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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Hunet ?

아직도 신임실무자(신임대리) 교육을 이렇게 준비하십니까?
 교육기간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2~3일 정도로 하면 되겠지?”

 교육장소

“이번에는 좀 더 괜찮은 연수원을 잡을까?”

 교육내용

“실무자과정의 붙박이 테마... 셀프리더십, 기획력, 문서작성, 커뮤니케이션 등등”

 강사섭외

“일단 지난번 평점이 좋았던 강사부터...”

결코 잘 못된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학습자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보다 성과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신임실무자(선임·대리급)는 대부분 MZ세대입니다.
MZ세대는 어떤 계층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 업무 공간의 물리적 변화를 경험하며
워라밸(work-life balance) 대신 워라블(work-life blending)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직장 경험과 함께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한 지적 성장과 커리어 확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신임실무자에게 변화된 역할과 업무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Learning Shift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휴넷이 “신임실무자 Learning Journey” 를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Learning Journey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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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의 리더십 역량에

“나는 다른 동료들을

“나는 회사의 전략을 알고

대해 자신감이 있다”

설득하고 리드할 수 있다”

그에 맞게 팀을 이끌 수 있다.”

휴넷 Learning Journey Platform (관리자 화면)

학습 요소

세부 콘텐츠

드래그 앤 드롭

과정 구성

휴넷 Learning Journey Platform (학습자 화면)
LXD를 통해 구성된 과정은 702010 모델에 기반한 과정 별 맞춤형 학습창으로 학습자에게 제시 됩니다

정형 학습
10영역

집합 교육 정보

소셜 러닝
20영역

현업 기반 학습
70영역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자유롭게
레이아웃 변경 가능

휴넷 Learning Journey 설계 모델(Framework)
휴넷의 러닝저니 설계는 AMC 프레임워크로 학습자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설계, 지속적으로 학습자를 동기부여하는 게이미피케이션 설계,
마지막으로, 학습자 상호간 노하우 공유 및 PBL을 통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소셜러닝 설계를 통해 조직성과를 도모합니다.

Learning Journey = AMC Framework

자율성 ↑

자신감 ↑

관계성 ↑

Learning Journey

Results

=

X

X

[학습자 니즈에 부합한]

[학습자를 동기부여하여]

[ 학습자 상호간의 역량을 교류]

Alignment

Motivation

Community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자 니즈에 부합하는

학습자의 자신감을 올려주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학습자 상호간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설계

게이미피케이션 설계

소셜러닝 설계

휴넷 Learning Journey 설계 모델(Framework)_Alignment
자율성 Up : 학습자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설계

Alignment

학습자 고민 – 학습목표 – 학습 방식 Alignment
Workflow Scene 16개 테마

신임실무자 학습 여정 행동목표

+ 신임 대리로서 역할 이해하기
+ 자신의 강점, 업무 상황 파악하기
+ 자기계발 계획수립 및 강화하기
+ 체계적으로 업무계획하기
+ 창의적 기획으로 문제해결하기
+ 업무 결과물에 대해 제대로 표현하기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자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설계

+ 타부서와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쌓기
※ 행동언어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

다양한 학습 방법 적용

Pod Cast

시뮬레이션

북러닝

코칭

오프라인 교육

CoP

워크샵

버츄어 러닝

Job Sharing

Job Aid

…

휴넷 Learning Journey 설계 모델(Framework)_Motivation
자신감 Up : 지속적으로 학습자를 동기부여하는 게이미피케이션 설계

Motivation

학습경험의 여정(Journey) 현황 및 역량향상도를 대시보드로 제시(Motivation)
실무자(대리급) 역량 모델

실무자(대리급) 역량 사전/사후 비교 결과
120

좋음
(Brilliant)
110

정상
(Normal)
100

경계
(Warning)
90

위험
(Risky)
80

변화관리

관계관리

자기관리

학습 성취도 및 마일리지 현황
: 비즈니스와 변화를 예측하고 변화를 실행하는 변화 전문가

: 장기적 안목으로 업무 인맥을 관리를 하는 관계 전문가

: 업무 전문성을 가지고 현업에서 인정받는 업무 전문가

: 자기강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브랜딩하는 자기계발 전문가

창의적 실행력을 바탕으로
팀 목표를 달성하는 셀프 리더

성과관리

전체

휴넷 Learning Journey 설계 모델(Framework)_Community
관계성 Up : 학습자 상호간 역량을 교류할 수 있는 소셜러닝 설계

Community

역량의 교류와 인사이트를 나누는 Learning Community, CoP 활동

LABS(러닝저니 플랫폼)를 통해
실천과제(행동) 수행 및 현황 관리

신임실무자... 스스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리성과 자기계발 및 지적 성장을 중요시 하는 MZ세대의 신임실무자들에게는 팔로워십의 강요보다
조직의 비전 및 현업에서의 업무 경험과 개인의 커리어 확장 및 브랜딩을 함께 동기 부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신임실무자인 MZ 세대의 일하는 법

신임실무자인 MZ세대의 자기 계발 동기 요인

“MZ세대는 워라밸과 일을 통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관리자는 이들이 기대하는 직업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
도록 도와야 한다. 구성원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다.

