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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윈에듀 소개01

제안사 연혁

사업분야
(설립 년도)

대표자

㈜올윈에듀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47한신IT타워
2차 1403호

12년 / 40명

환급/비환급/법정/위탁훈련기관

(2008년)

김기상

전화번호 1688-2447

회사명

업 력 / 인 원*

주 소

주요

연혁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산업안전보건교육 MOU
서울특별시교육청 근로자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런칭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2020)

여성가족부성희롱예방교육 공모전최우수상
연세대학교BIT 마이크로팹연구소양해각서체결

고용노동부훈련기관인증평가 우수기관 인증(3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메인비즈, 이노비즈 기업 선정

기술평가우수기업 인증(NICE 평가정보)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 런칭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HRD) 설립인가, 
고용노동부원격평생교육시설 인정, STP 패밀리기업 선정 (서울테크노파크) 등

2020년~현재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이전



정부인증 받은 우수기업02

혁신기술 공식인증 훈련기관 공식인증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인증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인증 장애인인식개선교육기관 인증강소기업 인증(2019~2020)벤처기업 인증(2018)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201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2018) 원격평생교육시설 인증



㈜올윈에듀 특장점

다양한 맞춤형 교육 제작 및 운영 대규모 교육운영, 해외프로젝트 경험

일반직무, 산업안전보건교육
연 인원 10만명 이상 수강

(온라인교육업계 최상위권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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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무교육

5년 연속 독점 운영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안전보건교육 제휴

중앙아시아 플랜트 교육 제작

(러시아어더빙/한국플랜트산업협회)

건양대학교병원 의료직무필수교육

(2018~2020)

현대/기아자동차, IBK서비스, NHN 등

임직원 직무 및 법정필수교육(2020~)

삼성전자 PSM 담당자 교육

제작 및 운영(2020)

현대모비스 전 임직원

반도체 교육 콘텐츠 임대(2019~)



㈜올윈에듀 특장점

최적화된 제작 인프라 및 시설

03

다양한 자체 스튜디오 장비
정밀한 음향제어를 위한

믹싱콘솔(YAMAHA MG16XU)

화이트스튜디오 및

크로마키 시스템 자체보유

촬영, 조명, 특수장비, 중계장비

전 장비 자체보유

중견 영화 제작사 수준의 최적화된 인프라 및 시설 구비





올윈에듀 교육 콘텐츠 구성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콘텐츠

■ 경영/전략

■ 고객만족/금융경제

■ 리더십/커뮤니케이션

■ 마케팅/영업

■ 생산품질/업무성과

■ 인사/노무/회계

■ 정보통신기술(ICT)

■ 드라마타이즈(시리즈물)

■ 휴먼다큐

■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용

■ 재미와 학습 병행 추구

재미있는
법정필수교육

■ 자동차, 반도체 등 업종별로

특화된 커리큘럼 구성

■ 기업 맞춤형(모듈화) 과정

■ 관리감독자 우편/집체교육

업종별 맞춤형
산업안전보건교육

■ 산업공통

-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신기술
- 산업기술보호/지적재산권
- ICT비즈니스

■ 산업전문직무

-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 섬유패션/식품
- 플랜트/건설/엔지니어링
- 의료/교양기관
- 3D프린팅/CAD

기업 맞춤형

콘텐츠 제작

자격증 교육

01

비대면바우처

공통직무교육 산업별직무교육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교육 흥미도 고취



공통직무교육

교육 구성도

문제해결/
비즈니스스킬 업무/성과

생산/품질
정보통신기술 사무자동화/OA

금융 / 경제 / 회계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경영 / 전략

총 121개 과정 개설

마케팅
고객만족(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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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직무교육

대표과정 소개_(1) e-비즈니스

■ 20개 차시(평가문항 1차시 포함)

학습목표 학습분량

■ 기업의 전략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시장조사를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 계획과 판매계획, 투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매자의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다.

■ 사이트구축과 운영을 할 수 있다.

■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할 수 있다.

1 정보화 사회의 출현과 기업변화 11 UCC와 e-비즈니스

2 디지털 경제의 e-비즈니스 12 블로그와 e-비즈니스

3 e-비즈니스 발전과 유형 13 사이트 구축하기

4 e-비즈니스 모델과 유형 14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

5 e-비즈니스 전략 1 15 시스템 관리하기

6 e-비즈니스 전략 2 16 주문처리하기

7 e-비즈니스 전략 3 17 배송 관리하기

8 e-비즈니스 사이트기획 1 18 고객 DB 관리하기

9 e-비즈니스 사이트기획 2 19 콘텐츠 전략 수립하기

10 e-비즈니스 사이트기획 3 20 마케팅 실행하기

■ 전자상거래 담당자

■ 판매 담당 임직원

학습대상

교육비
(원)

조정
계수

등급

기업부담 교육비(원)

우선지원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60%)

129,360 1.0 A 12,936 25,872 77,616

02

<세부교육내용 목차 리스트>



공통직무교육

대표과정 소개_(2) 해킹과 침투의 시대, 보안을 배우다

■ 30개 차시(평가문항 1차시 포함)

학습목표 학습분량

■ 정보보안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정보보안 관리의 다양한 요소를 이해하고 정보보안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

■ 해킹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기본적인 대응을 할수 있다

■ 업무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든 임직원

■ 정보보안의 기초내용을 알고자 하는 기업의 모든 임직원

학습대상

02

교육비
(원)

조정
계수

등급

기업부담 교육비(원)

우선지원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60%)

