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Package]
지금 HR 리더와 실무자가 꼭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

1. 꽉 막힌 조직문화, 시원하게 뚫는 방법? 킹핀만 공략하면 답이 나온다!
조직문화 혁신, 결코 쉽지 않죠? 직원 전체의 마음가짐을 싹 다 변화시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거대한 변화를 시원하
게 해결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한 분들께 추천합니다.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4059

2. 성공하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조직문화 3가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하는 기업들의 문화는 기존과는 다릅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더 기민하게 대응하죠. 이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4284

3. 회사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꿔보고 싶은가? 세 가지를 챙겨라

큰 돈 들이지 않고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확인 해보시죠!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3450

4. 직원들이 알아서 척척 일하길 바란다면? 이것부터 해결하라!
직원들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일하길 원하시나요? 그런데 사실은 직원들의 주도성을 회사가 오히려 막고 있다는
데요.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3820

5. 인사 관리도 이제 구글처럼 빅데이터를 이용해라!

세계 최고의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는 구글은 인사관리에도 철저하게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4216

6. 목표를 눈 앞에 두고도 우왕좌왕하는 직원들, 돌진하게 하려면?
모든 회사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이루는 곳도 있고 못 이루는 곳도 있습니다. 못 이룬 회사 리더는 직원들의 무
능을 탓하죠. 그런데 이게 직원 문제가 아니라, 목표 그 자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4305

7. 능력 좋고 적응 빠른 맞춤 인재를 뽑고 싶다면?
시간 들여 사람 뽑았더니 정작 팀에 맞는 인재가 아니어서 고민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재를 뽑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3732

8. 인센티브는 주는 대로 받는 것? 직원들도 그 과정에 참여시켜라!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인센티브, 하지만 괜히 분란을 더 키울 수도 있는데요. 모두가 공정하다고 여길 만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3275

9. 개성이 제각각인 직원들, 어떻게 키워야 할까?
요즘 직원들 개개인의 특성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이들을 도매금으로 똑같이 키울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직원들의 유
형별로 맞춤형 육성 포인트가 다르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3603

10. 당신의 상사를 동료에게 추천하시겠습니까?

좋은 리더는 직원들을 잘 챙기며 성과도 잘 내는데요. 이런 리더가 가득한 회사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3797

11. 팀원들 인사평가, 공정하게 하려면? 5가지 오류를 피하라!

인사평가를 할 때, 평가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5가지 오류! 지금 살펴보세요!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3209

12. 핵심 인재가 바글바글한 회사로 만들고 싶다면? A급 인재 밀도를 높여라.
최고의 인재는 지키기 어렵죠? 다들 데려가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인재들로 회사를 빽빽하게 채워, 최고의 성과를
올린 곳이 있네요. 그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3830

13. 핵심인재에게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고 싶다? 두 가지 문제부터 해결하라!
핵심인재들이 다양한 업무경험을 쌓아 더 나은 리더로 거듭나기를 바라시나요? 하지만 이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유
가 뭘까요?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3462

14. 다들 떠나려고만 하는 험한 직종, 이직률을 줄이려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험한 직종은 사람들이 많이 떠날 수 밖에 없죠. 이직률을 낮추는 3가지 방법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3692

15. 신입사원의 이직률 낮추는 3가지 비법!

1년도 안돼서 이직을 결정하는 신입사원들 때문에 걱정이라면, 지금 확인하세요!
http://www.bizcuit.com/kr/contents/contents_view?ct_idx=3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