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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인노무사 2차 대비

노동법 GS0기
이지혜 노무사

통합 강의계획서

2022 이지혜 노동법 기초입문특강

강의 Concept 

 숲을 보는 노동법 – 기본서 이론 강의 
- 초심자를 대상으로, 도해/mapping을 통하여 노동법의 체계를 처음부터 바르게 잡아 나
갑니다. 
- 장님 코끼리 만지는듯한 쌩암기가 아니라,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이미지화에 
신경씁니다.  
** 두문자는 당연히 알려드리지만, 강의 목표는 “와닿고 납득가는”측면에 집중되어 있습니
다. 수강하시면서도 교재의 문구/ 판례의 법리중 납득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 기초적인 답안연습 과제를 통하여 다음 순환으로 연착륙합니다.

강의 일정

평일 주말 

일시 

9/6(월) – 10/14 (금)

매주 월~금 

※ 단,9.20~22 수업 X

9/12(일) - 12/12 (일)

매주 일요일 

시간 오전 09:30 ~ 오전 9:30~ 오후 5:30

강의 교재 ▪ 이지노동법 기본서 3판 (이지혜 편저/ fides) /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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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주말반의 차이 

 - 교재/ 두문자는 동일하되 평일반은 전업수험생 / 주말반은 직장인·재학생을 Target으로 

하며, Mission은 그 스케줄과 생활 패턴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 평일반 종료 후, 다음 과목의 0기수업과 병행하는 노동법 공부는 일주일에 4시간만 투

자한다는 생각으로, 매주 4시간 분량의 공부 과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추후 오픈, 참여

코드 코드 수업시간에 공개) 과 구글 드라이브로 챙겨드립니다 .

강의 특징 

 I. 고퀼러티 도해가 함께하는 PPT 수업 

 - 복잡한 법조문과 말이 긴 판례를 알기 쉽게 구조화하여 보여드립니다. 

 II. 수험 적합한 기본서 

 - 간명하고 명쾌한 서술로, 바로 실전 답안에 적용 가능한 기본서를 활용하여 수업합니다

 III. 자기 주도 복습이 가능한 이해/암기 Tool의 제공  
 

 - 이해: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오해하고 실수하는 부분들에 대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 이건 외우라고 드리는게 아니라 납득 가는데 활용하시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 암기: 두문자와 빈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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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초 답안작성연습/피드백을 통한 다음 순환 연착륙 

 - 오픈북으로, 간단한 사례문제는 풀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 강사의 직접 피드백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고, 0기를 전업으로 진행하는 만큼 Contact에 

   신경쓰려고 합니다. 

 - 수업 전후로 대면첨삭을 진행하며, 강의 종료 후 방학기간에 Zoom 이나 통화 멘토링을 

   진행 합니다. 

강의 진도표

회차 수업 내용

1 노동법 총론, 근로계약(1), 취업규칙의 작성

2 근로계약(2) 

3 취업규칙의 작성

4 취업규칙의 변경 

5  임금(1)

6 임금(2)

7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8 인사

9 징계

10 해고 

11 과도기적 근로계약관계/ 기업변동

12 기간제법(1)

13 기간제법(2)

14 파견법 산재법 

15 노동3권과 노동조합의 운영(1)

16 노동조합의 운영(2)

17 부당노동행위(1)

18 부당노동행위(2)

19 단체교섭

20 복수노조

21 조정 쟁의행위(1)

22 쟁의행위(2)

23 직장폐쇄

24 단체협약(1)

25 단체협약(2)

26 공무원과 교원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마지막 정리 

※ 세부 일정은 진도내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강사 개인 e-mail : ljhcpla@gmail.com

￭ 카카오톡 ID : fatcat (카카오톡 피드백이 조금 더 빠릅니다)

mailto:ljhcpl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