129,580 1.0 B 12,958 25,916 77,748

1 정보 보안 들어가기 16 암호의 이해-1

2 정보 보안 및 시스템의 이해 17 암호의 이해-2

3 시스템 보안-1 18 전자상거래 보안-1

4 시스템 보안-2 19 전자상거래 보안-2

5 시스템 보안-3 20 전자상거래 보안-3

6 네트워크 이해 21 가상화폐

7 네트워크 보안-1 22 보안 시스템-1

8 네트워크 보안-2 23 보안 시스템-2

9 웹의 개요 및 웹 해킹 이해 24 보안 솔루션

10 웹 취약점 이해 25 침해 대응과 증거수집

11 시스템과 프로그램 26 포렌식 이해

12 코드 보안 27 사이버 범죄 이해

13 악성코드-1 28 정보 보안 거버넌스 및 내부 통제

14 악성코드-2 29 보안 프레임워크

15 모바일과 IoT 보안 30 보안 정책 및 접근 제어 모델

<세부교육내용 목차 리스트>



<세부교육내용 목차 리스트>

공통직무교육

대표과정 소개_(3) [엑셀2016] 한번에 정복하는 엑셀 활용부터 매크로까지

■ 18개 차시 (평가문항 1차시 포함)

학습목표 학습분량

■ 엑셀 2016의 기본적인 사용방법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

■ 함수와 매크로를 이용하여 자동화 문서를 만들고 활용

할 수 있다

■ 매크로 및 VBA를 통해 고급문서를 만들어 활용한다

■ 실무에 사용되는 예제를 실습하고 다양한 기능을 이용한다

1 텍스트 및 셀 꾸미기 10 피벗 기능을 사용한 데이터 요약

2 표시 형식, 맞춤 및 클립보드 활용 11 메모와 공유를 이용한 공동 작업

3 수식 및 함수 작성하기 12 페이지 레이아웃 및 인쇄

4 다양한 차트 작성하기 13 함수를 활용한 양식 문서 작성 1

5 배열 수식 알아보기 14 함수를 활용한 양식 문서 작성 2

6 조건부 서식 활용하기 15 매크로 및 VBA 이해하기

7 데이터 정리하기 16 매크로 관리 및 실무 활용 매크로 작성

8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데이터 다루기 17 유용한 매크로 코드 활용하기

9 수식 및 데이터 분석하기 18 매크로 코드 이해를 위한 기초 VBA

■ 기존 버전 엑셀 사용자로 2016버전의 새로운 기능을 학습

하고자 하는 직장인

■ 엑셀을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 자영업인

학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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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원)

조정
계수

등급

기업부담 교육비(원)

우선지원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60%)

79,420 1.0 B 7,942 15,884 47,652



산업별 직무교육

교육 구성도

03

의료/요양기관섬유패션/식품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플랜트/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공통

산업
전문
직무

STEP1

총 67개 과정 개설

STEP2

산업기술보호
/지적재산권 ICT비즈니스인공지능

3D프린팅/CAD



산업별 직무교육

대표과정 소개_(1) 인공지능 레시피

■ 20개 차시

학습목표 학습분량

■ 4차산업시대의 혁신기술인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회사

업무나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미있는

리얼리티의 요소를 살려 구성

1 인공지능 시대가 왔다 11 산업 속 인공지능

2 인공지능 심화개념 12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분석과 활용(시각화)

3 알파고로 고고 13 자연어 처리와 챗봇 관련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4 인공지능관련 도구소개 14 방대한 데이터 앞에서도 자신감 UP 1
- 데이터 정렬, 자동필터와 부분합

5 MS Azure 기반 인공지능 활용하기 15 방대한 데이터 앞에서도 자신감 UP 2 
- 유효성 검사, 고급필터와 표

6 구글판 인공지능 언어, 텐서플로 16 입맛대로 쓱 만드는 데이터 요약 보고서 - 피벗 테이블

7 데이터분석 전문가를 위한 R 17 알짜만 모아 업무에 바로 쓰는 빠른 데이터 작성
- 엑셀문서 자동화

8 스마트폰 속 인공지능 18 이젠 정시 퇴근이다! - 단축키 활용부터 스파크라인 까지

9 HOME AI의 세계 19 미팅과 미팅 사이, 짬 나는 시간 공략하기
- 오피스 365(1) 소개 및 활용법

10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20 안 대리, 김 주임, 최 사원의 팀플레이
- 오피스 365(2) 협업을 위한 공유기능 활용

■ 인공지능을 실무에 적용하는 각 회사의 IT관련 담당자 및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모든 직장인

학습대상

교육비
(원)

조정
계수

등급

기업부담 교육비(원)

우선지원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60%)

123,200 1.0 A 12,320 24,640 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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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과정 소개_(2) 실무에 바로 쓰는 산업기술보호

