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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연수를 통한 교육편리성 향상

업무공백없이 PC 및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워크플레이스에서도 편리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이러닝연수를 운영하며, 최근 온라인 무료 공개교육 서비스(SME-MOOC)를 

런칭하여 신기술, 경영혁신 분야 지식콘텐츠를 마이크로러닝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경영교육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1982년 개원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산업교육 기관으로 중소기업의 

인적역량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재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는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은 37년간 150만명 이상 

중소기업인이 다녀간 “산업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온라인 기술교육 콘텐츠 최다 보유

기계설계, 전기전자, 뿌리산업 등 산업기반 기술교육을 자체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의 미래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스마트제조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회계·마케팅·인사·경영·외국어 등 핵심 직무교육을 제공합니다.

Total HRD 서비스 제공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관리를 위한 기업맞춤형 교육사이트(T-HRD)를 구축해 드리며 맞춤형 

과정설계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합교육 시간 단축 및 교육효과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플립러닝을 신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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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 우수한 콘텐츠 개발, 체계적 교육운영 및 학습관리를 

통하여 학습자의 역량 향상과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영역

연수신청, 과정수강, 평가응시, 

수료까지 교육과정의 원활한

학습관리 및 운영서비스

(약 1,000개 과정)

교육운영

비즈니스 방향 및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설계 및 교육운영

(이러닝, 플립러닝)

맞춤교육

중소기업 요구, 트랜드

변화에 맞춰 기술, 생산 품질,

직무 분야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콘텐츠 개발

교육신청부터 수료까지

체계적 학습관리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및 관리

(이러닝, 모바일, 공개무료교육, 

T-HRD)

교육플랫폼

원활한 

시스템 운영

교육성과

향상

체계적인

교육운영

우수한 

콘텐츠 보유

이러닝연수
(e-Learning)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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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arning Services for Improving Performance

기업교육 서비스

지식콘텐츠 무료제공

SME-MOOC

4차 산업혁명, 신산업·신기술, 경영혁신 분야 트랜드 이해를 위한 200여개의 

지식콘텐츠를 마이크로러닝 형태(10분이내)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에서 

즉시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기업별 맞춤형 교육사이트 구축

T-HRD System

기업별 맞춤형 교육사이트를 구축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신청, 교육수강, 학습관리가 

가능한 학습자 기능과 교육현황 및 통계관리가 가능한 교육담당자 기능을 제공해드립니다.

맞춤교육 설계·운영

Customizing

기업별 교육요구에 맞춰 비즈니스 성과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과정을 설계, 개발, 운영해 

드립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플립러닝 과정으로 제공됩니다.

학습촉진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Gamification

지식마일리지 Points

교육생의 지속적인 교육참여 촉진과 학습동기 유발을 위해 지식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합니다. 진도율, 학습성적, 평가제출, 후기작성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최다 

득점자를 매월 선정하여 상품을 제공해드립니다.

수강후기 우수자 Opinion

교육후 학습소감, 학습TIP 등에 대해 후기를 작성해주시면 분기별로 우수 작성자를 

선정하여 상품을 제공해드립니다. 

중진공 사업연계 교육 운영

Related Learning

내일채움공제사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금, 인력, 수출사업과 연계하여 무료연수, 

교육비 할인혜택을 제공해드립니다. 

비즈니스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마이크로러닝

• 기업 맞춤형 교육사이트 구축

• 학습자 및 교육담당자 통합 기능 제공

• 맞춤교육 설계 및 운영

비즈니스 성과향상을
위한 맞춤교육

•   지식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등

학습촉진 제도 운영

•   중진공 사업과 연계지원

학습효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운영

•   Small focus, 1 object, Just in time

• 10분 이내 짧은 영상콘텐츠

이러닝
기업교육
서비스

e-Learning Program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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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비즈외국어

교육과정 로드맵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데이터관리

자동화

MES

생산품질

제품공정개발

공정관리

현장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인사/총무

인사노무

HRD

총무

사내강사

재무/회계

회계

세무

재무

원가관리

영업/마케팅/무역

영업

무역

마케팅

채권관리

유통/구매/자재

유통관리

구매관리

물류관리

뿌리산업

열처리

주조

표면처리

금형

기계산업
기술공통

정밀측정

기계가공

전기전자
전기전자

센서

PLC

메카트로닉스

유공압
산업안전

산업안전

기계설계

CAD

Solidworks

Inventor

기하공차

CREO

도면해독

치공구

CATIA

영어

회화

리스닝

스피킹

토익

문법

비즈영어

오픽

독해

일본어

회화

문법

JLPT

중국어

회화

문법

비즈중국어

HSK

기타외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한국어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기타

정보통신/컴퓨터

C언어

Visual Basic

DB

모바일웹/앱

SQL

파이썬

정보보안

JAVA

스마트제조기술

경영일반

생산품질 직무역량향상

경영일반

경영전략

성과관리

성인지

윤리경영

의사결정

업무혁신

비즈니스스킬

기획력

문서작성

문제해결

커뮤니케이션

업무스킬

PM

협상

창의력

리더십

리더십일반

글로벌

여성

코칭

긍정

계층

사원

과/차장

팀장

대리

OA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워드

행복경영

마음관리

워라밸

휴테크

건강관리

자기계발

자기혁신

인문/교양

정보보안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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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부터 교육과정 수강, 평가, 교육종료까지 온라인을 통해 원스탑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후에는 12개월 간 복습을 제공합니다.

교육진행 프로세스

1. 수강신청

• 수강신청 및 교육비 납부

• 등록처리 및 학습일정 안내

3. 학습모니터링

•   학습진도율에 따른 학습자 

맞춤 독려(SMS, 이메일)

5. 교육종료

• 학습결과 분석

• 교육종료 보고

• 수료증 제공

2. 학습시작

• 온라인강좌 수강

• 학습문의 상담

•   학습지원도구 제공 

(학습자료, 용어사전 등)

4. 평가

• 시험/과제 제출

• 튜터 피드백 제공

• 모사답안 관리

6. 복습

• 교육종료 후 12개월 간 복습 가능

e-Learning Program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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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은 제조산업에 ICT를 결합하여 개별 공장의 설비(장비)·공정이 지능화되어 생산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생산 데이터·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활용되는 최적화된 생산운영 공장입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는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ICT융합기술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아카데미

바코드, 

RFID 등 활용, 

생산 실적 

실시간 

수집·관리,

불량 추적

바코드 

RFID 등  활용, 

생산 실적

실시간 

수집·관리,

불량 추적

PLC, 유무선

네트워크 등 활용,

관리 실시간

자동 제어

자동화된 설비,

시스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자율 생산

• 제품 시뮬레이션

• 개인별 맞춤형 제조

• 다품종 대량 생산 등

• 생산 실시간 모니터

• 생산 테이터 분석

• 에너지 최적화 등

• 실시간 자동 수발주

• 품질 정보 공유

• 제품 개발 협업 등

고도화
중간2

중간1
기초

스마트공장

과정구성

특장점

스마트공장 구축단계

분류 세부분류 과정명

스마트공장

추진전략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추진실무 •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 스마트공장의 이해(30문30답) • 제조를 혁신하다 스마트팩토리

공장설계 및 운영
•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생산공정 자동화 • 공정시뮬레이션을 통한 생산라인 최적화

• MES(제조실행시스템) 구축 실무 •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통신

ICT융합기술

빅데이터
• 빅데이터 쉽게 이해하기 •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 처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 R고 보면 쉬운 빅데이터 분석

• R프로그래밍, 하둡 등

사물인터넷 • 사물인터넷 기반 기술 이해와 사업화 전략 • 사물인터넷(IoT) NEXT 10년을 준비하라

인공지능
• 인공지능과 12가지 기술 모델 •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 비즈니스

• 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 처리 • 파이썬을 활용한 머신러닝, 딥러닝 기초

블록체인/자율차 등
• [책으로 만나는 혁명] 블록체인 혁명 • 전기차와 자율차가 만드는 미래 비즈니스

• 스마트 테크놀로지와 컨버전스 4.0 • 새로운 혁신의 시작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해
• [책으로 만나는 미래] 제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미래경영 인사이트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 전사원이 준비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 솔루션

스마트공장 및 

핵심기술 분야의 

교수, 현장전문가가 참여한 

실무 위주의 우수 콘텐츠

스마트공장 구축전략·

자동화·데이터수집·MES 등 

분야별 체계적인 과정 구성

빅데이터·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스마트공장 

및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ICT융합기술 과정 제공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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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 및 생산,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계설계 전문교육 콘텐츠

CAD, CATIA, Solidworks 등 실무경험이 많은 우수 교수진을 활용하고 실습 중심으로 개발하여 

현업적용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기계설계 아카데미

대표과정
CAD CATIA Solidworks

과정 로드맵

기초 실무 심화

• AutoCAD 2D도면작성(기초)

• SolidWorks 3차원설계(기초)

•   CREO 3차원설계 기본 

(Pro/ENGINEER)CAD

도면해독 

및 설계

가공 및 

사출

• 치공구 설계의 이해

•   알기쉽게 풀이한 도면 그리는 법  

보는 법

• 기하공차

• 공차설계기술

• CAE를 이용한 사출성형 해석

• PowerMILL을 이용한 CAM의 이해

• INVENTOR를 활용한 치공구 설계

• AutoCAD 기초에서 활용까지

• CATIA V5 기초 및 활용

• 기계제도 및 도면 해독

• AutoCAD 2D도면작성(심화)

• SolidWorks 3차원설계(심화)

• Creo(Pro/E) 3차원설계(심화)

•   CATIA V5를 이용한 최적설계 및 

가공실습(중급)

CREO 도면해독/작성 치공구

e-Learning Program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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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뿌리산업기술 콘텐츠 제공

뿌리기술(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에 대해 체계적인 기술 습득이 되도록 현장사례, 

실습, 실무중심 교육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뿌리기술 아카데미

과정 로드맵

기초 실무 심화

•   알기쉬운 금속기술 종합 

(재료, 가공, 도금)

• [모바일] 금속재료의 특성

•   알기쉬운 사출금형 

(도면에서 분해조립까지)

• [모바일] 열처리기술 개요

• [모바일] 강의 열처리기술

• [모바일] 철강재료의 특성 및 분류

• [모바일] 열처리품의 재료선정법

• [모바일] 상태도 해설

뿌리기술

열처리

•   알기쉬운 철강재료 선정기술 및 

응용실무

• (New)프레스 금형설계

• [모바일] 철강 열처리실무 I

• [모바일] 철강 열처리실무 I I

• [모바일] 질화 열처리

• [모바일] 진공 열처리

• [모바일] 진공침탄 열처리

• [모바일] 철강 열처리의 실제

• [모바일] 침탄 및 침탄·질화 열처리

• [모바일] 탄소강의 조직판독

• [모바일] 특수강의 조직판독

• [모바일] 합금강의 조직판독

• 금속열처리 조직해설 및 재료시험

• [모바일] 금속파손 분석기술

• 프레스가공불량 해석 및 대책기술

• 프레스성형 및불량대책

• [모바일] 프레스성형 및 불량대책

• 사출성형 트러블 대책 및 향상기술

•   [모바일] 사출성형 트러블 대책 및 

향상기술

• [모바일] 열처리 선정법

• 철강열처리 실무 및 조직판독 응용

• [모바일] 열처리 불량대책 사례

• [모바일] 열처리 불량분석기법

뿌리기술 분야 10년 이상 현장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 강사진의 이론, 현장사례, 실습 등 

체계적인 교육구성으로 교육효과 향상

특장점

• 뿌리기술 기초 및 실무역량 향상

• 소재·부품 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

• 생산현장 적용능력 향상

기대효과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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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직무 및 계층교육

직무역량 강화교육

계층교육

인사, 총무, 회계, 마케팅 등 기업현장에 필요한 핵심 직무교육

최신 분야별 트랜드를 반영한 신규과정으로 업데이트

비즈니스 성과 향상을 위한 직무역량 기반의 과정구성

1
2
3

• 인사노무

• 총무

• HRD

• 사내강사 육성

인사·총무

• 회계

• 재무관리, 재무제표

• 세무회계, 법인세

• 원가관리

• 금융지식

재무·회계

• 영업

• 마케팅, SNS마케팅

• 채권관리

• 무역실무

• 금융지식

영업·마케팅·무역

• 구매관리

• 물류관리

• 유통관리

• 자재관리

유통·구매·자재

• 임직원 산업안전교육

• 관리감독자 교육

• 중소기업 전용 산업안전

산업안전

전 임직원의 매니지먼트 역량 개발을 위한 “계층별 교육”

조직원의 계층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과 역량은 달라집니다. 저희 연수원은 직급별 역량강화를 위한 사원에서 

팀장까지 각 계층의 종합적인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층 추천과정

팀장 고급관리자

• Best Player - 팀리더 코치의 자격 • 팀워크로 승리하라

• 팀장 365일 - Top 퍼포먼스 팀장 리더십 • 부하를 성공하는 직장인으로 만드는 Successful 코칭

• Follow up! 인정받는 팀 리더의 액션 플랜

과·차장
중간관리자

초급관리자

• Best Player - 중간리더 캡틴의 자격 •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 Preparing for Leadership

• 신뢰받는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기본역량 • 초(중)급 관리자

대리 입사2-3년차
• [대리 성과강화스쿨] 미래 리더의 조건 • [대리 성과강화스쿨] 성과로 말하는 실무전문가

• 대리 역량마스터, 실무를 리드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되라!

