)전환의 유형

   4)전환관리의 원칙과 실시

p161~17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부여 :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 독후감 

작성(서론, 본론, 결론 형식)

2

1. 강의주제

  -인사이동

2. 강의목표

  - 승진관리

3. 강의 세부내용

  -승진관리의 의의, 방침과 유형, 합리적 

승진관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5장 인사이동

   3. 승진관리

   1)승진관리란?

   2)승진의 방침과 유형

   3)합리적 승진관리를 위한 제안

p173~18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인사이동

2. 강의목표

  - 징계관리, 이직관리

3. 강의 세부내용

  -징계관리의 의의, 효과, 설계, 형태, 이

직의 개념과 효과, 자발적 및 비자발

적 이직의 관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5장 인사이동

   4. 징계관리

   1)징계관리란?

   2)징계관리의 효과

   3)징계관리의 설계

   4)징계의 형태

   5. 이직관리

   1)이직의 개념과 효과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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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교재, PPT 활용)

   2)자발적 이직의 관리

   3)비자발적 이직의 관리

p183~201

제 

6 

주

1

1. 강의주제

  -인사평가

2. 강의목표

  - 인사평가의 본질

3. 강의 세부내용

  -인사평가의 개념, 목적, 인사평가에 대

한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6장 인사평가

   1. 인사평가의 본질

   1)인사평가의 개념

   2)인사평가의 목적

   3)인사평가에 대한 다양한 쟁점

p209~21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인사평가

2. 강의목표

  - 평가관리시스템의 설계와 운용

3. 강의 세부내용

  -평가관리시스템과 평가관리절차, 평가

기준과 평가표준 결정, 평가시기, 평가

주체,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조정, 평

가결과 피드백과 조치에 대하여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6장 인사평가

   2.평가관리시스템의 설계와 운용

   1)평가관리시스템과 평가관리절차

   2)평가기준과 평가표준의 결정

   3)평가시기

   4)평가주체

   5)평가방법

   6)평가결과의 조정

   7)평가결과의 피드백과 조치

p216~24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인사평가

2. 강의목표

  - 부서(팀)단위의 평가, 효과적인 평가

관리

3. 강의 세부내용

  -조직평가의 필요성, 조직평가체계, 조

직평가와 개인평가결과의 결합, 평가

오류의 유형, 효과적 평가관리를 위한 

관점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6장 인사평가

   3. 부서(팀)단위의 평가

   1)조직평가의 필요성

   2)조직평가체계

   3)조직평가와 개인평가결과의 결합

   4. 효과적인 평가관리

   1)평가오류의 유형

   2)효과적 평가관리를 위한 관점과 주

의사항

p242~25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 정기과제물 제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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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중간고사 - -

2 중간고사 - -

3 중간고사 - -

제 

8 

주

1

1. 강의주제

  -교육훈련 및 개발

2. 강의목표

  - 교육훈련의 본질, 주체와 대상

3. 강의 세부내용

  -교육훈련의 의의와 중요성, 목적과 기

대효과, 주체 및 형태, 교육훈련 대상

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7장 교육훈련 및 개발

   1. 교육훈련의 본질

   1)교육훈련의 의의와  중요성

   2)교육훈련의 목적과 기대효과

   2. 교육훈련의 주체와 대상

   1)교육훈련의 주체 및 형태

   2)교육훈련의 대상

p261~27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한국인력산업공단)

2

1. 강의주제

  -교육훈련 및 개발

2. 강의목표

  - 교육훈련 방법 및 평가

3. 강의 세부내용

  -교육훈련 방법, 평가, 교육훈련의 바람

직한 방향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7장 교육훈련 및 개발

   3. 교육훈련의 방법 및 평가

   1)교육훈련의 방법

   2)교육훈련의 평가

   3)교육훈련의 바람직한 방향

p273~28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한국인력산업공단)

3

1. 강의주제

  -교육훈련 및 개발

2. 강의목표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7장 교육훈련과 개발

   4. 인적자원개발의 의의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한국인력산업공단)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
ID
ab
cd
e
f_
:M
S
_0
00
1
M
S
_0
0
01

  - 인적자원개발의 의의, 인적자원개발

의 과정

3. 강의 세부내용

  -인적개발의 정의와 훈련의 차이, 개발

의 기대효과, 인적개발의 절차, 개발필

요성 분석, 개발방법과 선택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1)개발의 정의와 훈련과의 차이