■ 18개 차시

1 산업스파이의 현황 및 피해 10 산업기술의 물리적 보호 (1) - 물리적 보안의 개념

2 산업보안 범죄 이론 (1) 11 산업기술의 물리적 보호 (2) - 시설보안

3 산업보안 범죄 이론 (2) 12 산업기술의 물리적 보호 (3) - 재해의 정의 및 예방

4 산업보안 관련 법률 (1) - 법률의 구성 및 산업기술보호법 13 산업기술의 기술적 보호 (1) - 기술적 보안의 개념 및 영역

5 산업보안 관련 법률 (2) - 영업비밀보호법 14 산업기술의 기술적 보호 (2) - 네트워크 보안

6 산업보안 관련 법률 (3) 15
산업기술의 기술적 보호 (3) - 네트워크 기반 침입 유형 및

무선 랜 보안

7 산업기술의 관리적 보호 (1) 16 산업기술의 기술적 보호 (4) - 접근 통제 및 암호화의 개념

8 산업기술의 관리적 보호 (2) - 자산관리와 기술 보호 17 산업기술의 기술적 보호 (5) - 시스템 보안

9 산업기술의 관리적 보호 (3) - RISK 관리 및 업무지속성 관리 18 산업기술의 기술적 보호 (6) - 응용프로그램 보안

■ 산업기술보호 담당자 및 전 임직원

■ 산업보안 범죄 이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산업기술의 관리적 보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산업기술의 물리적 보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산업기술의 기술적 보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교육비
(원)

조정
계수

등급

기업부담 교육비(원)

우선지원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60%)

79,420 1.0 B 7,942 15,884 47,652

산업별 직무교육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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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과정 소개_(3) [반도체] 반도체 입문과 공학 기초

■ 18개 차시■ 반도체 입문과 공학 기초 과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필요한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적용하는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 반도체 제조, 공정, 설계, 마케팅, 메모리 등 관련 직무 종사자

교육비
(원)

조정
계수

등급

기업부담 교육비(원)

우선지원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60%)

56,430 1.0 C 5,643 11,286 33,858

1 최초의 컴퓨터 ENIAC 10 Technology, Design rule

2 쿨롱의 법칙과 진공관 11 반도체 칩 제조 과정 및 Wafer probing, PCM

3 휴대폰과 반도체 12 Mask revision과 반도체 제품의 분류

4 Digital 회로와 MOS transistor 13 메모리의 구조 및 DRAM 동작원리

5 전압, 전류 및 저항 14 Charge-sharing, DDR

6 회로패턴 형성의 원리 15 NOR, NAND flash memory

7 8대 공정과 플라즈마 16 MLC, 3D-NAND flash

8 최외각 전자와 도핑 17 IDM, Fabless & Foundry

9 실리콘웨이퍼와 반도체 제조원가 18 반도체 산업구조 및 System LSI Design flow

산업별 직무교육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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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과정 소개_(4) [자동차] 고장형태 영향분석

■ 20개 차시■ DFMEA, PFMEA에 의한 C/PLAN을 정확히 작성할 수 있다.

■ 제품과 공정의 시스템적 구조로부터 고장과 위험 분석을

할 수 있다.

■ FMEA 5판에 대한 작성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제품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임직원

■ 개발,양산과정의 제품과 공정 및 품질위험을 관리하는 개발인원

교육비
(원)

조정
계수

등급

기업부담 교육비(원)

우선지원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60%)

129,360 1.0 A 12,936 25,872 77,616

1 FMEA 개요 (1) - FMEA와 품질 만들기 11 DFMEA 작성방법 (4) - DFMEA 고장분석

2 FMEA 개요 (2) - RISK 평가와 FMEA 12 DFMEA 작성방법 (5) - DFMEA 위험분석

3 FMEA 개요 (3) - FMEA의 탄생과 기본개념 13 DFMEA 작성방법 (6) - DFMEA 최적화

4 FMEA 개요 (4) - FMEA 종류와 정보구성과 연계 14 PFMEA 작성방법 (1) - PFMEA의 준비

5 FMEA 개요 (5) - Failure 이해와 관리 15 PFMEA 작성방법 (2) - PFMEA와 Control Plan

6 FMEA 5판 (1) - FMEA 5판과 주요 변경내용 16 PFMEA 작성방법 (3) - PFMEA 구조분석

7 FMEA 5판 (2) - FMEA 5판의 양식과 정보구조 17 PFMEA 작성방법 (4) - PFMEA 기능분석과 특성

8 DFMEA 작성방법 (1) - DFMEA의 준비 18 PFMEA 작성방법 (5) - PFMEA 고장분석

9 DFMEA 작성방법 (2) - DFMEA 구조분석 19 PFMEA 작성방법 (6) - PFMEA 위험분석

10 DFMEA 작성방법 (3) - DFMEA 기능분석과 특성 20 PFMEA 작성방법 (7) - PFMEA 최적화

산업별 직무교육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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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과정 소개_(5) [섬유패션] 섬유 무역 마스터 – 바로 사용하는 섬유 무역 실무

■ 20개 차시
■ 섬유 무역의 서류 및 계약서, 섬유 무역용어 및 클레임

해결방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 섬유 무역의 기본개념 및 실무에 대해 알고자 하는 임직원

■ 섬유 업체 또는 관련 업종에 근무하는 임직원

교육비
(원)

조정
계수

등급

기업부담 교육비(원)

우선지원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60%)

62,370 0.9 C 11,851 17,464 39,917

1 무역회사의 주요 업무 11 무역 계약의 당사자

2 실무자의 기초지식 12 대금 결제

3 무역 서류 13 무역 운송

4 무역 거래의 진행 과정 14 무역 보험

5 무역 계약의 성립 15 통관 및 관세환급

6 무역 계약서 및 일반거래조건협정서 16 신용장

7 품질 조건 및 포장 조건 17 신용장 실무

8 선적 조건, 수량 조건, 보험 조건 18 무역 용어 따라잡기

9 가격 조건 , 결제조건 19 무역 용어 해설

10 해외 시장 개척과 바이어 관리 20 무역 클레임과 해결방안

산업별 직무교육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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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과정 소개_(6) [식품제조] 식품품질관리 실무

■ 16개 차시■ 품질관리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공장에 적용할 수 있다. 