사원 신입사원

• 배우Go! 성장하Go! 신입사원 최강훈련소 • 사원역량 향상과정 - 스마트한 업무스킬 마스터하기

• 신입사원 역량마스터 회사가 원하는 슈퍼루키가 되라 • 밀레니얼 리더 - 신입사원스쿨

• Best Player - 셀프리더 루키의 자격

e-Learning Program Guide

15



현업적용 방안 도출
학습자 중심의 협동학습

(하브루타·토론·롤플레잉)

• 사전학습 확인   • 보충 및 심화(1Day)

• 팀프로젝트, 토론활동 등

심층학습·현업적용 실행
도출된 BP 공유(LMS·이메일 등)

• In-Class 내용 파지

• 학습활동 정리 및 공유

• 기타 퀴즈, 시험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 

현업 성과 창출

기본지식 함양과 실무수행 역량 향상

업무공백 최소·교육효과 향상

진단을 통하여 집합교육시 학습내용 

난이도 및 요구사항 반영

온라인교육 기반으로 집합교육을 

연계하여 유기적인 교육 구성

질의응답 및 토론, 실습 등을 포함하여 

학습 효과 극대화

플립러닝은 이러닝을 선핵학습 단계에 실시하고 오프라인 심화학습(참여∙협동)을 통해 협업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교육입니다. 이러닝 학습으로 비용을 절감하여 오프라인 교육비중을 낮춤으로써 교육시간을 

단축하고 현장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있습니다.

플립러닝

교육운영 프로세스

대표과정

플립러닝
Flipped Learning

맞춤화

연계성

효과성

스마트공장 

추진역량 제고
• (이러닝) MES(제조실행시스템) 구축 실무

• (집합) 스마트공장 추진역량 제고 원데이클래스

재무회계 

마스터
• (이러닝) 쉽게 배우는 재무재표 분석

• (집합) 재무회계 원데이클래스

Pre-Class(사전교육) In-Class(집합교육) 1Day Class Post-Class(사후교육)

지식·이론 슥듭
이러닝/MOOC 활용(P/F로 집합교육 참여)

• 출발점 행동 진단

• 수업자료(이러닝) 제공

• 개별 질의응답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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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및 결제안내

수강신청 방법

교육비 결제안내

교육과정 수강안내

54321

이러닝 홈페이지 접속

http://cyber.kosmes.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회원가입시 기업명 조회가 

안될경우, 사업자등록증을 

팩스(031-490-1118) 

또는 이메일 (hongsoo@ 

kosmes.or.kr)로 송부

교육과정 선택

신청을 원하는 과정 및 

일자를 선택하여 

[수강신청] 버튼 클릭

신청정보 입력

회사 및 수강생 정보확인 

후 신청, 신청결과는 

마이페이지 [신청중인과정] 

메뉴에서 확인가능

교육비 납부

무통장 입금 

및 카드결제를 통해 

교육비 납부

수강신청은 익월과정을 매월말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예 : 4월 1일 수강을 원할 경우 3월 31일까지 신청)

무통장 

입금

카드결제

■   [마이페이지] - [신청중인과정] 메뉴에서 결제하고자 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카드결제 진행

■ 결제 후 [카드결제확인] 메뉴에서 영수증 출력가능

■ 결제 후 2일 이내 수납처리 및 수강등록 처리

■ 결제취소는 당일 자정까지 가능, 이후 취소 시 환불신청 필요

■ 연수원 입금계좌로 무통장 입금

• 계산서 발급을 위해 입금시 “회사명”으로 입금해야 하며, 개인신청자는 “신청자명”으로 입금

   • 은행 : 우리은행     • 예금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계좌번호 : 1005-002-378995

■ 입금내역은 2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수납처리 및 수강등록 처리

■ 수납처리 후 기업교육담당자 또는 개인신청자에게 이메일로 계산서 발급

신청·수강문의 : 031-490-1288          수납문의 : 031-490-1285

로그인후 [마이페이지]-

[수강중인과정] 메뉴에서 

수강할 과정의 “입장” 클릭

1

과정별 나의강의실에서 

[학습시작] 버튼 클릭하여 

순차적으로 학습진행

2

평가제출 및 설문조사 응시

3

참고도서 제공과정은 

교육시작일 3일전에 발송

4

[모바일] 과정은 

PC와 모바일 사이트에서 

수강 가능

5

e-Learning Program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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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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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제조기술

• 생산품질

• 직무

• 경영일반

• 비즈외국어

이러닝연수



         스마트제조기술

소분류 세부분류 과   정   명 기간 연수비 교재

스마트

공장
스마트공장

MES(제조실행시스템) 구축 실무 1개월 50,000

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생산라인 최적화 1개월 50,000

스마트공장 구축 및 추진실무(3월개강) 1개월 100,000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통신(3월개강) 1개월 100,000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생산공정 자동화(3월개강) 1개월 100,000 

ICT

융합

기술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미래경영 인사이트 1개월 90,000

[모바일]새로운 혁신의 시작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개월 50,000

[책으로 만나는 미래]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길 1개월 40,000

[책으로 만나는 미래] 제4차 산업혁명 1개월 40,000

4차 산업혁명 경영학-가상현실 불가능이 없는 새로운 세상 1개월 100,000

4차 산업혁명 경영학-인문학으로 보는 4차 산업혁명 1개월 90,00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1개월 90,000

전사원이 준비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 솔루션 1개월 75,000 제공

전사원이 함께하는 제4차산업혁명 1개월 40,000

[모바일][4차 산업혁명의 시작 기술]4차 산업혁명과 세계 동향 1개월 2,500

[모바일][4차 산업혁명의 시작 기술]4차 산업혁명과 평행 모델 1개월 2,500

[모바일][4차 산업혁명의 시작 기술]4차 산업혁명의 4단계 융합의 사례들 1개월 2,500

[모바일][4차 산업혁명의 시작 기술]4차 산업혁명의 재정의 1개월 2,500

[모바일][4차 산업혁명의 시작 기술]4차 산업혁명의 전세계 동향 1개월 2,500

[모바일][4차 산업혁명의 시작 기술]한국의 4차 산업혁명의 3대 문제 1개월 2,500

[모바일][4차 산업혁명의 시작 기술]한국의 4차 산업혁명의 대비 전략 1개월 2,500

빅데이터

R고보면 쉬운 빅데이터 분석 (기초) 1개월 130,000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3월개강) 1개월 100,000 

빅데이터 쉽게 이해하기 1개월 90,000

처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R 1개월 70,000

처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SQL 1개월 70,000

처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엑셀 1개월 70,000

인공지능

[모바일][4차 산업혁명의 시작 기술]인공지능과 12가지 기술 모델 1개월 2,500

[모바일]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 비즈니스 1개월 50,000

Machine Learning(머신러닝) 기초(파이썬 라이브러리 numpy pandas) 1개월 50,000

Machine Learning(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처리 Part.1 1개월 50,000

Machine Learning(머신러닝)을 위한 데이터처리 Part.2 1개월 70,000

파이썬을 활용한 Machine Learning(머신러닝) Deep Learning(딥러닝) 기초 Part.1 1개월 48,000

파이썬을 활용한 Machine Learning(머신러닝) Deep Learning(딥러닝) 기초 Part.2 1개월 48,000

로봇 센서기반 로봇 자율 주행 1개월 20,000

블록체인 [책으로 만나는 미래] 블록체인 혁명 1개월 40,000

사물인터넷 [Get it Trend] 사물인터넷(IoT) NEXT 10년을 준비하라 1개월 50,000

전기/자율차 4차 산업혁명 시대-전기차와 자율차가 만드는 미래 비즈니스 1개월 90,000

핵심기술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혁신기술과 경영전략 1개월 90,000

[모바일][비즈니스 트렌드] 인더스트리 4.0을 주목하라 1개월 40,000

[미래 인사이트] 변화를 꿰뚫어 보는 생각의 기술 1개월 70,000

[미래 인사이트] 비즈니스 미래지도 1개월 40,000

새로운 스마트 세상 디지털 컨버전스 4.0 1개월 56,000

새로운 혁신 스마트 테크놀로지와 컨버전스 4.0 1개월 88,000

생활의 혁신 스마트 테크놀로지 4.0 1개월 67,400 제공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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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개설 여부, 교육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사오니, 연수신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소분류 세부분류 과   정   명 기간 연수비 교재

기계

설계

CAD

[모바일] AutoCAD 기초에서 활용까지 1개월 60,000

AutoCAD 2D도면작성(기초) 1개월 60,000

AutoCAD 2D도면작성(심화) 1개월 50,000

AutoCAD 기초에서 활용까지 1개월 50,000

쉽게 따라하는 AutoCAD 2017 (한글) 3D 1개월 36,000

쉽게 따라하는 AutoCAD 2018 3D 한글 1개월 40,000

쉽게 따라하는 AutoCAD2015 한글 2D 1개월 50,000

쉽게 따라하는 AutoCAD2015 한글 3D 1개월 50,000

CAM PowerMILL을 이용한 CAM의 이해 2개월 30,000

CATIA
CATIA V5 기초 및 활용 1개월 50,000

CATIA V5를 이용한 최적설계 및 가공실습(중급) 2개월 30,000

CREO

CREO 3차원 설계 기본(Pro/ENGINEER) 1개월 60,000

Creo(Pro/E) 3차원설계(심화) 1개월 50,000

PTC Creo3.0 기초 다지기 1개월 56,000

Solidworks

Solidworks 3차원설계(기초) 1개월 50,000

Solidworks 3차원설계(심화) 1개월 50,000

SOLIDWORKS(솔리드웍스) 2015 기초 익히기 1개월 52,000

기하공차
공차설계기술 1개월 142,000

기하공차 1개월 33,000 제공

도면해독

기계제도 및 도면 해독 1개월 30,000

도면해독 및 작성법 1개월 50,000

도면해독 실무 기초 1개월 60,000

알기쉽게 풀이한 도면 그리는 법 보는 법 1개월 90,000 제공

치공구
치공구 설계의 이해 1개월 60,000

INVENTOR를 활용한 치공구 설계 1개월 30,000

기계

산업

기술공통
공학도를 위한 통계 1개월 20,000

실험계획법 1개월 20,000

기계가공 머시닝센터 가공실무(시뮬레이션) 2개월 50,000

정밀측정 정밀측정(일반) 1개월 60,000

뿌리

산업
열처리

[모바일] 강의 열처리기술 1개월 5,000

[모바일] 금속재료의 특성 1개월 5,000

[모바일] 금속파손 분석기술 1개월 5,000

[모바일] 상태도 해설 1개월 5,000

[모바일] 열처리 불량대책 사례 1개월 5,000

[모바일] 열처리 불량분석기법 1개월 5,000

[모바일] 열처리 선정법 1개월 5,000

[모바일] 열처리기술 개요 1개월 5,000

[모바일] 열처리품의 재료선정법 1개월 5,000

[모바일] 진공열처리 1개월 5,000

[모바일] 진공침탄 열처리 1개월 5,000

[모바일] 질화 열처리 1개월 5,000

[모바일] 철강 열처리실무 Ⅰ 1개월 5,000

[모바일] 철강 열처리실무 Ⅱ 1개월 5,000

[모바일] 철강 열처리의 실제 1개월 5,000

[모바일] 철강열처리 실무 및 조직판독 응용(종합) 1개월 70,000

[모바일] 철강재료의 특성 및 분류 1개월 5,000

e-Learning Program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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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세부분류 과   정   명 기간 연수비 교재