MZ 세대는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열정적으로
일한다.”
<코리 시밀러 美 라이트주립대 교육·조직 리더십 연구 부교수>
MZ세대가 일하는 방식과 가치관

성장

합리성

• 매체를 통한 자기 PR 익숙
• 기술과 다방면의
관심도 및 우수한
학습 습득력

• 직업적 가치에 대한 인지
•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자아 실현

가치&공정

수평적 조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신과 회사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일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기대하는 직업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일도 놀이처럼 재미있어야 한다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코노미조선)

• 합리적 환경 및 조건 분석 능력
• 결과(성과-보상)중심적이며,
협력적 태도
• 조직과 개인이 Win-Win 할 수 있는
비전 명제

• 지속적인 학습/교육을
통한 경력 개발
• 업무를 통한 만족감

휴넷 신임실무자 Learning Journey 과정 Main Concept _ B·R·A·N·D New
휴넷의 신임실무자 Learning Journey과정 Main Concept 『BRAND NEW』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승진을 통한 역할 확장에 대한 인식 전환과
조직 기반의 퍼스널 브랜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임실무자(대리) Competency Model

Learning Concept _ BRAND NEW

■ 조직내 ‘실무자’ 역할의 지향점

■ 휴넷 신임실무자 Learning Journey 과정 지향점

팀 목표달성을 위해 진취적 업무수행과 소통은 물론, 철저한 자기관리와
실무전문성을 갖춘 Opinion leader로서의 역할을 하는 존재

■ 업무추진자로서 실무자는...

 휴넷 연구소 주관 역량모델링

실무자는 변화된 자신의 역할에 맞는 강점을 개발하고, 업무 전문성 함양은
물론 팀 내 구성원 및 유관 부서와의 활발한 소통과 네트워킹으로
팀 목표달성을 위해 주도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 역량 필요

휴넷 신임실무자 Learning Journey 학습흐름도
휴넷의 신임실무자 Learning Journey 기본과정은 총 10주이며, 전체 학습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Star
t

2주

6주

&
1) 변화된 역할 이해

[셀프 브랜딩과
강점 강화를
위한 심화 내용]

8주

[선택과정 #1]
- 모든 학습자 공통 과정 선정

※ 교육담당자 사전 선정

2) 나의 강점 찾기 (MBTI)
선택형 과정

3) 유형별 업무/소통 강점 분석
4) 조직내 강점 영향력 발휘 전략

&
1) 회사-부서-나 한방향 정렬하기
2) 부서 Mission에 맞는 나의 비전
3) 실무자 = 소통 달인
4) 조직내 나의 네트워킹 전략

(1) Smart Work
(2) 업무계획&시간관리
(3) 논리적 문제해결
(4) 문서작성&보고스킬

*세부내용 [첨부] 참조

[선택과정 #2]
- 학습자 직접 선택형 과정

※ 최다 인원 선택과정 선정

10주

신임팀장 역량 모델

역량 진단문항 개발/적용

휴넷 역량 POOL을 참고해 최근 10여년간 수행한
신임실무자 교육을 중심으로 역량 POOLING

휴넷 연구소 주관 역량별 진단 문항 개발

역할

역량
변화예측

변화
관리
변화실행

이해관계관리
관계
관리
커뮤니케이션

업무기획
성과
관리
업무실행

자기주도

하위역량

진단문항

환경변화예측

• 조직 내 · 외부를 둘러싼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민첩하게 변화 정보를 수집하고 변화방향을 예측한다.
•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여 새로운 방식 및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패턴이나 규칙을 찾는다.
• 자신의 일에 대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역할과 직무 개발
방향/방법에 대해 확장적으로 탐색하고 실행한다.

창의적사고
잡크래프팅
비전수립

•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자신의 비전과 조직
의 요구를 충족하는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조직인식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조직구조 및 업무담당자를 파악하고,
유관 부서와 업무 공조 가능 범위를 확인하여 수행한다.
• 장단기적 관점에서 현재 또는 미래의 고객, 공급자, 협력자 등
조직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
를 구축한다.
•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하는 데 있어 자신과 상대방의 특성과
유형을 고려하여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네트워킹
유형별소통
업무커뮤니케이션
분석적사고

자기계발

• 업무 목적과 환경, 자원을 분석하여 최고의 업무성과를 내기
위한 최적안을 기획한다.

업무/시간관리

• 일의 진척도와 장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며 완성한다.

문제해결

• 문제의 성격 및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
적 절차와 접근 방법을 모색한다.

문서작성/보고

• 결재자 및 수신인 관점에서 이해가 쉽도록 자신의 논리를 구조
화/ 명료화하여 문서화한다.
• 주어진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저항이나 장애요인에 직면해도 주어진 업무에 대해 책임지고
완료한다.

자기역할이해
자기강점이해

자기
관리

•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핵심 포인트를 알고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
으로 전달하기 위해 적합한 의사소통 채널 및 기법을 활용한다.