■ 식품제조가공공장의 품질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하는 실무 능력을 습득

할 수 있다. 

■ 품질관리의 타당성과 효율성의 검증력을 습득할 수 있다. 

1 수산식품가공 9 음료가공

2 두류식품가공 10 당류, 주류, 벌꿀, 화분가공품, 기타식품가공

3 축산가공식품 (1) 11 식품 위생관리

4 축산가공식품 (2) 12 식품품질관리기법과 요령

5 유제품가공 (1) 13 식품공장설비, 환경 및 안전관리

6 유제품가공 (2) 14 식품공장생산, 품질 및 법규관리

7 김치, 반찬류 15 식품안전경영 글로벌 스탠다드 (1)

8 면류식품가공 16 식품안전경영 글로벌 스탠다드 (2)

■ 식품,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관련 실무자, 임직원

■ 모기업, 프랜차이즈 및 협력업체 평가, 진단, 점검 담당 실무자

교육비
(원)

조정
계수

등급

기업부담 교육비(원)

우선지원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60%)

71,060 1.0 B 7,106 14,212 42,636

산업별 직무교육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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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과정 소개_(7) [플랜트·건설·엔지니어링] 프로젝트 품질관리의 이해 및 실무

■ 16개 차시■ 플랜트·건설·엔지니어링 프로젝트 품질관리의 계획수립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품질관리실무를 현장에 적용하여 성과를 낼 수 있다. 

1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품질관리의 이해 9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품질관리(보증) (2) 

- 투입물

2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글로벌 품질관리 방법론의 이해 (1) 10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품질관리(보증) (3) 

- 도구 및 기법

3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글로벌 품질관리 방법론의 이해 (2) 11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품질관리(보증) (4) 

- 산출물

4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글로벌 품질관리 방법론의 이해 (3) 12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품질통제 (1) 

- 개요 및 투입물

5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품질관리의 계획수립 (1) 

- 개요 및 투입물
13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품질통제 (2) 
- 도구 및 기법

6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품질관리의 계획수립 (2) 

- 도구 및 기법
14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품질통제 (3) 
- 산출물

7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품질관리의 계획수립 (3) 

- 산출물
15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품질관리의 실무사례 (1)

8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품질관리(보증) (1) 

- 품질관리 개요
16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품질관리의 실무사례 (2)

■ 플랜트·건설·엔지니어링 프로젝트 품질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및 건설 프로젝트 관련 실무자

교육비
(원)

조정
계수

등급

기업부담 교육비(원)

우선지원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60%)

71,060 1.0 B 7,106 14,212 42,636

산업별 직무교육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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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과정 소개_(8) [의료/요양기관] 바로 활용하는 병원행정실무와 병원의 미래

■ 33개 차시■ 병원 행정의 특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다양한 병원 행정 업무를 설명할 수 있다.

1 병원조직에 대한 이해 18 예약접수 및 관리

2 병원 운영전략 수립1 19 진료 문의와 상담

3 병원 운영전략 수립2 20 입퇴원 실무 1

4 병원 운영전략 수립3 21 입퇴원 실무2

5 병원 운영전략 수립4 22 유형별 진료비 개요 및 진료비 계산

6 병원 운영전략 수립5 23 보험 급여 청구 및 미수 진료비 관리

7 병원 홍보의 개념 및 홍보방법 24 약품 구매 관리

8 병원 예산 기획 25 소모품 구매 관리

9 병원 예산 분석 26 장비 구매 관리

10 병원 사업계획 작성 27 재고 관리

11 병원 진료 실적 파악 28 회계의 순환과정과 장부기장

12 병원 경영 분석 29 분개와 전표 처리

13 병원 원가 분석 30 의료기관의 결산과 세금

14 병원 감사 업무 31 4차산업혁명과 의료

15 진료접수시 진료정보 파악 32 디지털 헬스케어와 기술

16 진료접수와 진료과목 확인 33 미래의학의 발전방향

17 진료비 계산과 예약관리

■ 의료/요양기관 종사자

교육비
(원)

조정
계수

등급

기업부담 교육비(원)

우선지원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60%)

142,120 1.0 B 14,212 28,424 8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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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법정필수교육 소개

법정필수교육04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
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

유튜버 + 드라마 + 다큐 유튜버 + 드라마 강의(크로마키+모션그래픽) 강의(전자칠판)

성희롱 예방교육 스토리보드 공모전 최우수 (2019, 여성가족부)  /  VR안전영화공모전 입상 (201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드라마 + 토크쇼 + 강의 드라마 + 토크쇼 + 강의 꽁트(토크쇼) + 강의



올윈에듀 안전보건교육의 특징

“(주)올윈에듀의 안전보건교육은 편리하다, 알차다, 믿어진다.”