뿌리

산업

열처리

[모바일] 침탄 및 침탄 · 질화 열처리 1개월 5,000

[모바일] 탄소강의 조직판독 1개월 5,000

[모바일] 특수강의 조직판독 1개월 5,000

[모바일] 프레스성형 및 불량대책 1개월 60,000

[모바일] 합금강의 조직판독 1개월 5,000

금속열처리 조직해설 및 재료시험 1개월 60,000

금속재료 규격해설 및 철강특성의 이해(3월개강) 1개월 100,000 

알기쉬운 금속기술 종합(재료가공도금) 1개월 60,000

알기쉬운 철강재료 선정기술 및 응용실무 1개월 50,000

철강열처리 실무 및 조직판독 응용 1개월 60,000

금형

프레스 금형설계 1개월 20,000

알기쉬운 사출금형(도면에서 분해조립까지) 1개월 60,000

프레스가공불량 해석 및 대책기술 1개월 20,000

프레스성형 및 불량대책 1개월 50,000

주조 주조기술 기초 1개월 60,000

전기

전자

PLC

공장자동화를 위한 PLC활용기술 1개월 20,000

지멘스 PLC 기초 1개월 20,000

[모바일] PLC제어기초 1개월 60,000

PLC 제어기초 1개월 50,000

PLC 제어기초 및 실습(MELSEC) 1개월 60,000

시퀀스(PLC)/인버터 제어실무 2개월 50,000

인버터를 이용한 모터제어 및 에너지 저감기술 1개월 50,000

센서
센서입문 1개월 40,000

센서기술 1개월 30,000

전기전자

전기·전자 회로보는 법 1개월 60,000

전기전자 기초 1개월 60,000

회로기판 고장진단 및 수리기초 1개월 50,000

메카

트로닉스
유공압

공압제어 입문 1개월 50,000

유압제어 입문 1개월 50,000

자동화를 위한 유공압 제어 1개월 50,000

[모바일] 자동화를 위한 유공압 제어 1개월 60,000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전공정 1개월 30,000

반도체 후공정 1개월 30,000

화공/

환경
사출성형

[모바일] 사출성형 트러블 대책 및 향상기술 1개월 60,000

CAE를 이용한 사출성형 해석 1개월 60,000

사출성형 트러블 대책 및 향상기술 1개월 50,000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술(기초) 1개월 60,000

정보

통신/

컴퓨터

C언어

[ITⓔ코칭] 창의적 코딩을 위한 C프로그래밍 1개월 72,000

C++ 2017 제대로 배우기 - 기초 Part.1 1개월 60,000

C++ 2017 제대로 배우기 - 기초 Part.2 1개월 70,000

C언어 입문 1개월 59,000

Visual C++ 2013 (MFC) 제대로 배우기 1개월 30,000

HTML5 HTML5 마스터하기 1개월 30,000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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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개설 여부, 교육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사오니, 연수신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소분류 세부분류 과   정   명 기간 연수비 교재

정보

통신/

컴퓨터

JAVA

JAVA XML 프로그래밍 배우기 1개월 30,000

JAVA 배우기 Part 1(기본) 1개월 50,000

JAVA 배우기 Part 2(활용) 1개월 40,000

JAVA 배우기 Part 3(프로그래밍 예제) 1개월 30,000

Java기초 Basics1 1개월 30,000

Java기초 Basics2 1개월 30,000

모던 웹 개발을 위한 JAVA9 프로그래밍 1개월 96,000

NET프로그래밍 [ITⓔ코칭].NET 전문개발자를 위한 C#.NET 프로그래밍 1개월 70,000

Oracle Oracle (11g) 프로그래밍1 1개월 30,000

SQL

(HR)MS SQL 2014 제대로 배우기1 1개월 30,000

(HR)MS SQL 2014 제대로 배우기2 1개월 30,000

(HR)MS SQL 2014 제대로 배우기3 1개월 30,000

Visual Basic
Visual Basic 2015 프로그래밍 제대로 배우기 Part.1 1개월 30,000

Visual Basic 2015 프로그래밍 제대로 배우기 Part.2 1개월 30,000

데이터베이스
실습과 함께하는! 데이터베이스 MySQL편 1개월 96,000

실습과 함께하는! 데이터베이스 Oracle 12c 1개월 101,000

모바일웹

jQuery Mobile 제대로 배우기 Part.1 1개월 20,000

jQuery Mobile 제대로 배우기 Part.2 1개월 20,000

반응형 웹 제작 제대로하기 Part1 1개월 30,000

반응형 웹 제작 제대로하기 Part2 1개월 30,000

반응형 웹 제작 제대로하기 Part3 1개월 30,000

실무 jQuery 제대로하기 Part1 1개월 30,000

실무 jQuery 제대로하기 Part2 1개월 30,000

빅데이터

R 프로그래밍(빅데이터 분석) 제대로 배우기 Part.1 1개월 60,000

R 프로그래밍(빅데이터 분석) 제대로 배우기 Part.2 1개월 70,000

실습과 함께하는! 빅데이터 구축과 분석 실무(하둡) 1개월 51,000

앱개발

Android Studio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기초 익히기 1개월 28,000

Android Studio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제대로 배우기-활용 Part.1-1 1개월 50,000

Android Studio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제대로 배우기-활용 Part.1-2 1개월 44,000

Android Studio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제대로 배우기-활용 Part.2-1 1개월 50,000

Android Studio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제대로 배우기-활용 Part.2-2 1개월 44,000

Android Studio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제대로 배우기-기초Part1 1개월 66,000

Android Studio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제대로 배우기-기초Part2 1개월 74,000

Android Studio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제대로 배우기-기초Part3 1개월 74,000

iOS 프로그래밍(어플개발) 초급 익히기 1개월 62,000

실전 개발자를 위한 Spring Framework 1개월 105,000

정보보안
(보안) 전문가와 함께 배우는 알기 쉬운 정보보안 - 기초 1개월 50,000

초보자를 위한 정보 보안 및 해킹 방어 개론 1개월 50,000

클라우드 실전! 클라우드 개발을 위한 가상화 Docker 정복하기 1개월 42,000

파이썬

[ITⓔ코칭] 파이썬으로 배우는 실전 프로그래밍 1개월 72,000

안녕 파이썬(Python) 내 생애 첫 프로그래밍 1개월 80,000

파이썬을 이용한 자동화 스크립트 1개월 119,000

Photoshop

디지털 사진 편집(Photoshop CC활용) 1개월 50,000

모두의 포토샵 CC 1개월 90,000

포토샵 초보 탈출 이렇게 쉬워요 1개월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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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품질

소분류 세부분류 과   정   명 기간 연수비 교재

생산/

품질

생산관리

Smart 원가절감 비법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에 집중하라! 1개월 90,000

전략적 생산시스템의 최적설계 및 개선 노하우 1개월 36,000

생산관리 종합 1개월 60,000

알기쉬운 생산관리 1개월 30,000

공정관리

공정관리 1개월 30,000

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공정개선 기법 1개월 50,000

효율적인 공장운영을 위한 공장물류관리 핵심 포인트 1개월 36,000

[모바일] Visual Management와 공정개선 실행력 향상 1개월 5,000

[모바일] 공정개선과 생산성 향상 활동 1개월 5,000

[모바일] 공정관리 준비교체 제로 1개월 5,000

[모바일] 공정관리의 목표와 업무 범위 1개월 5,000

[모바일] 기업 경영활동과 현장관리 1개월 5,000

[모바일] 생산 LOSS 및 낭비의 개선 1개월 5,000

[모바일] 설비보전 1개월 5,000

[모바일] 작업 및 동작의 분석과 개선 1개월 5,000

[모바일] 품질개선을 위한 공정 품질관리 1개월 5,000

[모바일] 흐름공정 및 라인 발란스(LOB) 개선 1개월 5,000

제품/공정개발
고장모드 및 영향해석 1개월 20,000

FMEA(고장유형 및 영향분석) 실무(5차개정)(3월개강) 1개월 100,000 

품질관리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전략적 품질경영 1개월 60,000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종합적 품질관리(TQM) 1개월 82,000

[모바일]품질경영 개선 방안 1개월 25,000

[모바일]품질경영의 시스템 1개월 35,000

[모바일]품질경영의 핵심 1개월 20,000

IATF 16949 자동차품질경영시스템의 이해 1개월 160,000

쉽게 배우는 ISO/TS 16949 1개월 32,000

실무에서 바로쓰는 엑셀 품질관리 1개월 27,000

알기쉬운 품질관리 1개월 25,000

초일류 기업의 혁신비법 품질경영 1개월 90,000

품질보증(QA)의 기본! 현장표준화와 품질검사 1개월 36,000

현장

개선
현장관리

[생산전문가양성코스] 제조현장관리와 공정분석 1개월 72,000

[품질전문가양성코스] 현장표준화와 불량방지 1개월 72,000

Smart TPM 기법 자주보전 1등 기업의 노하우를 찾아라! 1개월 77,000

고장제로 불량제로를 위한 현장 혁신활동 1개월 30,000

기업생존을 위한 현장개선과 5S실천 1개월 50,000

분임조 문제해결 기법 1개월 25,000

불량제로 실천! 현장개선 프로세스 핵심 노하우 1개월 36,000

생산방식 혁신과 TPS 1개월 25,000

실전! 식스시그마 1개월 50,000

실전! 현장혁신 1개월 50,000

운전원에 의한 설비관리표준화 1개월 20,000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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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개설 여부, 교육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사오니, 연수신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직무

소분류 세부분류 과   정   명 기간 연수비 교재

경영

기획/

관리

기획력

[R&D전문가양성코스] R&D기획과 실행관리 1개월 72,000

[전략전문가양성코스] 프리미엄 전략경영 1개월 72,000

기획이 심플해지는 플래닝코드 1개월 110,000

창의적 문제해결 내 안의 아이디어를 춤추게 하라! 1개월 90,000

인사/

총무

인사노무

[HR전문가양성코스] 성과관리와 임금관리 1개월 72,000

[HR전문가양성코스] 자산관리와 행사지원관리 1개월 72,000

[모바일] 꼭 알아야 할 HR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준비 1개월 30,000

노사(勞使)가 함께 배우는 노동법 이야기 1개월 160,000 제공

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 1개월 100,000

경영핵심 마스터 - 꼭 알아야 할 HR 1개월 50,000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스토리텔링 인사노무관리 1개월 80,000

