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회 한경MBA주최 :

주관 :

노사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현장실무리더 양성과정

주최

주관

교육강점

1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며
정부가 1인당
350만원을 지원

2

교육 안내
1.

비용 : 정부지원 350만원, 교육생 부담 165만원
(국외연수 추가 비용 1차 130만원, 2차 115만원 예정)

2.

정원 : 30명

4.

장소 : 한국경제신문 3층 한경아카데미 (지하철 2/5호선 충정로 역)

5.

모집 : 2015년 2월 9일(월) ~ 3월 5일(목) 18:00까지

6.

접수 : 소정 양식의 신청서 및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7.

합격 : 서류 심사 후 추후 개별 통지 (3월 9일 발표 예정)

8.

수료 : 전체 교육시간의 75%이상 참여 및 간단한 논문 제출
(3회 연속 결석 및 수업시간의 25%이상 결석 시 퇴학 처리)

9.

국내 연수 및
국외 연수
기회 제공

커리큘럼 구성
1.

교육비전: 21세기 한국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현장 리더의 육성

2.

교육일정: 월1회 화요일 종일 교육(10시~18시) +

3.

교육방법

월2회 화요일 야간 교육(19시~22시) 총3회 교육

기간 : 2015년 3월 13일 ~ 11월 27일( 총 120시간)

3.

3

다양한 유수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와
네트워크 구축 가능

4.

강의형

일반 이론 중심의 강의

61시간

참여형

토론, 포럼, 역할 연기 형태의 강의

33시간

연수형

국내·외 선진 기업 탐방 프로그램

26시간

교육 목표

국외연수(1차) : 2015년06월06일~ 13일 (6박 8일) – 독일/프랑스

1) 정부정책(주변환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리더 양성

국외연수(2차) : 2015년11월12일~ 15일 (3박 4일) – 일본 오키나와

2) 현장의 노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현장형 실무리더 양성
3) 갈등해결을 위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전문가 육성

국내연수 : 2015년09월18일~19일 (1박 2일)
10. 교육생 특전

5.

기대효과



최우수 학생 1명에게 고용노동부장관상 및 부상 제공

1) 전문성을 갖춘 노사관계 문제해결리더 육성



한국경제신문 사장 명의의 수료증 제공

2) 선진화된 노사 기법의 현장 적용 가능



노사가 함께 참석 시 『노사화합상』 발급 (70% 이상 출석)

3) 상생을 위한 사측과 노측의 의견 공유



한국경제신문사가 발행한 노사관계현장전문가 라이선스 발급

4)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6.

차별성



논문집 발간 및 제공 / 각 기수 동문 정보 공유



한국경제신문 주최의 각종 행사 우선 초청

1) 교수, 현직 실무자, 기자 등 다양한 직군의 강사 초빙



국외연수 비용 일부 지원

2) 주임 교수 제도를 통한 1:1 상담 및 논문 지도
3) 각 부문별 시상식 진행

11. 선발 시 유의사항


노사 양측이 지원할 경우 가산 점수



지난 지원자 중 재 지원을 할 경우 가산 점수



관련 경험이 1년 미만일 경우 선발에서 제외 됨

7.

관련 교육사업 문의


김재성 과장(02-360-4886, kjs@hankyung.com)

다양한 기업의 참여

교육전략

<1기 ~ 6기 참여 기업>
강사전략

AGC디스플레이글라스오창 GS칼텍스 IBK서비스 KDB생명 LS산전 OCI
SH공사 SK브로드밴드 노벨리스코리아 대우증권 대한적십자사 대한지방

 현장 실무경험을 가진 현장 노사관계자 중심으로 구성

행정공제회 도레이첨단소재 동부화재 동서식품 동아건설 동아오츠카 로

 이론 교육보다는 실무사례를, 일반강의 보다는 참여형 형태의 교육을

젠 미래에셋증권 발전회사협력본부 보광훼미리마트 브링스코리아 삼성전

진행 할 수 있는 강사들을 우선순위로 선정.

자 서울메트로 서울보증보험 서울시설관리공단 세아제강 수자원기술 수

 노측과 사측 양측을 대변할 수 있는 강사들의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

협중앙회 신한카드 씨티씨바이오 아워홈 에스지신용정보 엔프라니 연세

 1~6기 진행시 설문 조사를 통해 낮은 점수를 받은 교수는 강의에서 제외

의료원 예금보험공사 옴니엘피에스 우리카드 위스컴 유한킴벌리 이마트

하거나 운영 위원회를 통해 재검증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중앙대학교의료원 케이엔씨 크루셜텍 태

운영전략

평양티아이엠 파라다이스 피와이언홀딩스 하이트맥주 하이트진로 한국가
스기술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경제TV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 구성

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도심공항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외래 주임교수제도 도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독약품 현대로템 한화생명 현대

 경력자 위주의 운영 TFT 구성

산업개발 현대증권 현대하이스코 현대해상화재보험 효성ITX 등

 표준화된 각종 문서 서식 도입
 관심학우 제도 도입

사후관리

<고용노동부장관상 수상 내역> -2기부터 수여 함
2010년 2기: 신영희 한국남동발전 국장

 동문회 결성-네트워크 운영관리

2011년 3기: 장도영 동아오츠카 노조위원장

 지속적인 교육 참여 기회제공

2012년 4기: 소대섭 인천국제공항공사 팀장

 교수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제공

2013년 5기: 허창수 한화생명 노조위원장

 교육생들의 지속적인 의견 취합

2014년 6기: 장경호 우리카드 노조위원장

주요 커리큘럼
강사

강의제목

새로운 한국 노사관계의 진단과 대안

김대환 위원장
-노사정위원회

노사갈등 이렇게 푼다
- 노동조합 사례

김용목 노조위원장
-前 노루페인트

2015년 고용노동정책과 대책

박종길 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노사갈등 이렇게 푼다
- 사용자 사례

류재완 상무
-쌍용자동차

노동법과 노동3권

권혁 교수
-부산대학교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

류장수 교수
-부경대학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노사관계 사례
연구

하인식 기사
-한국경제신문사

임금제도의 유형과 적용사례

정연앙 교수
-중앙대학교

노사 파트너십 구축 성공 사례

허찬영 교수
-한남대학교

정년연장과 합리적인 임크피크제
도입설계

홍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더원

갈등 대처유형과 갈등해결 전략선택

김학린 교수
-단국대학교

융합시대, 일하는 방식의 혁신

권영설 논설위원
-한국경제신문

2015년 노사관계 평가와 2016년의
전망

김동원 교수
-고려대학교

<사례공유>
임금체계 개편 모범사례 해설

홍석환 상무
-KT&G

개별노동법의 주요법리
-통상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등

최영우 교수
-고용노동연수원

<현장이슈토론>
토론을 통한 대안 찾기

최영우 교수
-고용노동연수원

집단노동법의 주요이슈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등

권혁 교수
-부산대학교

<모의실습>
임금교섭의 전략과 전술(I)(II)

이강성 교수
-삼육대학교

집단노동법의 주요이슈
-노동쟁의 조정과 쟁의행위 등

하갑래 교수
-단국대학교

<모의실습>
노동분쟁 해결(임금교섭 조정)

오길성 공익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강의제목

자세한 교육내용은

강사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