1. 편리하다!! - 환경과 니즈에 따른 선택 학습 TOOL 2. 알차다!! - 고객의 니즈와 직종에 맞게 모듈화 구성

타워크레인신호수교육관리감독자교육

우편원격교육(16H)

인터넷(8H)+집체(8H)

+

근로자 정기교육

인터넷(분기별 1회/ 
총4회)

*1분기당 사무직 3H/비사무직 6H

재해사업장

무재해사업장

*1분기당 사무직 1.5H/비사무직 3H

집체교육

+

VR실습

*총 8H 교육

o r

기타 및 서비스업 교육청 맞춤형

보건업 운수업

건설업

반도체자동차

제조업

3. 믿어진다!! -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최초 승인 및 최다수행기관

안전보건교육05



과정소개

안전보건교육05

교시 시간 과목명 비고

1교시 09:00~09:50 산업안전보건법 이론 및 시청각

2교시 10:00~10:50 산업안전보건법 이론 및 시청각

3교시 11:00~11:50 관리감독자의 임무 이론 및 시청각

4교시 13:00~13:50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이론 및 시청각

5교시 14:00~14:50 산재보상보험제도 이론 및 시청각

6교시 15:00~15:50 산재보상보험제도 이론 및 시청각

7교시 16:00~16:50 안전불감증과 예방대책 이론 및 시청각

8교시 17:00~17:50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이론 및 시청각

■ 집체교육(자체교육장 및 출장교육) 8h + 인터넷교육 8h

■ 연1회 (16h) 시행

☞ 총10만원 (집체 8만원 + 인터넷 2만원)

관리감독자 교육(인터넷+집체)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인터넷)

■ 무재해사업장(1분기당 * 4분기 - 사무직 1.5h / 비사무직 3h)

■ 재해사업장(1분기당 * 4분기 - 사무직 3h / 비사무직 6h)

☞ 분기별 총 5,000원

근로자 채용 시/변경 시 교육(인터넷)

■ 연1회 시행

☞ 총2만원

시간 차시명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순서 및 동선에 관한사항

2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정리‧정돈과 안전

4 인력운반작업안전

5 근로자 건강진단의 이해

6 MSDS 및 화재폭발예방

7 직무스트레스 및 작업환경관리

8 산업안전보건법 Ⅰ,Ⅱ,Ⅲ

시간 차시명

1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2 불안전한 행동과 사고예방

* 신규채용시교육

* 작업내용변경시교육



[STEP1, STEP2] 교육신청 방법

“교육수용성에 따른 생산성 극대화”

productive

㈜올윈에듀

다양한교육컨텐츠교육수용성** 교육참여도*

Efficiency

“참여도 확대에 따른 업무문화 변화”

Step 1

3대법정필수 + 직장 내 괴롭힘 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최신 트랜드 갖춘 법정교육 전문성 갖춘 산업안전보건교육Step 2

인터넷원격훈련 3~4개 과정 이상 교육시

우편원격훈련 2개 과정 이상 교육시

인터넷원격훈련 1~2개 과정 이상 교육시

우편원격훈련 1개 과정 이상 교육시

Step 1 Step 2및Step 1 Step 2또는

必 법정필수교육 비용 최소금액

교육제안06



교육 운영 프로세스

교육 운영 안내07

학습시작
수강 알림 및 학습안내
(문자로 ID/PW, 사이트 안내)

수료관리
학습 독려(진도 미진자 문자독려 5~6회)

학습종료
결과 분석 및 피드백

교육 신청
교육 안내 및 컨설팅

재학습지원
복습 및 재수강

ONE Stop 교육관리 시스템으로 시작부터 수료 후 복습까지 컨설팅

D-7

D Day

D+1 ~ 30

학습종료 +14

학습종료 + 3개월



교육 운영 시스템

교육 운영 안내07

고객사 니즈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유형의 연수원 운영(이미지 클릭 시, 샘플영상 제시)

◆ 올윈에듀 기본 사이트에서 학습

진행

◆ 주요기능 - 수료증발급, 설문 등

◆ 단체 입과 후, 기업맞춤형 연수원

에서 학습 진행

◆ 주요기능 – 수료증발급, 설문 등

◆ 기업별 공지사항 관리까지 가능

◆ 주요기능 – 수강신청, 수료증발급, 

설문, 공지사항 및 자료실 등

올윈에듀 사이트 기능 동일 기업별 공지관리 등 가능입과 후 기업별 연수원 학습 입과 전 생성되는 사이버 연수원

올윈에듀기본연수원 사이버연수원Ⅱ형사이버연수원Ⅰ형 사이버연수원Ⅲ형

◆ 기업맞춤형 과정 구성

◆ 주요기능 – 수강신청, 수료증발급, 

설문 등

https://allwinedu.net/
https://moondental.allwinedu.net/
https://moondental.allwinedu.net/
https://sonixon.allwinedu.net/
https://soulbrain.allwinedu.net/member/login.asp




교육 편성도

자격증 교육 총 91개 과정 개설

건설/건축 조경/토목가스/위험물전기/소방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공인중개사에너지관리/공조냉동

국가공인 전문/기술자격증 교육 안내01



국가공인 전문/기술자격증 교육 안내

자격증 과정 분류

01

교육교재(Book)와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자격증 교육 과정



한국철강교육센터 - 설립취지맞춤형 콘텐츠 제작02

고객사 맞춤형 콘텐츠 위탁 제작(니즈 맞춤형, 집합교육 대체용 등) 이미지 클릭 시, 샘플영상 제시

https://www.youtube.com/watch?v=x8aWkHiQtLY&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WjcIs2smnZs&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MeL8Dxt39rU&list=PL3ZRADjjYzhhur-PvR4ExlBOCTmA9EWYi&index=9
https://www.youtube.com/watch?v=UOpCSvw9N5s&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YkL9cFriJiM&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4OmtQ6348S0&feature=youtu.be