실전에 강해지는 인사노무 A to Z 1개월 90,000

핵심만 쏙! 주52시간 근무제와 HR의 변화 1개월 40,000

총무
生生 기업현장! 잘 나가는 경리들의 실무 엿보기 1개월 82,000

최고총무에게 배우는 총무실무 과정 1개월 80,000

HRD
[HR전문가양성코스] 교육훈련과 사내강사 1개월 72,000

HRD 실무전문가 과정 1개월 170,000

사내강사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사내강사의 모든 것 1개월 80,000

재무/

회계

재무

[모바일] 꼭 알아야 할 재무관리 - 기초개념 1개월 30,000

[모바일] 꼭 알아야 할 재무관리 - 자본의 조달과 운용의 핵심 1개월 30,000

[모바일]기업을 살리는 재무관리 첫걸음 1개월 40,000

[재무전문가양성코스] 재무관리와 경영분석 1개월 72,000

기업이 한 눈에 보이는 재무제표 분석 1개월 80,000

만화로 배우는 알기쉬운 경영기초-재무관리 1개월 77,000

사례중심의 재무회계실무 [재경관리사] 1개월 100,000 제공

쉽게 배우는 재무제표분석 1개월 80,000

엑셀로 배우는 알기쉬운 재무기초 1개월 77,000

재무회계기초! 회계정보를 알면 힘이 생긴다 1개월 72,000

재무회계의 정석 [회계관리1급] 1개월 100,000 제공

지금 당장 회계기초 공부하라! - 한달만에 재무제표 따라읽기 1개월 77,000

회계

전사원이 함께하는 회계원리 [회계관리2급] 1개월 100,000 제공

경영핵심 마스터 - 꼭 알아야 할 회계 1개월 50,000

기초부터 마스터하기(기업 회계 실무) 1개월 80,000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회계기초 1개월 80,000

하루 30분 생각이 트이는 회계기초 1개월 80,000

회계첫걸음 1개월 80,000

세무

사례중심의 세무회계실무[재경관리사] 1개월 100,000 제공

세무회계의 정석[회계관리1급] 1개월 100,000 제공

법인세계산서 작성실무 1개월 100,000 제공

직장인의 기본 상식! 세무회계 1개월 90,000

금융 스마트 사원이 알아야 할 금융지식 100가지 1개월 77,000

원가관리

관리자를 위한 원가계산실무 초급 1개월 25,000

관리자를 위한 원가관리 1개월 80,000

사례중심의 원가관리회계실무 [재경관리사] 1개월 100,000 제공

전사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원가회계 및 관리회계 1개월 120,000 제공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원가마인드 1개월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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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세부분류 과   정   명 기간 연수비 교재

영업/

마케팅/

무역

마케팅

[마케팅전문가양성코스] 마케팅 4P Mix 실행 Package 1개월 72,000

[마케팅전문가양성코스] 마케팅 분석과 STP 전략 1개월 72,000

만화로 배우는 알기쉬운 경영기초-마케팅 1개월 90,000

[모바일] 꼭 알아야 할 마케팅 - 전략수립 기초 1개월 30,000

[모바일]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시대 맥락을 팔아라 1개월 75,400 제공

[북러닝]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 1개월 39,000

경영핵심 마스터 - 꼭 알아야 할 경영전략 마케팅 1개월 90,000 제공

가치와 감동 그래서 명품이다 1개월 59,000 제공

좌충우돌 배우는 소비심리 마케팅의 感을 잡자! 1개월 82,000

[Get it Trend] 옴니채널과 O2O마케팅 1개월 50,000

GA(구글 애널리틱스)로 보는 마케팅 성과분석 1개월 40,000

고객을 유혹하는 콘텐츠마케팅 1개월 80,000

데이터로 고객을 읽는 마케팅 기법 그로스해킹 1개월 50,000

디지털 마케터를 위한 구글애널리틱스(GA) 1개월 70,000

인스타그램 마케팅 실전기법 1개월 50,000

페이스북 마케팅 실전기법 1개월 50,000

무역
[무역전문가양성코스] 무역계약과 수출입통관 1개월 72,000

ACE 핵심만 콕 찍어주는 무역실무 1개월 91,000

영업

[실적에 날개를 달아주는 스마트 세일즈 비기] 1개월 77,000 제공

[영업전문가양성코스] 영업기획과 영업활동관리 1개월 72,000

고객을 설득하는 아웃바운드 스킬 1개월 60,000

고객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세일즈 기초 1개월 80,000 제공

성과창출을 위한 영업력 향상 1개월 80,000 제공

영업 고수의 톡톡(Talk!Talk!) 터지는 아웃바운드 영업비법 1개월 72,000

영업의 신을 만드는 실전 세일즈 코칭 1개월 80,000

최강영업비법만 찍어주는 세일즈 코칭 1개월 90,000 제공

[모바일] 스마트 세상의 세일즈 성공비법 - 강화전략 1개월 35,000

[모바일][매력적인 감성 세일즈]고객발굴의 중요성과 방법론 1개월 3,500

[모바일][매력적인 감성 세일즈]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의 마음을 얻는 공감의 기술 1개월 3,500

[모바일][매력적인 감성 세일즈]고객을 행복하게 만드는 칭찬의 기술 1개월 3,500

[모바일][매력적인 감성 세일즈]고객의 마음빗장을 여는 세일즈 커뮤니케이션 스킬 1개월 3,500

[모바일][매력적인 감성 세일즈]고객의 마음을 공략하는 세일즈 커뮤니케이션 스킬 1개월 3,500

[모바일][매력적인 감성 세일즈]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날로그 감성 전략 1개월 3,500

[모바일][매력적인 감성 세일즈]고객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는 방법 1개월 3,500

[모바일][매력적인 감성 세일즈]성공하는 영업사원의 5가지 조건 1개월 3,500

[모바일][매력적인 감성 세일즈]세일즈 고수의 3가지 감성 기술 1개월 3,500

[모바일][매력적인 감성 세일즈]영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첫인상 메이킹 전략 1개월 3,500

채권관리

[영업전문가양성코스] 매출채권관리와 영업세무회계 1개월 72,000

실무에 초점 맞춘 매출채권 관리 1개월 50,000

탄탄한 기업의 원스탑 채권관리 클리닉 1개월 72,000

유통/

구매/

자재

구매관리

Smart 구매관리 기법 원가절감 1등 기업의 노하우를 찾아라! 1개월 72,000

구매담당자를 위한 협상의 10계명_IGM 협상스쿨 1개월 95,000

합리적 구매원가계산 및 절감 실행하기 1개월 36,000

[구매전문가양성코스] 구매원가절감 및 협력업체관리 1개월 72,000

자재관리
자재/재고의 혁신적 감축을 위한 공급망 관리 노하우 1개월 36,000

효과적인 자재관리 1개월 25,000

물류관리

[물류전문가양성코스] 물류비관리와 공장물류 1개월 72,000

[물류전문가양성코스] 자재재고관리와 물류개선 1개월 72,000

알기쉬운 물류실무 1개월 50,000

유통관리 Smart 유통관리 기법 매출 1등 기업의 노하우를 찾아라! 1개월 72,000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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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세부분류 과   정   명 기간 연수비 교재

산업

안전
산업안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도매유통업 1개월 40,000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서비스업 1개월 40,000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제조업 1개월 40,000

산업안전보건 기본교육(신규채용자 교육 ) 1개월 40,000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산업안전교육(3월개강) 1개월 무료

         경영일반

소분류 세부분류 과   정   명 기간 연수비 교재

경영

일반

경영전략

[모바일][비즈니스 인사이트] 사례로 만나는 전략적 사고 1개월 60,000

[모바일][트렌드 인사이트] 일상 속에서 진짜 트렌드를 찾아라 1개월 50,000

[모바일][트렌드 인사이트]라이프 트렌드로 읽는 비즈니스 기회 1개월 40,000

[모바일]온디맨드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 1개월 60,000

[책으로 만나는 미래]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1개월 40,000

[책으로 만나는 미래] 왜 다시 도요타인가? 1개월 40,000

[책으로 만나는 미래] 전략에 전략을 더하라 1개월 40,000

[모바일][4차 산업혁명 경제사회와 인문철학]4차 산업혁명과 거버넌스 1개월 2,500

[모바일][4차 산업혁명 경제사회와 인문철학]4차 산업혁명과 인문철학 1개월 2,500

[모바일][4차 산업혁명 경제사회와 인문철학]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위기의 검토 1개월 2,500

[모바일][4차 산업혁명 경제사회와 인문철학]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본질과 예측 1개월 2,500

[모바일][4차 산업혁명 경제사회와 인문철학]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 - 규제 1개월 2,500

[모바일][4차 산업혁명 경제사회와 인문철학]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 - 기술적 과제들 1개월 2,500

[모바일][4차 산업혁명 경제사회와 인문철학]분배의 문제 1개월 2,500

[모바일][4차 산업혁명 경제사회와 인문철학]인간의 새로운 진화 집단생명 1개월 2,500

[Get it Trend] UX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디자인하라 1개월 50,000

[모바일] 꼭 알아야 할 경영전략 - 전략실행 1개월 30,000

4차 산업혁명 차이나 파워 1개월 86,760 제공

KBS 초특급 프로젝트 다큐 - 100년의 기업 1개월 65,000

Work Brilliant : 이제 Smart 보다 Brilliant 해지기 1개월 90,000 제공

구글웨이! 구글의 조직모델 혁신과 경영전략 1개월 80,000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는 전략적 사고 1개월 36,000

퍼펙트스톰!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올라타라 1개월 36,000

업무혁신/성과

[핵심리더양성코스] 성과창출 리더십 1개월 80,000

SMART 조직을 만드는 매니저의 혁신적 업무 스킬 1개월 86,000

S급 인재 성과를 디자인하라 1개월 70,000

Work smart! 목표관리와 시간관리 1개월 36,000

단번에 OK를 부르는 최강 업무 노하우 1개월 100,000

업무실행력 향상을 위한 5대역량 실천가이드 1개월 100,000

의사결정

8가지 에피소드로 읽는 의사결정의 비밀 1개월 64,000

Smart Decision Making! 지혜로운 의사결정의 원칙과 기법 1개월 36,000

박재희 교수의 손자병법과 의사결정역량 1개월 77,000

창업 창업 가이드 쉽게 배우는 스타트업 1개월 69,800 제공

정보보안 생생정보Talk 아는 만큼 지키는 정보보안 1개월 42,000

윤리경영 [법정必수다] 책임감 있는 기업의 롱런메이트 윤리경영 1개월 42,000

성인지
[법정必수다] 성희롱예방 정보보안 1개월 56,000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통합 인권 교육 1개월 42,000

e-Learning Program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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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반 성인지
성희롱예방Toon 굿 오피스를 위한 성희롱예방교육 1개월 14,000
젠더감수성 성희롱 없는 건강한 일터 만들기(+성매매 성폭력 예방) 1개월 30,000

계층

교육

사원

Best Player - 셀프리더 루키의 자격 1개월 80,000

배우Go! 성장하Go! 신입사원 최강훈련소 1개월 82,000

사원역량 향상과정-스마트한 업무스킬 마스터하기 1개월 80,000 제공

신입사원 역량마스터 회사가 원하는 슈퍼루키가 되라 1개월 77,000

[밀레니얼 리더_신입사원스쿨] 업무스킬에 창의력을 더하다! 1개월 100,000

[밀레니얼 리더_신입사원스쿨] 열정에 몰입을 더하다! 1개월 80,000

대리

[대리성과강화스쿨] 미래 리더의 조건 1개월 80,000

[대리성과강화스쿨] 성과로 말하는 실무전문가 1개월 100,000

대리 역량마스터, 실무를 리드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되라! 1개월 77,000

