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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인노무사 2차 대비

노동법 GS0기
정덕창 노무사

주말반 강의계획서

2022 정덕창 노동법 기초입문특강

강의목표

1. 노동법 전반에 대한 기초이론 이해

2. 중요 노동판례에 대한 이해와 암기 : 판례 쓰기 연습  
3. 종합적 이해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 : Mini 사례연습  

강의 일정
기간 : 9/12(일) ~ 12/12(일), 총 26회 ※ 9.19(일) 휴강

시간 : 오전 9:30 – 13:00 / 오후 2:00 – 5:30  

강의 교재

※ 주교재

▪ 노동법 강의 제2판(주식회사 좋은책, 정덕창 편저)

※ 보충교재

▪ Mini 사례연습(유인물)

▪ 판례 쓰기연습(유인물)

강사 약력

▪ 제23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現) 정덕창 법무사 노무사 손해사정사 사무소 운영

現) 프라임법학원 노동법 전임

E-mail) a1b1c1d12000@hanmail.net

카카오톡) lawtax1004

팟빵) 정덕창 노무사의 노동법 공부방

mailto:a1b1c1d1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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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대상

￭ 공인노무사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1차 노동법 미수강생)
￭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강의만 수강하고 2차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수험생
￭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강의를 수강했지만 2차 시험을 보지 않은 수험생
￭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보았지만 아직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수험생
￭ 공인노무사 2차 시험에서 합격점에 가까운 점수를 취득했지만 내년 고득점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자하는 수험생

강의 진도표

회차 주말 수업 내용 기타

1회 9/12(오전) ※ 오리엔테이션
제1장 노동법 총론2회 9/12(오후)

3회 9/26(오전) 제2장 근기법 총칙, 제3장 근로계약
제4장 취업규칙
  제1절 취업규칙 일반 ∼ 제4절 동의의 방식 4회 9/26(오후)

5회 10/3(오전) 제4장 취업규칙
  제5절 불이익변경에 대해 유효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6장 임금

제1절 임금 일반6회 10/3(오후)
7회 10/10(오전) 제6장 임금

제2절 임금지급 4대 원칙 ∼ 제8절 퇴직금8회 10/10(오후)
9회 10/17(오전) 제7장 인사와 징계

제8장 기업변동
  제1절 기업변동 일반ㆍ합병10회 10/17(오후)

11회 10/24(오전) 제8장 기업변동
  제2절 영업양도 ∼ 제3절 분할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근로관계 종료사유 ∼ 제4절 해고시기의 제한12회 10/24(오후)
13회 10/31(오전)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5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제6절 부당해고와 관련된 법률문제
제10장 부당해고등 구제
제11장 비정규근로자14회 10/31(오후)

15회 11/7(오전) 제12장 업무상 재해
제13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 제4절 조합활동16회 11/7(오후)
17회 11/14(오전) 제13장 노동조합

제5절 노조전임자ㆍ근로시간면제자 - 제10절 조합원의 지위
제14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 일반 -제3절 인준투표제18회 11/14(오후)
19회 11/21(오전) 제14장 단체교섭

제4절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제6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15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 일반 -제6절 평화의무20회 11/21(오후)

21회 11/28(오전)
제15장 단체협약

제7절 인사권행사에 대한 합의 협의조항 -제11절 단체협약의 실효
제16장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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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11/28(오후) 제1절 쟁의행위 일반 - 제4절 쟁의행위 시기 절차의 정당성
제18장 노동쟁의 조정

23회 12/5(오전) 제16장 쟁의행위
제5절 쟁의행위 수단 방법의 정당성 - 제10절 사용자의 채용제한24회 12/5(오후)

25회 12/12(오전) 제17장 부당노동행위
26회 12/12(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