단양 아로니아로의 여행
의료기기 홍보영상

3D 모델링

함께웃는재단 휴먼다큐

아로니아 장인편 제20회 파주 장단콩 축제

장애인인식개선 휴먼다큐

일상생활 꿀팁 시리즈 비트세이버 VR 시리즈클레이 만들기 시리즈

고려대학교 88학번
입학30주년 모교방문축제

타워크레인 신호수교육 VR충남대병원 VR 힐링영상 연세대학교 반도체 공정실습

이관용의 건축뉴스

CF
&
홍보

V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모전

장려상 수상

드라마
&
다큐

기타
영상

성희롱예방교육 드라마

기업 맞춤형 교육영상 제작

다양한 자체 스튜디오 장비

화이트스튜디오 및 크로마키 시스템

최신 4K카메라와 조명시스템

강의형 스튜디오 구비정밀 음향 제어용 믹싱콘솔

드라마 그대와 영원히

직무교육 강사열전

대한산업보건협회
교육홍보영상

드림위드앙상블 홍보영상

한국철강교육센터 - 설립취지영상사업03





신청안내 및 콘텐츠 구성

■ 100여개의 기본직무교육 콘텐츠

■ 산업군별 현장중심형교육 콘텐츠

■ 해당 직무, 산업군별 실무경험을

갖춘 검증된 우수교육강사를 통한

실전형 교육

■ 관련법에 의해 반드시 이수해야

할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직

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 5인 이상 직원 중개사무소, 중개

법인을 위한 드라마, 유투브, 다큐

멘터리형 흥미교육

현업에서 필요한 각종 세무직무능력 향상교육 신청으로
일반직무능력 향상교육과 법정필수교육을 한 방 해결!

■ 부동산개발, 양도소득, 임대사업, 

상속증여, 신탁, 법인부동산 등의

245개 컨텐츠를 보유한 공인중개사

세무능력 향상교육

■ 현장중심 사례교육을 통한

업무상황별 세무상담능력 향상

■ 절세, 법인부동산, 각종 절세방안

및 회계 등의 사례별 이해집중교육

일반직무능력 향상교육 법정필수교육세무직무능력 향상교육

“올윈에듀 콘텐츠 구성”

한국철강교육센터 - 설립취지비대면 바우처 사업 안내01



[비대면바우처] 세무분야 교육구성 및 주요내용

■총 245차시

학습목표 학습분량

■ 포스트코로나시대에 각 분야별 세무지식을 이해한다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를 이해하고 실전 적용한다

■ 법인부동산 세무리스크 및 하도급법을 이해한다

■ 지방세의 종류와 절세방안을 적용한다

■ 임대업 및 기타 신탁세제, 감정평가와 연계된 절세방법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 절세핵심(33차시)

법인부동산

부동산개발

법인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12차시)

상속,증여세 쟁점분석,절세(15차시) 재개발, 재건축과 세금(6차시)

증여의제 제도와 유의사항(5차시) 부동산 개발사업 세무와 기회(11차시)

상속재산평가(12차시) 등 하도급법의 이해 실무(7차시) 등

지방세

절세

지방세 실무해설과 사례(17차시)

임대업

신탁,감정평가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10차시)

취득세와 절세(1차시) 현행 신탁세제와 개편방안 (14차시)

지방세와 절세(3차시) 현행 신탁세제 및 과세 이론(6차시)

기술유출방지/영업비밀보호(1차시) 등 감정평가를 활용한 절세(5차시) 등

■ 중소기업 대표 또는 근로자

■ 법무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사 법인

■ 소상공인 대표 또는 근로자

■ 금융권종사자 및 세무지식이 필요한 자

학습대상

한국철강교육센터 - 설립취지콘텐츠 세부 내용02



END OF DOCUMENT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47(한신IT타워 2차), 1403호

T. 02 6277 7220/7221/7267 F. 02 6280 0411

E. feverdream@allwinedu.com

H. http://allwinedu.net

http://allwinedu.net/




교육과정 구성도(1/2)

인터넷 원격훈련과정 개요

구분 교육 과정(성격) 관련 분야 업종(직무) 학습대상 컨텐츠 수

1

직무능력향상

경영/경제/전략 전체(경영지원/사무직) 부서장 25

2 금융/재무/회계 전체(경영지원/사무직) 사원~부서장 4

3 기획/보고/회의 전체(경영지원/사무직) 사원~부서장 5

4 리더십/커뮤니케이션 전체 팀장 22

5 마케팅/영업 전체 사원~팀장 19

6 변화/혁신 전체 팀장~부서장 8

7 생산/품질/개발 전체 (R&D/품질관리) 팀장~부서장 3

8 인사/노무/총무 전체(경영지원/사무직) 사원~팀장 4

9 정보통신기술(ICT) 전체 사원~부서장 17

산업계 전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수용성 높은 컨텐츠를 제공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 제공

* 세부내용은 엑셀파일에 포함(가격정보, 샘플영상, 교육대상 등)

* 자격증교육과정은 [PART 2] 참조

01



교육과정 구성도(2/2)

구분 교육 과정(성격) 관련 분야 업종(직무) 학습대상 컨텐츠 수

1

산업기술직무

지적재산권 전업종 전 직원 5

2

건축/건축 건축업종(CAD) 전 직원 6

반도체 반도체제조 및 공정관련 업종 전 직원 24

섬유패션 섬유가공 업종 전 직원 2

식품제조 식품수산제조업종 전 직원 7

자동차 제조 자동차생산,제조업종 전 직원 5

플랜트/건설/엔지니어링 플랜트,건설,엔지니어링 관리 업종 전 직원 9

숙박서비스 숙박업 사원~부서장 1

병원교육

요양병원 요양병원 관련 업종 전 직원 2

의료기관 의료기관 관련 업종 전 직원 7

3

사무자동화

OA

전 업종(사무직) 전 직원

10

4 프레젠테이션 2

* 세부내용은 엑셀파일에 포함(가격정보, 샘플영상, 교육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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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계수에 따른 교육비 부담액