과/차장

Best Player - 중간리더 캡틴의 자격 1개월 80,000

리더가 되기 위한 준비 Preparing for Leadership 1개월 70,000

신뢰받는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기본역량 1개월 84,000

초(중)급 관리자 1개월 25,000

팀장

Best Player - 팀리더 코치의 자격 1개월 80,000

Follow up! 인정받는 팀 리더의 액션 플랜 1개월 110,000

부하를 성공하는 직장인으로 만드는 Successful코칭 1개월 30,000

양준혁의 프로야구처럼 팀워크를 만들어라 1개월 72,000

팀워크로 승리하라 1개월 80,000

팀장 365일 - Top 퍼포먼스 팀장 리더십 1개월 63,000

리더십

글로벌리더십

[모바일][세계를 뒤흔든 차이나 리더]거꾸로 법칙 - 알리바바 그룹 회장 마윈 1개월 10,000

[모바일][세계를 뒤흔든 차이나 리더]엄친아의 무한도전 - 바이두 CEO 리엔훙 1개월 10,000

[모바일][세계를 뒤흔든 차이나 리더]인본주의 경영 - 하이얼 회장 장루이민 1개월 10,000

[모바일][세계를 뒤흔든 차이나 리더]전복적 혁신경영 - 샤오미 CEO 레이쥔 1개월 10,000

[모바일][세계를 뒤흔든 차이나 리더]혁신의 3바퀴 - 화웨이 회장 런정페이 1개월 10,000

[모바일][시장을 창조하는 마켓 리더]PR컨설턴트 에드워드 버네이즈 1개월 10,000

[모바일][시장을 창조하는 마켓 리더]나이키 CEO 마크 파커 1개월 10,000

[모바일][시장을 창조하는 마켓 리더]다이슨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 1개월 10,000

[모바일][시장을 창조하는 마켓 리더]세븐일레븐 스즈키 도시후미 1개월 10,000

[모바일][시장을 창조하는 마켓 리더]카피라이터 클로드 홉킨스 1개월 10,000

[모바일][혁신을 설계하는 글로벌 리더]레고 CEO 예르겐 비그 크누스토르프 1개월 10,000

[모바일][혁신을 설계하는 글로벌 리더]버진그룹 회장 리처드 브랜슨 1개월 10,000

[모바일][혁신을 설계하는 글로벌 리더]사우스웨스트항공 허브 캘러허 1개월 10,000

[모바일][혁신을 설계하는 글로벌 리더]테슬라CEO 엘론 머스크 1개월 10,000

[모바일][혁신을 설계하는 글로벌 리더]홀푸드마켓 CEO 존 매키 1개월 10,000

긍정리더십

[모바일] 강점리더십 - 네트워킹 스킬 강화 1개월 20,000

[모바일] 강점리더십 - 성과관리 스킬 강화 1개월 20,000

[모바일] 강점리더십 - 커뮤니케이션 스킬 강화 1개월 20,000

[모바일] 강점리더십 - 프로젝트 스킬 강화 1개월 20,000

[모바일] 강점리더십 - 회의 스킬 강화 1개월 20,000

공감! 성공 조직을 위한 긍정 심리 1개월 78,000

리더십일반

[The Leader] 성장의 노하우 정상에서 만난 장인들의 리더십 1개월 42,00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 기업가정신 1개월 50,000

Beyond Trouble 조직을 감동시키는 관계의 기술 1개월 82,000

감성리더십 1개월 40,000

기적의 리더십 최강 조직으로 이끄는 S급 리더로 거듭나라 1개월 100,000

김경일 교수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마음리더십 1개월 90,000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 리더십 스펙트럼의 비밀 1개월 80,000

대한민국 리더십 천년의 DNA 1개월 100,000
리더와 역사 그날에서 길을 찾다 1개월 97,900 제공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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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리더십일반

마그넷 리더십 1개월 30,000
밀레니얼 리더십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 1개월 75,000 제공

영화로 보는 리더십 1개월 60,000

영화로 보는 리더십2 1개월 90,000

[모바일]리더십 개요 1개월 15,000

[모바일]마음을 읽는 리더 1개월 15,000

[모바일]엔터테인먼트에서 배우는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1개월 50,000

[모바일]유대인 성공의 역사를 만든 비결 1개월 50,000

[모바일]인정할 줄 아는 리더 1개월 15,000

[모바일]조직을 움직이는 리더 1개월 15,000

[모바일]지혜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 1개월 18,000

조선왕조실록 500년 리더십 1개월 72,000

할리데이비슨 브랜드 로드 킹 1개월 40,000

[모바일][통섭의 지혜] 경영비책 36계 1개월 70,000

[모바일][통섭의 지혜] 군주론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라 1개월 70,000

[모바일][통섭의 지혜] 바둑으로 경영의 묘수를 찾다 1개월 40,000

[모바일][통섭의 지혜] 위인 진정한 리더가 되는 길 1개월 70,000

[모바일][통섭의 지혜] 전쟁에서 경영전략을 배우다 1개월 50,000

[모바일][통섭의 지혜] 정치 속 숨겨진 전략을 발견하다 1개월 60,000

[모바일][통찰의 숲] 정관정요 제왕을 만드는 15책 1개월 60,000

[역사+] 박경리의 토지 만화로 배우는 위기극복의 힘 1개월 100,000

[역사+] 조선의 명저 기행! 일과 삶의 해법을 구하다 1개월 110,000

여성리더십

[모바일][도전을 꿈꾸는 여성 리더] 더바디샵 창업자 애니타 로딕 1개월 10,000

[모바일][도전을 꿈꾸는 여성 리더] 메리케이 창업자 메리 케이 애쉬 1개월 10,000

[모바일][도전을 꿈꾸는 여성 리더] 부드러운 위기 관리자 - HP CEO 맥 휘트먼 1개월 10,000

[모바일][도전을 꿈꾸는 여성 리더] 페이스북 COO 셰릴 샌드버그 1개월 10,000

[모바일][도전을 꿈꾸는 여성 리더] 펩시코 CEO 인드라 누이 1개월 10,000

코칭

[직Lab] 배우면 바로 통하는 20가지 코칭 스킬 1개월 75,000 제공

멘토 리더십 1개월 40,000

행복한 소통을 만드는 리더의 기술 감성 코칭 1개월 72,000

비즈니스

스킬

4차산업혁명

[모바일][4차 산업혁명의 시대 4C 역량을 키워라]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 1개월 2,500

[모바일][4차 산업혁명의 시대 4C 역량을 키워라]의사소통 (Communication) 1개월 2,500

[모바일][4차 산업혁명의 시대 4C 역량을 키워라]창의성 (Creativity) 1개월 2,500

[모바일][4차 산업혁명의 시대 4C 역량을 키워라]협업 (Collaboration) 1개월 2,500

4차 산업혁명의 시대 4C 역량을 키워라 1개월 10,000

기획력

[모바일][[2]실전 기획 스킬 ]1페이지 보고서의 기본틀 5W2H1T 1개월 3,500

[모바일][[2]실전 기획 스킬 ]기획에 스토리 입히기 1개월 3,500

[모바일][[2]실전 기획 스킬 ]마인드맵을 활용해 보고서 목차 잡기 1개월 3,500

[모바일][[2]실전 기획 스킬 ]발표문서와 출력문서 1개월 3,500

[모바일][[2]실전 기획 스킬 ]보고의 리더십 1개월 3,500

[모바일][[2]실전 기획 스킬 ]서면보고와 구두보고 메일보고 1개월 3,500

[모바일][[2]실전 기획 스킬 ]실질적 이미지 트레이닝을 위한 3S 전략 1개월 3,500

[모바일][[2]실전 기획 스킬 ]원하는 자료를 빨리 찾아내는 검색스킬 1개월 3,500

[모바일][[2]실전 기획 스킬 ]회의 후 10분 안에 회의록 작성하기 1개월 3,500

[모바일][[2]실전 기획 스킬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이미지화 1개월 3,500

기획담당자 과정 - 다빈치에게 배우는 보고기획 1개월 100,000 제공

문서작성

[Work#] 한 장 보고서 핵심을 꿰뚫는 장표로 승부하라! 1개월 35,000

10명 중 9명이 틀리는 한글 맞춤법 1개월 87,600 제공

Work smart! 문서작성과 업무보고 1개월 36,000

일타강사 백승권의 업무용 문서 작성법 1개월 75,200 제공

컨펌을 부르는 매력적인 보고서 작성법 1개월 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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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스킬

문서작성

[모바일][[1]기획의 기본 ]1페이지 보고서로 핵심만 간결히 전달하라 1개월 3,500

[모바일][[1]기획의 기본 ]고객 중심 아이디어 발상법 1개월 3,500

[모바일][[1]기획의 기본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상황별 보고 방식 1개월 3,500

[모바일][[1]기획의 기본 ]문서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3가지 요소 1개월 3,500

[모바일][[1]기획의 기본 ]문서의 첫인상 점검하기 1개월 3,500

[모바일][[1]기획의 기본 ]보고와 발표 1개월 3,500

[모바일][[1]기획의 기본 ]숫자로 이야기하라 1개월 3,500

[모바일][[1]기획의 기본 ]올바른 문제정의를 위한 5WHY 1개월 3,500

[모바일][[1]기획의 기본 ]완벽한 기획의 필수관문 중간보고 1개월 3,500

[모바일][[1]기획의 기본 ]피라미드 라이팅과 PREP 1개월 3,500

문제해결

[모바일]유능한 문제해결자의 조건 1개월 20,000

[직Lab] 복잡한 업무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20가지 솔루션 1개월 74,700 제공

No problem! 쉽게 풀어보는 문제해결 마인드와 스킬 1개월 80,000

일 잘하는 조건 전략적 분석을 통한 문제해결 1개월 56,000

업무스킬

(하루 10분) 업무력 2배 높이는 습관 만들기 1개월 48,000

[직Lab] 20문20답 베이직 워크스킬 1개월 64,000

분석의 힘! 핵심 경쟁력을 위한 정보관리 노하우 1개월 77,000

최고의 성과를 이끄는 기적의 업무력 1개월 56,000

창의력

[모바일]감각으로 사고하라 센스메이킹 1개월 40,000

[직Lab] 혁신적 통합사고 디자인씽킹 20 1개월 64,000

[책으로 만나는 미래] 인지니어스 1개월 40,000

셜록처럼! 하루 30분 관찰력 트레이닝 1개월 72,000

스타 예능 PD 7인의 창의적으로 일하는 법 1개월 90,600 제공

오무라이스 잼잼에서 배우는 창의적 사고와 아이디어 1개월 110,000

커뮤니케이션

[모바일]대통령에게 배우는 설득과 소통의 법칙 리더의 말하기 1개월 50,000

[모바일]성공을 부르는 비즈니스 스피치 1개월 60,000

[커뮤니케이션 멘토링] 말에 가치를 더하는 스토리텔링 1개월 70,000

[커뮤니케이션 멘토링] 자신감을 더하는 스피치 1개월 70,000

4차 산업시대의 융합 커뮤니케이션 1개월 40,000

마음을 얻는 소통의 심리학 1개월 50,000

세계가 감동하는 TED 프레젠테이션 1개월 65,000 제공

소통의 핵심 기술 경청 효과 1개월 80,000

아나운서 정용실의 공감 언어 소통의 대화법 1개월 74,600 제공

영어 프레젠테이션 솔루션 1개월 74,920 제공

이숙영의 맛있는 대화법 1개월 40,000 제공

임유정의 스피치 트레이닝 Before After 1개월 75,000

회의의 달인이 되는 최강 회의법 1개월 86,000

업무보고

보고의 달인이 되는 최강 보고법 1개월 80,000

상사에게 인정받는 보고 커뮤니케이션 1개월 64,000

신속 정확 간결하게 요약보고하기 1개월 30,000

성공 보고의 끝판왕 스토리텔링 보고의 모든 것 1개월 77,000

프로젝트관리

[직Lab] 20가지 상황으로 배우는 프로젝트 관리 1개월 64,000

프로젝트 리스크 매니지먼트 1개월 80,000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리더십(PM의 Hard 스킬과 Soft 스킬) 1개월 80,000

협상

No를 Yes로 바꾸는 협상 1개월 40,000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실전 협상 스킬 1개월 90,000