• 나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경력 성장 경로를 모색한다.

셀프브랜딩

• 주어진 환경과 리소스를 활용하여 셀프브랜딩 전략을 수립한다.

학습지속

• 자기계발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수집하
고 학습한다.

진단 결과 확인 및 학습목표 반영
개인 및 전체 역량 수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고성과자와의 차이 분석으로 역량개발 동기부여

학습 개요

Main-Session 시작 전 국내 최고 Agile전문가의 짧고, 핵심위주의 고품질 강의 제공 (10분 내외)

학습 개요

1. 변화역할 이해

2. 강점파악 및 개발

부서내 Opinion leader 로
서 변화된 역할이해와 역할
기대에 맞는 역할행동에 필
요한 역량 이해

진단(MBTI)을 통한 자신의
강점파악 및 업무상황에서
의 긍정적인 강점발휘 전략
수립

부서내 실무자로서
역할인식 & 역할 행동 이해

자신의 강점개발 및
현장적용으로 부서내
긍정적 영향력 발휘

4. 소통과 네트워킹

3. 자신의 비전 수립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과 건
설적 소통과 신뢰형성으로
실무적 네트워킹 확대

개인 비전의 필요성 인식과
조직의 비전과의 매칭되는
개인비전수립을 통한 winwin 마인드 고취

부서내/타부서와의
원활한 소통과
네트워킹 필요성 인식

부서내 실무자로서
조직 비전에 걸맞는
자신의 행동지침 마련

학습 개요

주요 학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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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 및 예시

학습 개요

주요 학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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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lign the Vision 회사와 Win-Win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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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 및 예시

학습 개요

셀프 브랜딩을 위한 추천 컨텐츠

[북러닝]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북러닝] 일잘러는 이렇게 일한다

[북러닝] 스몰 스테퍼
[북러닝] 오케팅

[북러닝] 이미지 코칭, 외모는 자존감이다
[북러닝] 직장인 공부법

고객사 니즈에 맞는 교육과정 선택 : 총 4개 과목 중 선택 (필요시 별도 과정 매칭 가능)

※ 학습 상세내용 [별첨] 참조

※ 상세내용 별첨 참조

학습 개요

1. Smart Work

2. 업무계획&시간관리

업무추진 시 고려요소를 통
해 조직 목표에 부합하는

업무계획 수립의 필요 영역
과 계획수립에 필요한 요소
학습

업무흐름 파악

고성과 인재의
Work Process 이해

산출물 분해를 통한
WBS작성 및 우선순위
분석 스킬 습득

4. 문서작성&보고스킬

3. 논리적 문제해결

Biz.Writing 기법과
Writing Communication
의 특성 이해

문제의 정의를 새롭게 이해
하고 시스템/분석적 사고를
통해 원인과 해결안 수립

리더 관점의 보고서 작성법
과 상사스타일에 맞는
보고 방법 이해

기획/문제해결
프로세스 핵심 스킬 습득

CoP 과제제출

사전/사후 진단

: LABS(러닝저니 플랫폼)를 통해 팀별 학습조직형태를
구축하여 실천과제 수행 및 서로의 노하우 공유

: 개인별/집단별 학습 성취도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 제시

[CoP 과제 #1]

[CoP 과제 #2]

[CoP 과제 #3]

[별첨] 신임실무자 러닝저니 오프라인 선택과정

교육내용
모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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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학습내용

강의

토의

실습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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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신임실무자 러닝저니 오프라인 선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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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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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학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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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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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신임실무자 러닝저니 오프라인 선택과정

교육내용
모듈명

4hr

주요학습내용

강의

토의

실습

사례연구

Why Hunet ? [Learning Journey Reference]
휴넷은 러닝저니 교육 과정 전문기관으로 국내 유수 기업이 휴넷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고객사 : S사

• 고객사 : A그룹

• 과정명 : 임원리더십 과정

• 과정명 : 팀장리더십,

• 대상 : S사 임원

• 기간 : 21.02~12

직무공통역량
• 대상 : 팀장급, 팀원
• 기간 : 20~22’

• 고객사 : H사

• 고객사 : D그룹

• 과정명 : 핵심인재 MBA

• 과정명 : 신입사원 연수

• 대상 : 사내 선발 핵심인재

• 대상 : 신입사원

• 기간 : 21.04~08

• 기간 : 21.08

Why Hunet ?
휴넷은 1999년 설립하여 콘텐츠 제작, 운영, 시스템 전반의 Edu-Tech 기술력을 확보한 우수 교육기관입니다.

Why Hunet ?
휴넷은 Workflow기반 HRD와 Digital Learning 방식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학습과 학습자를 더욱 가깝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Why Hunet ?
휴넷은 매년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신용평가등급을 유지해오고 있는 견실한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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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Hunet ?
휴넷은 전체 인력의 80%가 HRD전문가인 HRD전문조직입니다.

Why Hunet ?
다양한 산업/기업에서 매년 휴넷의 HRD 교육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