등급 1시간 기준 단가

A등급 6,468원

B등급 4,389원

C등급 3,119원

구 분 조정계수 훈련비

우선지원 중견기업 대기업

비고

환급금(90%) 기업부담금(10%) 환급금(80%) 기업부담금(20%) 환급금(40%) 기업부담금(60%)

A등급

1.0

129,360

116,424 12,936 103,488 25,872 51,744 77,616 

20차시 기준

0.9 104,782 24,578 93,139 36,221 46,570 82,790 

0.8 93,139 36,221 82,790 46,570 41,395 87,965 

0.7 81,497 47,863 72,442 56,918 36,221 93,139 

B등급

1.0

87,780

79,002 8,778 70,224 17,556 35,112 52,668 

20차시 기준

0.9 71,102 16,678 63,202 24,578 31,601 56,179 

0.8 63,202 24,578 56,179 31,601 28,090 59,690 

0.7 55,301 32,479 49,157 38,623 24,578 63,202 

C등급

1.0

62,370

56,133 6,237 49,896 12,474 24,948 37,422 

20차시기준

0.9 50,520 11,850 44,906 17,464 22,453 39,917 

0.8 44,906 17,464 39,917 22,453 19,958 42,412 

0.7 39,293 23,077 34,927 27,443 17,464 44,906 

*각 과정별 등급 및 차시에 따라 교육비는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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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분야 소분류 업종(직무) 교육과정명 학습대상 학습차시
조정
계수

등
급

교육비
기업부담금

우선지원 중견기업 대기업

1
직무능력향상

(기본)

프레젠테이션 사무직 임유정의 스피치 트레이닝, Before & After 전직원 16차시 0.7 B 71,060 26,293 31,267 51,164

OA 사무직 [엑셀 2016] 한번에 정복하는 엑셀 활용부터 매크로까지 전직원 18차시 1 B 79,420 7,942 15,884 47,652

OA 사무직 I Love PowerPoint 2013 전직원 16차시 1 B 71,060 7,106 14,212 42,636

OA 사무직 능력자의 잇템! 엑셀 2016+오피스365 전직원 20차시 1 C 62,370 6,237 12,474 37,422

OA 사무직 능력자의 잇템! 파워포인트 2016+오피스365 전직원 20차시 1 C 62,370 6,237 12,474 37,422

OA 사무직 오단기 파워포인트 2013 핵심스킬 완전정복 전직원 24차시 0.7 C 74,250 27,473 32,670 53,460

프레젠테이션 사무직 시선강탈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전직원 16차시 0.7 C 50,490 18,682 22,216 36,353

OA 사무직 오단기 워드 2013 핵심스킬 완전정복 전직원 16차시 0.7 C 50,490 18,682 22,216 36,353

OA 사무직 무작정 따라하기 엑셀 2013 전직원 20차시 0.7 C 56,430 20,880 24,830 40,630

OA 사무직 무작정 따라하기 파워포인트 2013 전직원 20차시 0.7 C 56,430 20,880 24,830 40,630

OA 사무직 I Love Excel 2013 전직원 16차시 0.7 C 50,490 18,682 22,216 36,353

OA 사무직 오단기 엑셀2013 핵심스킬 완전정복 전직원 32차시 0.7 B 137,940 51,038 60,694 99,317

교육과정 구성표

사무자동화_OA/프레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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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분야 소분류 업종(직무) 교육과정명 학습대상 학습차시
조정
계수

등
급

교육비
기업부담금

우선지원 중견기업 대기업

2
직무능력향상

(경영/경제/전략)

경영전략 경영지원 마윈의 역설, 알리바바와 물구나무 경영 이야기 임원 16차시 0.7 C 50,490 31,809 28,274 14,137

경영 전체 박물관 옆 MBA_세계 유명 박물관의 성공 스토리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7 C 50,490 31,809 28,274 14,137

경제 경영지원 지금 당장 경제기초 공부하라
전직원

(사원~임원) 
27차시 0.7 C 80,190 50,520 44,906 22,453

경영전략 경영지원 놀이동산이 된 가구점, 이케아식 디퍼런트 스토리
팀장

(과장~부장)
16차시 0.7 C 50,490 31,809 28,274 14,137

경제 경영지원 금융의 정석-금융시장을 알면 대한민국 경제가 보인다!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0.8 B 71,060 51,163 45,478 22,739

경제 전체 미국의 선택, 트럼프노믹스! 경제환경의 주요변수 살펴보기
전직원

(사원~임원) 
10차시 0.7 C 32,670 20,582 18,295 9,147

경제 경영지원 만화로 배우는 알기쉬운 경영기초-재무관리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9 C 50,490 40,896 36,352 18,176

경영전략 사무직 분석의 힘! 핵심 경쟁력을 위한 정보관리 노하우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7 C 50,490 31,808 28,274 14,137

경영이해 전체 고영성의 북큐레이션, 명저로 보는 비즈니스 에센스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7 C 50,490 31,808 28,274 14,137

경영전략 전체 나이키 스피릿, 도전을 신고 승리를 입다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7 C 50,490 31,808 28,274 14,137