이준석의 설득법 1개월 60,000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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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만족

(CS)

고객만족

감정노동자의 자존감을 높이는 행복 CS스킬 1개월 60,000

고객 가치를 디자인하는 감성 CS 1개월 77,000

고객감동 친절서비스와 비즈니스 매너 1개월 36,000

최강 CS 소통법 고객과의 그린라이트를 켜라! 1개월 72,000

화난 고객과 쿨~하게 소통하기 1개월 70,000

OA

엑셀

[Must Know] 엑셀 2007 통합과정 1개월 85,000

[오단기 엑셀 2013] 데이터 분석편_늘 보던 숫자 멋진 정보가 되다! 1개월 50,000

[오단기 엑셀 2013] 데이터 시각화편_늘 보던 숫자 멋진 차트가 되다! 1개월 50,000

[오단기 엑셀 2013] 데이터 정리편_늘 보던 숫자 멋진 자료가 되다! 1개월 50,000

[오단기 엑셀 2013] 핵심 꿀팁편_늘 보던 엑셀 멋진 날개를 달다! 1개월 50,000

I Love Excel 2013 1개월 65,000

MS Excel 2016 기초 익히기 1개월 52,000

기초부터 하나씩 엑셀파워포인트2007 1개월 70,000

달인되기 프로젝트! 엑셀 2007! 1개월 90,000

쉽고 빠르게 익히는 Excel 2016 1개월 77,000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엑셀 실무 함수1 1개월 55,000

엑셀2007 완전정복 1개월 77,000

좌충우돌 Excel 2010 Master 1개월 80,000

직장인을 위한 실무 엑셀 2016 - 데이터 분석 실전 1개월 80,000

직장인을 위한 실무 엑셀 2016 - 데이터 분석 입문 1개월 80,000

직장인의 자격 엑셀 2010 1개월 50,000

프로직장인을 위한 엑셀2010 종결자 되기! 1개월 80,000

엑세스 MS Access 2016 기초 익히기 1개월 50,000

워드

[오단기 워드 2013] 핵심 꿀팁편_늘 보던 워드 멋진 날개를 달다! 1개월 50,000

[오단기 워드2013] 실전 문서편_늘 보던 자료 멋진 보고서가 되다! 1개월 50,000

MS Word 2016 기초 익히기 1개월 30,000

쉽고 빠르게 익히는 Word 2016 1개월 77,000

파워포인트

[오단기 파워포인트 2013] 슬라이드 디자인편_늘 보던 문서 멋진 비주얼이 되다! 1개월 50,000

[오단기 파워포인트 2013] 슬라이드 연출편_늘 보던 문서 멋진 스토리가 되다! 1개월 50,000

[오단기 파워포인트 2013] 핵심 꿀팁편_늘 보던 파워포인트 멋진 날개를 달다! 1개월 50,000

I Love PowerPoint 2013 1개월 65,000

MS PowerPoint 2016 기초 익히기 1개월 50,000

달인되기 프로젝트! 파워포인트 2007 1개월 90,000

쉽고 빠르게 익히는 PowerPoint 2013 실무 스킬 1개월 77,000

쉽고 빠르게 익히는 PowerPoint 2016 1개월 77,000

직장인을 위한 파워포인트 실무 스킬 1개월 55,000

한글 한컴오피스 (한글2014) 1개월 50,000

경영

일반
자기혁신

[Work#] 시간 관리의 기술 쫓기지 말고 흐름을 주도하라! 1개월 35,000

[베스트셀러 저자특강] 삶을 바꾸는 메모의 기술 1개월 67,000 제공

생각정리스킬 1개월 76,000

[북콘서트] 인생을 바꾸는 커리어 멘토링 1개월 70,000

[어쩌다 직장인] 일을 잘하기 위한 8가지 원리 일취월장 1개월 100,000

[책으로 만나는 미래] 1등의 습관 1개월 40,000

[책으로 만나는 미래] 그릿(Grit) 1개월 40,000

[책으로 만나는 미래] 사피엔스 1개월 40,000

[팔색쇼] 좋아요를 부르는 오피스룩 스타일링 1개월 49,000

[모바일]열두 가지 매력의 정석 1개월 14,000

이미지 코칭 외모는 자존감이다 1개월 60,000

케미의 심리학 대인관계에 그린라이트를 켜라! 1개월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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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일반
인문/교양

예술 역사를 만들다 1개월 78,000 제공

창조적 협업 인문에서 답을 얻다 1개월 80,880 제공

굿 라이프를 위한 직장인 퇴직연금교육 1개월 14,000

하루 10분 직장인 인문학 1개월 40,000

스마트한 월급 재테크 30일 트레이닝 1개월 62,800 제공

행복

경영

마음관리

[Work#] 스트레스 관리의 기술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 1개월 35,000

[어쩌다 직장인] 소설가 김진명의 인생 특강 - 내면의 힘 1개월 60,000

김미경의 힐링톡톡(TALK TALK) 자존감을 높이는 긍정 메시지 1개월 77,000

김창옥의 포프리쇼 나를 끌어안는 치유 1개월 28,000

김창옥의 포프리쇼 당당한 하루를 사는 열정 1개월 28,000

김창옥의 포프리쇼 멋있는 삶을 위한 변화 1개월 28,000

김창옥의 포프리쇼 소중한 나를 위한 희망 1개월 28,000

김창옥의 포프리쇼 인생을 바꾸는 성찰 1개월 28,000

내면의 지혜와 힘을 깨우는 마음챙김(3월개강) 1개월 50,000

니체씨의 발칙한 출근길 1개월 74,500 제공

성공에너지 회복탄력성 1개월 53,000

속마음 특강! 어쩌다 어른 김경일교수의 직장 人사이드 1개월 100,000

어쩌다 직장인을 위한 걱정 해결 솔루션 1개월 74,000

여행작가 이지상의 행복으로 가는 길 1개월 70,000

워라밸 심리상담 트라우마 치유하기 1개월 62,960 제공

일상 드로잉 나를 찾는 그림 그리기 1개월 67,000 제공

출근길 명화 감상 긍정 에너지를 얻다 1개월 59,400 제공

허영만의 힐링 스토리 커피 한 잔으로 배우는 직장인 성장기 1개월 117,000 제공

건강관리
[팔색쇼] 지친 내 몸을 살리는 동의보감 건강법 1개월 70,000

행복해지는 힐링타임 오감테라피 1개월 48,000

워라밸

오은영 박사의 워킹맘 육아 희망교실 1개월 67,500 제공

오은영 박사의 행복한 부모를 위한 우리 아이 감정코칭 1개월 51,000 제공

오은영 박사의 행복한 부모를 위한 우리 아이 행동코칭 1개월 51,000 제공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법 1개월 50,000

직장인 휴테크 스마트한 여행의 기술 1개월 66,800 제공

        비즈외국어

소분류 세부분류 과   정   명 기간 연수비 교재

영어 회화

[모바일]스낵영어_5분으로 마스터하는 소리영어 1개월 60,000

[모바일]스낵영어_기본동사로 할 말은 한다 1개월 60,000

[모바일]스낵영어_기초표현영어 이럴 땐 이렇게! 1개월 60,000

[모바일]스낵영어_단어짝꿍만 알면 쉽게 말한다 1개월 60,000

[모바일]스낵영어_스토리로 풀리는 쉬운 영작문 1개월 60,000

[모바일]스낵영어_시사어휘가 말하기 실력을 키운다 [비즈/경제편] 1개월 50,000

[모바일]스낵영어_시사어휘가 말하기 실력을 키운다 [사회/문화편] 1개월 50,000

[모바일]스낵영어_아는 문법으로 초급회화하기 1개월 60,000

[모바일]스낵영어_이미지맵핑으로 기억하는 영어 1개월 60,000

[모바일]스낵영어_입이 열리는 왕기초문법 1개월 60,000

[모바일]스낵영어_제대로 발음하는 영어: 제.발.영 1개월 60,000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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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개설 여부, 교육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사오니, 연수신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소분류 세부분류 과   정   명 기간 연수비 교재

영어

회화

[모바일]스낵영어_초보도 Native처럼! 1개월 60,000

[모바일]스낵영어_초보자도 할 말은 한다! 시시콜콜 생활밀착영어 1개월 60,000

PAGODA 원어민회화 SLE 1 1개월 55,000 제공

PAGODA 원어민회화 SLE 2 1개월 55,000 제공

PAGODA 원어민회화 SLE 3 1개월 50,000 제공

리듬 타는 영어회화 1 1개월 40,000

리듬 타는 영어회화 2 1개월 40,000

패턴영어회화 SPY 초급 1 1개월 54,000 제공

패턴영어회화 SPY 초급 2 1개월 54,000 제공

패턴영어회화 SPY 중급 1 1개월 54,000 제공

패턴영어회화 SPY 중급 2 1개월 54,000 제공

PAGODA 기초회화 I can speak 1 1개월 53,000 제공

PAGODA 기초회화 I can speak 2 1개월 53,000 제공

PAGODA 기초회화 I can speak 3 1개월 53,000 제공

자주 쓰는 우리말 표현 살아있는 영어로 말하기 1개월 50,000

비즈니스

[모바일]스낵Biz영어_영문서 꿀팁! 1개월 50,000

[모바일]스낵Biz영어_커뮤니케이션 꿀팁! 1개월 50,000

10일만에 바로잡는 Biz Writing 1개월 40,000

BASIC BUSINESS ENGLISH 1개월 53,500 제공

Business Email Writing with Shane 1개월 40,000

Business Free Talking (1/2) 1개월 53,500 제공

Core Skills for Business - Emails 1개월 45,000 제공

비즈니스가 쉬워지는 Biz E-mail 1개월 40,000

시드니의 리얼오피스 꿀잼영어 1개월 40,000

실전! Business Trip Simulation 1개월 50,000

독해

Reading 날리기 1개월 40,000

Reading 쉽어먹기 1개월 40,000

Reading 트레이닝하기 1개월 40,000

리스닝
왕초보 영어 청취 1개월 40,000

입이 열리는 영어 청취 1개월 40,000

문법

Grammar in Use Intermediate step1 1개월 59,000 제공

Grammar in Use Intermediate step2 1개월 40,000

Basic Grammar in Use step1 1개월 59,000 제공

Basic Grammar in Use step2 1개월 40,000

켈리′s 올킬영어 기초문법회화 1개월 40,000

오픽

오픽의 신 이현석/김소라의 IH~AL 완전정복 [최신 개정판] (1) 1개월 40,000

오픽의 신 이현석/김소라의 IH~AL 완전정복 [최신 개정판] (2) 1개월 40,000

오픽의 신 이현석/김소라의 IL~IM1 공략 [최신 개정판] 1개월 40,000

오픽의 신 이현석/김소라의 IM2~IM3 완전정복 [최신 개정판] 1개월 40,000

파고다 New OPIc IM 보장 1개월 57,000 제공

토익

(급상승토익) ABC만 알아도 되는 500+ LC 1개월 40,000

ETS TOEIC®토익 단기 공략 600+ 1개월 55,800 제공

미친토익 600+ 넘기기 step 1 1개월 40,000

미친토익 600+ 넘기기 step 2 1개월 40,000

(신토익)(두남자토익) YBM 스타트 토익 LC 1개월 53,000 제공

(신토익)(두남자토익) YBM 스타트 토익 RC 1개월 53,000 제공

(신토익)(윤지성)단숨에 800 돌파하는 실전핵심 LC 1개월 55,000 제공

(신토익)(윤지성)점수로 직결되는 토익 900 비법 LC 1개월 40,000

e-Learning Program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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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세부분류 과   정   명 기간 연수비 교재