   2)개발의 기대효과

   5. 인적자원개발의 과정

   1)인적자원개발 절차

   2)개발필요성 분석

   3)개발방법과 선택

p280~292

제 

9 

주

1

1. 강의주제

  -경력관리

2. 강의목표

  - 경력관리의 이해

3. 강의 세부내용

  -경력관리의 의의, 목적, 필요성 및 효

과, 경력 유형, 경력개발 기본원칙, 경

력개발활동 및 시스템에 대하여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8장 경력관리

   1. 경력관리의 이해

   1)경력관리의 의의

   2)경력관리의 목적

   3)경력관리의 필요성 및 효과

   4)경력의 유형들

   5)경력개발의 기본원칙

   6)경력개발활동 및 시스템

p297~30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2

1. 강의주제

  -경력관리

2. 강의목표

  - 개인 및 조직차원에서의 경력관리

3. 강의 세부내용

  -개인차원에서의 경력계획, 경력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력관심의 변화, 

조직차원의 경력관리의 정의와 절차, 

한계와 필요성, 조직과 개인의 경력 

욕구 조정과 통합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8장 경력관리

   2. 개인차원에서의 경력관리

  1)개인적 차원에서의 경력계획

   2)경력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경력관심의 변화

   3. 조직차원에서의 경력관리

   1)조직차원의 경력관리의 정의와 절차

   2)조직차원의 경력관리의 한계와 필요

성

   3)조직과 개인의 경력욕구의 조정과 

통합

p307~31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3

1. 강의주제

  -경력관리

2. 강의목표

  - 경력개발의 제도와 실천기법, 경력관

리의 성공요건과 최근 이슈

3. 강의 세부내용

  -경력개발제도, 실천기법, 경력관리의 

문제점과 성공요건, 경력관리 최근 이

슈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8장 경력관리

   4. 경력개발의 제도와 실천기법

   1)경력개발의 제도

   2)경력개발의 실천기법

   5. 경력관리의 성공요건과 최근 이슈

   1)경력관리의 문제점과 성공요건

   2)경력관리의 최근 이슈

p317~32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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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임금관리

2. 강의목표

  - 임금관리의 의의, 임금수준의 적정성

3. 강의 세부내용

  -임금관리의 중요성과 목표, 임금의 정

의, 임금관리 기본원칙, 임금수준의 의

의, 결정원리, 결정이론, 관리전략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9장 임금관리(1)

   1. 임금관리의 의의

   1)임금관리의 중요성과 목표

   2)임금의 정의

   3)임금관리의 기본원칙

   2. 임금수준의 적정성

   1)임금수준의 의의

   2)임금수준의 결정원리

   3)임금수준의 결정이론

   4)임금수준의 관리전략

p335~35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고용노동부)

2

1. 강의주제

  -임금관리

2. 강의목표

  - 임금체계의 공정성, 임금형태의 합리

성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9장 임금관리(2)

   3. 임금체계의 공정성

   1)임금체계의 의의 및 구성

   2)기본급의 관리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고용노동부)

- 쪽지시험



INSIDabcdef_:MS_0001MS_0001
IN
S
ID
ab
cd
e
f_
:M
S
_0
00
1
M
S
_0
0
01

3. 강의 세부내용

  -임금체계의 의의 및 구성, 기본급 관

리, 부가적 임금, 임금구조, 임금형태

의 의의, 유형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쪽지시험

   3)부가적 임금

   4)임금구조

   4. 임금형태의 합리성

   1)임금형태의 의의

   2)임금형태의 유형

p350~370

3

1. 강의주제

  -임금관리

2. 강의목표

  - 임금관리의 최근 이슈

3. 강의 세부내용

  -연봉제, 연금피크제, 경영자보상에 대

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9장 임금관리(3)

   5. 임금관리의 최근 이슈

   1)연봉제

   2)임금피크제

   3)경영자 보상

p370~38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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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복지후생

2. 강의목표

  - 복지후생의 의의와 효과, 유형

3. 강의 세부내용

  - 복지후생의 의의, 복지후생의 효과, 

법정 복지후생, 법정외 복지후생에 대하

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10장 복지후생

   1. 복지후생의 의의와 효과 

   1)복지후생의 의의

   2)복지후생의 효과

   2. 복지후생제도의 유형

   1)법정복지후생

   2)법정 외 복지후생

p387~406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국산업안전공단, 고용노

동부, 국세청)

2

1. 강의주제

  - 복지후생

2. 강의목표

  - 복지후생 실시전략과 효율적 관리

3. 강의 세부내용

  - 복지후생제도의 설계, 새로운 복지후

생제도의 모색, 복지후생제도의 효율

적 관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10장 복지후생

   3. 복지후생 실시전략과 효율적 관리

   1)복지후생제도의 설계

   2)새로운 복지후생제도의 모색

   3)복지후생제도의 효율적 관리

p407~422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국산업안전공단, 고용노

동부, 국세청)

3

1. 강의주제

  - 근로조건관리

2. 강의목표

  - 근로시간의 개념과 근로시간의 중요

성을 사용자와 근로자 입장에서 이

해한다.

3. 강의 세부내용

  - 근로시간의 개념과 근로시간의 중요

성을 사용자와 근로자 입장에서 학

습하고 근로시간 단축의 의미와 효

과, 유연한 시간관리의 필요성과 여

러 가지 유형에 대해 학습한다.