영어 토익

(신토익)(초초강추)단숨에 800 돌파하는 실전핵심 RC 1개월 55,000 제공

(신토익)(초초강추)점수로 직결되는 토익 900 비법 RC 1개월 40,000

English 900 초급 (1/2) 1개월 53,000 제공

English 900 초급 (2/2) 1개월 40,000

English 900 중급 (1/2) 1개월 53,000 제공

English 900 중급 (2/2) 1개월 40,000

English 900 고급 (1/2) 1개월 53,000 제공

English 900 고급 (2/2) 1개월 40,000

(짱팍) 실전토익 LC 1000 (Test 12) 1개월 55,000 제공

(짱팍) 실전토익 RC 1000 (Test 12) 1개월 55,000 제공

[신토익] [박혜원] YBM 전략토익 LC 1개월 55,000 제공

[신토익] [박혜원] YBM 전략토익 RC 1개월 55,000 제공

No.1 토익스피킹 Lv.5-6 1개월 40,000

One Point 토익스피킹 LV.7-8 1개월 40,000

토스 홀릭 Basic 2주 완성 1개월 40,000

토스의 신 김소라의 Lv.5 공략 1개월 40,000

토스의 신 이현석/김소라의 Lv.7 공략[최신개정판](1) 1개월 40,000

토스의 신 이현석/김소라의 Lv.7 공략[최신개정판](2) 1개월 40,000

토스의 신 이현석의 Lv.6 공략[최신개정판](1) 1개월 40,000

토스의 신 이현석의 Lv.6 공략[최신개정판](2) 1개월 40,000

일본어

회화

YBM 스피드 일본어 1 1개월 53,000 제공

YBM 스피드 일본어 2 1개월 53,000 제공

YBM 스피드 일본어 3 1개월 53,000 제공

YBM 스피드 일본어 4 1개월 53,000 제공

베이시스 일본어 1 1개월 54,000 제공

베이시스 일본어 2 1개월 54,000 제공

스쿠스쿠 일본어 기초 1 1개월 54,000 제공

스쿠스쿠 일본어 기초 2 1개월 54,000 제공

스쿠스쿠 일본어 기초 3 1개월 54,000 제공

스쿠스쿠 일본어 기초 4 1개월 54,000 제공

스쿠스쿠 일본어 독학 스텝업 1개월 54,000 제공

스쿠스쿠 일본어 독학 첫걸음 1개월 54,000 제공

스쿠스쿠 일본어 회화 기초편 1 1개월 50,000 제공

스쿠스쿠 일본어 회화 기초편 2 1개월 50,000 제공

스쿠스쿠 일본어 회화 응용편 1 1개월 51,000 제공

스쿠스쿠 일본어 회화 응용편 2 1개월 51,000 제공

문법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독학 일본어 문법 1개월 53,000

스쿠스쿠 일본어 문법완성 1 1개월 52,000 제공

스쿠스쿠 일본어 문법완성 2 1개월 52,000 제공

JLPT

JLPT N1 족집게 특강 1개월 40,000

JLPT N2 족집게 특강 1개월 40,000

JLPT N3 족집게 특강 1개월 40,000

JLPT N3 청해 속전속결 1개월 51,000 제공

일단 합격! JLPT N1 실전모의고사(1/2) 1개월 58,000 제공

일단 합격! JLPT N1 실전모의고사(2/2) 1개월 40,000

일단 합격! JLPT N2 실전모의고사(1/2) 1개월 58,000 제공

일단 합격! JLPT N2 실전모의고사(2/2) 1개월 40,000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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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개설 여부, 교육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사오니, 연수신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소분류 세부분류 과   정   명 기간 연수비 교재

중국어

회화

30일에 끝내는 어휘 톡톡 (1/2) 1개월 40,000

30일에 끝내는 어휘 톡톡 (2/2) 1개월 40,000

베이시스 중국어 1 1개월 54,000 제공

베이시스 중국어 2 1개월 54,000 제공

티엔티엔 중국어 기초 1 1개월 55,000 제공

티엔티엔 중국어 기초 2 1개월 55,000 제공

티엔티엔 중국어 초급회화 1 (상) 1개월 54,000 제공

티엔티엔 중국어 초급회화 1 (하) 1개월 40,000

티엔티엔 중국어 초급회화 2 (상) 1개월 54,000 제공

티엔티엔 중국어 초급회화 2 (하) 1개월 40,000

하오톡 중국어 1 1개월 55,000 제공

하오톡 중국어 2 1개월 55,000 제공

하오톡 중국어 3 (1/2) 1개월 55,000 제공

하오톡 중국어 3 (2/2) 1개월 40,000

문법

말이 터지는 중국어 어법 1개월 40,000

문장이 써지는 중국어 어법 (1/2) 1개월 56,800 제공

문장이 써지는 중국어 어법 (2/2) 1개월 40,000

비즈중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고급 - 중국파견편 1개월 40,000

비즈니스 중국어 중급 - 중국출장편 1개월 40,000

비즈니스 중국어 초급 - 신입사원편 1개월 40,000

HSK

HSK 3급 실전문제풀이 1개월 40,000

HSK 4급 독해 벼락치기 1개월 40,000

HSK 5급 독해 벼락치기 1개월 40,000

HSK 기초어법 마스터 1개월 40,000

파고다 HSK 3급 (독해) 1개월 62,000 제공

파고다 HSK 3급 (쓰기) 1개월 40,000

파고다 HSK 4급 종합반(독해) 1개월 62,000 제공

파고다 HSK 4급 종합반(듣기) 1개월 40,000

파고다 HSK 4급 종합반(쓰기) 1개월 40,000

TSC TSC 첫걸음 떼기 1개월 40,000

한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직원 대상 한국어 교육 1개월 100,000

중국어 직원 대상 한국어 교육 1개월 100,000

영어 직원 대상 한국어 교육 1개월 100,000

기타 직원 대상 한국어 교육 1개월 100,000

기타

외국어

베트남어
씬짜오 베트남어 첫걸음 1개월 50,000

씬짜오 베트남어 회화 초급 1개월 50,000

인도네시아어

내게는 특별한 인도네시아어를 부탁해 1개월 50,000

스망앗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어 1개월 50,000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 회화 초급 1개월 60,000

엑시또스 비즈니스 스페인어 회화 1개월 50,000

러시아어
쁘리벳 초급 러시아어 1개월 50,000

하라쇼 비즈니스 러시아어 1개월 50,000

스페인어
내게는 특별한 스페인어를 부탁해 1개월 50,000

올라 스페인어 회화 초급 1개월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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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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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E-MOOC 소개

• SME-MOOC 신청방법

• 기술

• 경영직무

• 창업/CEO

SME-MOOC



*   과정개설여부, 콘텐츠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mooc.kosmes.or.kr)

SME–MOOC 소개

SME-MOOC 안내

SME-MOOC 교육특징

주요 과정안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는 중소기업 임직원이 교육비용 및 시간, 업무공백의 부담 

없이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7년 4월 1일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교육 서비스(SME-

MOOC)를 개시하였습니다.

•��SME-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강인원의 제한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무료 온라인 공개교육 서비스입니다. 기술, 직무, 수출, CEO 등 다양한 

분야의 177개 과정을 제공하며, PC 및 모바일을 통하여 수강 가능 합니다

교육비용 
무료

신청 즉시 
수강가능

종료 후 
복습기간 제공 

(1개월)

수료기준 
충족 시 

수료증 발급

PC 및 
모바일기기 
학습가능

글로벌  
수출역량강화

무역기초, 해외마케팅, 글로벌시장 
네이밍, 중국/중동/코셔/할랄수출 
전략 등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교육

CEO 아카데미

중소기업 CEO에게 필요한 리더십, 
인재경영, 마케팅, 소통, 협상 등의 
필수적인 경영기법 교육

세계 경영혁신  
트렌드

글로벌 기업의 경영혁신 트렌드 및 
이슈에 대한 교육

성과공유 경영기법

중소기업 CEO를 위한 
선진 경영기법인 성과공유 
기법에 대한 교육

신산업·신기술  
트렌드

스마트공장, 3D프린팅,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VR, 자율주행 
자동차, 클라우드 등 미래 신산업 및 
신기술 트렌드에 대한 교육

창업 아카데미

창업 기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인재채용, 마케팅 전략, 홍보 및 
브랜드 전략 등의 창업자를 위한 
기본 교육

정책자금  
활용실무

중진공 정책자금지원사업 소개 및 
활용방법 안내 교육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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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MOOC 신청방법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안내

• MOOC 홈페이지 접속 http://mooc.kosmes.or.kr

•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진행

•   회원가입 정보 입력시, 소속기업의 정보 필수 입력 

※   기존 중소벤처기업연수원(sbti.kosmes.or.kr) 및 

이러닝연수(cyber.kosmes.or.kr) 회원의 경우  

기존 가입된 이메일주소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가능

회원가입

고객센터 : 031-490-1288, 1285

•     로그인 후 상단의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수강중인 강좌” 클릭

•   신청한 과정명을 클릭하여 과정별 강의실로 이동

•   순차적으로 학습목차를 클릭하여 과정 수강

과정수강

•   MOOC 홈페이지 접속한 후 가입된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   화면 상단의 “공개강좌”를 클릭하여, 과정리스트에서 

수강신청을 원하는과정 선택

•   과정소개 정보 확인 후 “수강신청” 클릭

수강신청

이러닝연수 사이트(http://cyber.kosmes.or.kr)에서 [SME-MOOC] 메뉴에서도 수강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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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소분류 세부분류 과   정   명 기간

ICT융합

기술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을 주목하라]Matrix Production이 온다 1개월

[인더스트리 4.0을 주목하라]데이터로 무엇을 해야할까 1개월

[인더스트리 4.0을 주목하라]아우디를 보면 미래의 자동차공장이 보인다 1개월

[인더스트리 4.0을 주목하라]예지적 분석은 이미 시작되었다 1개월

[인더스트리 4.0을 주목하라]진화하는 스마트 팩토리 1개월

[인더스트리 4.0을 주목하라]초보를 전문가로 만드는 기술 1개월

[인더스트리 4.0을 주목하라]하늘 위의 스마트 서비스 1개월

스마트공장

[웹툰] 스마트공장의 이해(30문30답) 1개월

스마트공장 선정기업이란? 1개월

스마트팩토리 추진현황 및 중소기업 대응전략 1개월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1개월

[제조를 혁신하다 스마트팩토리]브랜드 시대를 맞는 스마트공장 1개월

[제조를 혁신하다 스마트팩토리]스마트 공장을 위한 변명 1개월

[제조를 혁신하다 스마트팩토리]스마트공장을 위한 수준 진단하기 1개월

[제조를 혁신하다 스마트팩토리]제조 생존의 길 스마트 공장 1개월

디지털트랜스 
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혁신을 위한 변화관리 리더십 1개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핵심역량 재정의를 통한 디지털 혁신 1개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1개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유통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개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O2O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개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마케팅 1개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혁신기술 1개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새로운 혁신의 시작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개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공지능 플랫폼이 가져올 디지털 혁신 1개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1개월

핵심기술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3D프린터 미래를 출력하다 1개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IT와 금융이 만나다 핀테크 1개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소유의 개념을 바꾸다공유경제 1개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신성장의 중심 바이오테크놀러지 1개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현실을 더욱 현실처럼 바꾸다 AR·VR기술 1개월

신산업

[기술이 미래를 바꾸는 순간]21세기 노다지 희소금속 리사이클링 1개월

[기술이 미래를 바꾸는 순간]꿈의 신소재 탄소섬유 복합재료 1개월

[기술이 미래를 바꾸는 순간]나노의 한계를 넘다 양자컴퓨팅 기술 1개월

[기술이 미래를 바꾸는 순간]난치병 없는 세상을 연다 재생의료 기술 1개월

[기술이 미래를 바꾸는 순간]물류 배송의 혁신 멀티콥터 드론 1개월

[기술이 미래를 바꾸는 순간]미래 에너지 기술 스마트 그리드 1개월

[기술이 미래를 바꾸는 순간]미래로 달린다 초고속 튜브트레인 1개월

[기술이 미래를 바꾸는 순간]미래형 연금술 인공광합성 1개월

[기술이 미래를 바꾸는 순간]바이오의 새로운 미래 인공장기 1개월

[기술이 미래를 바꾸는 순간]빅데이터 기반의 개인맞춤형 정밀의료 1개월

[기술이 미래를 바꾸는 순간]우리의 일상이 될 지능형 로봇 1개월

[기술이 미래를 바꾸는 순간]제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3D 프린팅 1개월

인공지능

[미래 혁신의 중심. 인공지능]고객에게 더 가까이 스마트 스피커와 챗봇 1개월

[미래 혁신의 중심. 인공지능]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이끄는 인공지능 1개월

[미래 혁신의 중심. 인공지능]예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공지능 1개월

[미래 혁신의 중심. 인공지능]인공지능 최신 연구동향 1개월

[미래 혁신의 중심. 인공지능]인공지능과 교육 혁명 1개월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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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세부분류 과   정   명 기간

ICT융합

기술

인공지능

[미래 혁신의 중심. 인공지능]인공지능과 사회의 변화 1개월

[미래 혁신의 중심. 인공지능]인공지능과 윤리적 문제 1개월

[미래 혁신의 중심. 인공지능]인공지능과 핀테크 1개월

[미래 혁신의 중심. 인공지능]인공지능의 역사 그리고 미래 1개월

[미래 혁신의 중심. 인공지능]인공지능의 핵심기술 딥러닝 1개월

[미래 혁신의 중심. 인공지능]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1개월

빅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전략 1개월

[빅데이터가 만드는 기업의 미래]기업의 새로운 자산 데이터 1개월

[빅데이터가 만드는 기업의 미래]데이터 분석 사람의 심리가 먼저다 1개월

[빅데이터가 만드는 기업의 미래]빅데이터는 잘못이 없다 1개월

[빅데이터가 만드는 기업의 미래]빅데이터로 신제품을 개발하라 1개월

[빅데이터가 만드는 기업의 미래]숨은 니즈를 정확하게 공략하는 무기 빅데이터 1개월

[빅데이터가 만드는 기업의 미래]시간과 위치 데이터가 만드는 가치 1개월

[빅데이터가 만드는 기업의 미래]오프라인 고객을 사로잡는 키 모바일 데이터 1개월

블록체인

[새로운 디지털 혁명 블록체인]블록체인 기술개발 동향 1개월

[새로운 디지털 혁명 블록체인]블록체인과 물류 1개월

[새로운 디지털 혁명 블록체인]블록체인과 보안 1개월

[새로운 디지털 혁명 블록체인]블록체인과 소매유통 1개월

[새로운 디지털 혁명 블록체인]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 1개월

[새로운 디지털 혁명 블록체인]블록체인과 에너지 산업 1개월

[새로운 디지털 혁명 블록체인]블록체인과 의료산업 1개월

[새로운 디지털 혁명 블록체인]블록체인과 컨텐츠 산업 1개월

[새로운 디지털 혁명 블록체인]블록체인이 바꾸는 금융산업 1개월

[새로운 디지털 혁명 블록체인]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1개월

[새로운 디지털 혁명 블록체인]새롭게 부상하는 가상화폐 1개월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기반 기술 이해와 사업화 전략 1개월

금속재료 열처리
[웹툰] 열처리 기초(50문50답) 1개월

재료선정기술 총정리(50문 50답) 1개월

환경/에너지 플라스틱 [웹툰] 플라스틱 사출성형기술(50문50답) 1개월

기계 유공압 [웹툰] 유압기술의 기본과 응용방법 총정리(50문50답) 1개월

전기전자 PLC [웹툰] PLC제어기초 실무 30문 30답 1개월

공정관리 설비관리 [웹툰] 설비진단기술 실무 30문 30답 1개월

         경영직무

소분류 세부분류 과   정   명 기간

기획

전략적사고

[감각으로 사고하라 센스메이킹]FBI가 종군기자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1개월

[감각으로 사고하라 센스메이킹]귀추적 사고와 창의적 통찰 1개월

[감각으로 사고하라 센스메이킹]링컨 컨티넨탈 화려한 부활의 비밀 1개월

[감각으로 사고하라 센스메이킹]보이지 않는 의미와 맥락을 찾아라 1개월

[감각으로 사고하라 센스메이킹]센스메이커의 리더십 1개월

[감각으로 사고하라 센스메이킹]숫자와 데이터에 숨은 진실 1개월

[감각으로 사고하라 센스메이킹]심층 데이터의 승리자 조지 소로스 1개월

[감각으로 사고하라 센스메이킹]현상학 인문학적 사고의 시작 1개월

경영경제 트렌드
[트렌드 인사이트]2019 우리가 주목할 7가지 트렌드 1개월

[트렌드 인사이트]강력하게 부상하는 미래세력 Z세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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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세부분류 과   정   명 기간

기획 경영경제 트렌드

[트렌드 인사이트]나만의 취향을 찾는 사람들 1개월

[트렌드 인사이트]다양성에 주목하다 젠더 뉴트럴 1개월

[트렌드 인사이트]대체식품이 부상한다 1개월

[트렌드 인사이트]도쿄 긴자 한복판의 쌀집 아코메야 1개월

[트렌드 인사이트]레트로 스타일 복고 바람이 분다 1개월

[트렌드 인사이트]밀레니얼 세대는 왜 사표를 쓰는가? 1개월

[트렌드 인사이트]살롱 문화가 부활한다 1개월

[트렌드 인사이트]스탠딩 데스크와 체어리스 체어 1개월

[트렌드 인사이트]싱글 오리진의 역습 1개월

[트렌드 인사이트]아웃도어 브랜드가 식품을 만든다? 1개월

[트렌드 인사이트]아파트 천장은 왜 계속 높아질까? 1개월

[트렌드 인사이트]자동차도 마음대로 골라탄다? 1개월

[트렌드 인사이트]장례식이 변하고 있다 1개월

[트렌드 인사이트]플라스틱 어택에 주목하라 1개월

총무/
인사

인재육성

[4차산업혁명과 인재육성]놀 줄 아는 인재를 찾아라 1개월

[4차산업혁명과 인재육성]따로 또 같이의 시대 1개월

[4차산업혁명과 인재육성]미래 인재의 독서법 1개월

[4차산업혁명과 인재육성]미래 인재의 필수적 습관 디지털노트 1개월

[4차산업혁명과 인재육성]미래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 것인가? 1개월

[4차산업혁명과 인재육성]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1개월

[4차산업혁명과 인재육성]사칙연산 잘하는 인재 1개월

[4차산업혁명과 인재육성]자신만의 태그를 관리하라 1개월

[4차산업혁명과 인재육성]협력하는 괴짜를 찾아라 1개월

[4차산업혁명과 인재육성]호기심 많은 엄친아가 성공한다? 1개월

[인더스트리 4.0을 주목하라]4차 산업혁명시대 T자형 인재가 뜨는 이유 1개월

무역/유통 수출

(수출초보기업) Kosher 용어 및 식품 분류 1개월

(수출초보기업) Kosherization 1개월

(수출초보기업) Kosher의 이해 1개월

(수출초보기업) 네이밍 방법의 이해 1개월

(수출초보기업) 마케팅 전략 1개월

(수출초보기업)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1개월

(수출초보기업) 무역개념 및 무역용어 1개월

(수출초보기업) 무역거래의 기본 및 무역대금 결제 1개월

(수출초보기업) 무역절차와 운송 계약가이드 1개월

(수출초보기업) 브랜드 네이밍 전략 1 1개월

(수출초보기업) 브랜드 네이밍 전략 2 1개월

(수출초보기업) 세계각국 인증제도 1개월

(수출초보기업) 수출과 마케팅 1개월

(수출초보기업) 수출입 통관 및 선적/운송 1개월

(수출초보기업)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1개월

(수출초보기업) 인코텀즈와 무역결제 1개월

(수출초보기업) 중국문화의 이해 1개월

(수출초보기업) 중국시장의 이해 1개월

(수출초보기업) 중국시장의 특성 1개월

(수출초보기업) 중동시장 수출입전략 및 진출전략 1개월

(수출초보기업) 중동시장의 이해 1개월

(수출초보기업)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개요 및 구조 1개월

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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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 세부분류 과   정   명 기간

무역/유통 수출

(수출초보기업)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1개월

(수출초보기업) 코셔 인증 및 수출전략 1개월

(수출초보기업) 할랄 국내외 시장동향 및 벤치마킹 1개월

(수출초보기업) 할랄인증의 이해 및 핵심이슈 1개월

(수출초보기업) 해외 인증제도 1개월

(수출초보기업) 협상과 응대 1개월

(수출초보기업) 환경인증 개요 및 종류 1개월

(수출초보기업)중국시장의 트랜드 및 진출전략 1개월

영업/
판매

마케팅

[입소문 전략의 모든 것 인플루언서 마케팅]누가 인플루언서가 되는가? 1개월

[입소문 전략의 모든 것 인플루언서 마케팅]브랜드 홍보대사 발굴하기 1개월

[입소문 전략의 모든 것 인플루언서 마케팅]새로운 트렌드 인플루언서 마케팅 1개월

[입소문 전략의 모든 것 인플루언서 마케팅]샘플로 시작해서 이야기로 끝난다 1개월

[입소문 전략의 모든 것 인플루언서 마케팅]시장에 퍼지는 이야기는 따로 있다 1개월

[입소문 전략의 모든 것 인플루언서 마케팅]오프라인 입소문 마케팅 핵심전략 1개월

[입소문 전략의 모든 것 인플루언서 마케팅]인플루언서 마케팅 교과서를 다시 쓰다 1개월

[입소문 전략의 모든 것 인플루언서 마케팅]입소문 마케팅의 성과측정 1개월

재무/회계 정책
2018년 정책자금 활용실무 및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1개월

2018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1개월

비지니스
스킬

비지니스 스킬
[북콘서트]제 1전략: 발상의 전환 1개월

[북콘서트]제 4전략: 결핍을 에너지로 바꾸는 힘 1개월

         창업/CEO

소분류 세부분류 과   정   명 기간

CEO

CEO 아카데미

(CEO아카데미)CEO 협상의 달인 되기 1개월

(CEO아카데미)CEO가 알아야 할 경영 Check-Point 1개월

(CEO아카데미)CEO를 위한 명품 스피치 1개월

(CEO아카데미)CEO에게 필요한 소통의 기술 1개월

(CEO아카데미)CEO파워리더십 1개월

(CEO아카데미)생산성향상을 위한 강한 제조현장 만들기 1개월

(CEO아카데미)중소기업 인재경영과 조직관리 1개월

(CEO아카데미)중소기업의 마케팅과 고객가치 창출 1개월

(CEO아카데미)최강조직을 만드는 8주간의 기적 1개월

성과공유

[중소기업CEO 성과공유 경영기법] 경영하며 얻은 깨달음 1개월

[중소기업CEO 성과공유 경영기법] 동반성장을 위한 성과공유 1개월

[중소기업CEO 성과공유 경영기법] 복지후생 및 안전관리 1개월

[중소기업CEO 성과공유 경영기법] 사례를 통해 배우는 성과공유제 1개월

[중소기업CEO 성과공유 경영기법] 직원이 몰입하는 행복경영 노하우 1개월

[중소기업CEO 성과공유 경영기법] 직원존중 경영과 성과공유 사례 1개월

창업 창업

(창업아카데미)IR 사업계획서 작성과 프레젠테이션 1개월

(창업아카데미)실전창업절차-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을 중심으로 1개월

(창업아카데미)창업기업의 비즈니스 협상전략 1개월

(창업아카데미)창업기업의 인재채용과 관리 1개월

(창업아카데미)창업사업환경 분석 및 마케팅 전략 1개월

(창업아카데미)홍보 및 브랜드 전략 1개월

e-Learning Program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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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희망을!

벤처기업에 날개를!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