근로시간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2. 인적자원관리

제13장 근로조건관리

  1. 근로시간관리

   1)근로시간의 개념

   2)근로시간관리의 중요성

   3) 근로시간의 단축

   4)유연적 근로시간관리

p331~350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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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안전보건관리

2. 강의목표

  - 안전보건관리와 산업재해

3. 강의 세부내용

  -안전보건관리의 의의, 한국의 산업재

해 현황, 산업재해의 원인과 예방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11장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관리와 산업재해

   1)안전보건관리의 의의

   2)한국의 산업재해현황

   3)산업재해의 원인과 예방

p429~438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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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강의주제

  -안전보건관리

2. 강의목표

  - 산업안전관리

3. 강의 세부내용

  -산업안전관리의 접근방법, 유의사항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11장 안전보건관리

   2. 산업안전관리

   1)산업안전관리의 접근방법

   2)산업안전관리의 유의사항

p438~443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한국산업안전공단)

3

1. 강의주제

  -안전보건관리

2. 강의목표

  -보건관리

3. 강의 세부내용

  -보건관리의 의의, 대상, 보건위생에 대

한 대책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11장 안전보건관리

   3. 보건관리

   1)보건관리의 의의

   2)보건관리의 대상

   3)보건위생에 대한 대책

p443~449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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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노사관계관리

2. 강의목표

  - 노사관계의 의의와 발전과정, 노동조합

의 기능과 유형

3. 강의 세부내용

  -노사관계와 고용관계, 노사관계의 당

사자, 노사관계 발전과정, 노동조합의 

의의, 기능, 유형, 숍제도, 노조 관련 

주요 제도변화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부여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12장 노사관계관리

  1. 노사관계의 의의와 발전과정

   1)노사관계와 고용관계

   2)노사관계와 당사자

   3)노사관계의 발전과정

   2. 노동조합의 기능과 유형

   1)노동조합이란?

   2)노동조합의 기능

   3)노동조합의 유형

   4)숍제도

   5)노동조합과 관련된 주요 제도변화

p455~467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고용노동부)

- 정기과제물 부여 : 아

직도 가야할 길(스캇펙) 

독후감 작성

2

1. 강의주제

  -노사관계관리

2. 강의목표

  -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3. 강의 세부내용

  -단체교섭의 개념과 기능, 단체교섭의 

유형, 단체협약의 체결에 대하여 학습

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12장 노사관계관리

   3.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1)단체교섭의 개념과 기능

   2)단체교섭의 유형

   3)단체협약의 체결

p468~472

인적자원관리

제14장 인간관계관리

   1. 인간관계관리의 의의 및 중요성

   1)인간관계관리의 의의

   2)인간관계관리의 중요성

p361~36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고용노동부)

3

1. 강의주제

  -노사관계관리

2. 강의목표

  -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경영참가

3. 강의 세부내용

  -노동쟁의의 의의, 쟁의조정제도, 부당

노동행위, 경영참가의 의의, 유형에 대

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12장 노사관계관리

   4.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1)노동쟁의란?

   2)우리나라의 쟁의조정제도

   3)쟁의행위

   4)부당노동행위

   5. 경영참가

   1)경영참가란?

   2)경영참가의 유형

p473~48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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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1. 강의주제

  -국제화시대의 인적자원관리

2. 강의목표

  - 국제인적자원관리의 과제, 영역

3. 강의 세부내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13장 국제화시대의 인적자원관리

   1.국제인적자원관리의 과제

   2. 국제인적자원관리의 영역

  1)국제인적자원관리의 접근방법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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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적자원관리의 과제, 접근방법, 

관리대상, 관리활동, 국제인적자원관리

와 문화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2)국제인적자원의 관리대상

   3)국제인적자원의 관리활동

   4)국제인적자원관리와 문화

p491~516

2

1. 강의주제

  -인적자원관리의 최근 이슈

2. 강의목표

  - 비정규직, 다문화사회의 인적자원관

리

3. 강의 세부내용

  -비정규직근로자 정의, 고용형태, 효과,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

응방향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14장 인적자원관리의 최근 이슈

   1. 비정규직의 인적자원관리

   1)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2)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

태

   3)비정규직 고용의 효과

   4)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

   2. 다문화사회에서의 인적자원관리

  1)외국인 근로자의 활용과 현황

   2)우수 외국인 인력 유지 필요성

   3)외국인 근로자 고용상의 문제점

   4)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인적자원관리

p521~541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고용노동부)

3

1. 강의주제

  -인적자원관리의 최근 이슈

2. 강의목표

  - 고령화시대, 4차산업혁명시대의 인적

자원관리

3. 강의 세부내용

  -고령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 중

고령자 인적자원관리의 요건, 4차산업

혁명과 노동환경의 변화, 4차산업혁명

과 인적자원관리에 대하여 학습한다.

4. 강의방법

  - 강의(교재, PPT 활용)

※ 정기과제물 제출

교재1. 디지로그시대의 인적자원관리

제14장 인적자원관리의 최근 이슈

  3. 고령화시대의 인적자원관리

   1)고령사회의 도래

   2)고령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

   3)중고령자 인적자원관리의 요건

   4.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적자원관리

   1)4차 산업혁명과 인적자원관리 

   2)4차 산업혁명과 노동환경의 변화

   3)4차 산업혁명과 인적자원관리

p542~564

- 전자교탁, 빔프로젝트

(고용노동부)

※ 정기과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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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기말고사 - -

2 기말고사 - -

3 기말고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