경제 경영지원 스마트 사원이 알아야 할 글로벌 경제지표의 비밀
팀장

(과장~부장)
16차시 0.7 C 50,490 31,808 28,274 14,137

경제 경영지원 스마트 사원이 알아야 할 대한민국 경제지표 100가지
팀장

(과장~부장)
16차시 0.7 C 50,490 31,808 28,274 14,137

교육과정 구성표

직무능력향상_경영/경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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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분야 소분류 업종(직무) 교육과정명 학습대상 학습차시
조정
계수

등
급

교육비
기업부담금

우선지원 중견기업 대기업

3
직무능력향상

(경영/경제/전략)

경제 경영지원 스마트 사원이 알아야 할 알기쉬운 경제지식 100가지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0.7 C 50,490 31,808 28,274 14,137

경제 경영지원 아마존닷컴 경제학
팀장

(과장~부장)
16차시 0.7 C 50,490 31,808 28,274 14,137

경제 경영지원 이코노믹 씽킹-슈퍼리치의 성공경제학
팀장

(과장~부장)
16차시 0.7 C 50,490 31,808 28,274 14,137

경영이해 전체 만화로 배우는 알기쉬운 경영기초-경영전략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7 C 50,490 31,808 28,274 14,137

경영 경영지원 브랜드 시대, 브랜딩하라! 차별화하라!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7 C 47,520 29,937 26,611 13,305

경영 전체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산업혁명 4.0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7 B 71,060 44,767 39,793 19,896

경영전략 경영지원 김현철의 유쾌한 클래식, 거장의 창조 스토리를 만나다!
팀장

(과장~부장)
16차시 0.7 C 50,490 31,808 28,274 14,137

경제 사무직 [비즈니스 명견만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생각스킬과 공유경제의 미래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7 B 71,060 44,767 39,793 19,896

경영 사무직 4차 산업혁명 경영학-가상현실, 불가능이 없는 새로운 세상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7 B 71,060 44,767 39,793 19,896

경영전략 경영지원 KBS 초특급 프로젝트 다큐 - 100년의 기업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7 C 50,490 31,808 28,274 14,137

경영전략 경영지원 핵심만 콕! 바로 쓰는 e-커머스 사업기획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1 C 50,490 45,441 40,392 20,196

경영전략
(문화예술)

경영지원 핵심만 콕! 바로 쓰는 문화예술 기획전략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1 C 50,490 45,441 40,392 20,196

경영 전체 스마트 사원이 알아야 할 알기쉬운 경영지식 100가지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7 B 71,060 44,767 39,793 19,896

교육과정 구성표

직무능력향상_경영/경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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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분야 소분류 업종(직무) 교육과정명 학습대상 학습차시
조정
계수

등
급

교육비
기업부담금

우선지원 중견기업 대기업

4

직무능력향상

(기획,금융,생산,

품질,숙박)

보고 경영지원 쉽게 쓰고 편하게 읽히는 2page 보고서 만들기
전직원

(사원~임원) 
27차시 0.7 B 117,040 43,305 51,498 84,269

기획 전체 비주얼 스토리텔링의 힘, 인포그래픽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0.7 C 50,490 18,682 22,216 36,353

기획 마케팅 마음을 움직이는 카피라이팅과 글쓰기
전직원

(사원~임원) 
30차시 1 B 129,580 12,958 25,916 77,748

회의 전체 회의의 달인이 되는 최강 회의법
전직원

(사원~임원) 
18차시 0.7 B 79,420 29,386 34,945 57,183

기획 마케팅 설득적 카피라이팅과 글쓰기
팀장

(과장~부장)
20차시 1 C 62,370 6,237 12,474 37,422

회계 경영지원 만화로 배우는 알기쉬운 경영기초-관리회계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0.7 C 50,490 18,682 22,216 36,353

금융 경영지원 [Easy Finance] 차세대 리더의 주식투자 시크릿 노트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0.8 C 50,490 14,138 18,177 34,334

재무 경영지원 스마트 사원이 알아야 할 알기쉬운 재무지식 100가지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0.9 B 71,060 13,502 19,897 45,479

금융 경영지원 스마트 사원이 알아야 할 금융지식 100가지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0.8 B 71,060 19,897 25,582 48,321

개발 R&D [R&D전문가양성코스] R&D기획과 실행관리
팀장

(과장~부장)
16차시 0.9 C 50,490 9,594 14,138 32,314

개발 R&D 성공적인 R&D 프로젝트 추진과 평가관리
팀장

(과장~부장)
8차시 0.9 C 26,730 5,079 7,485 17,108

개발 R&D R&D 경영을 위한 기술로드맵과 특허정보분석
팀장

(과장~부장)
8차시 0.9 C 26,730 5,079 7,485 17,108

호텔 전직원 프로가 되기 위한 호텔리어 직무 필수
전직원

(사원~임원) 
26차시 1 C 80,190 8,019 16,038 48,114

교육과정 구성표

직무능력향상_기획/금융/생산/품질/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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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분야 소분류 업종(직무) 교육과정명 학습대상 학습차시
조정
계수

등
급

교육비
기업부담금

우선지원 중견기업 대기업

5

직무능력향상

(리더십/마케팅/

변화)

변화관리 전체 레고 스토리, 전통과 혁신을 조립하다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7 C 50,490 18,682 22,216 36,353

조직혁신 전직원 업무에 날개를 달아주는 스마트워크
전직원

(사원~임원) 
20차시 0.7 C 62,370 23,077 27,443 44,906

조직혁신 전체
[통섭인재를 위한 역량의 재발견 6] 박지윤의 심리학

하이라이트-긍정심리와 변화관리역량
팀장

(과장~부장)
16차시 0.7 C 50,490 18,682 22,216 36,353

창의력 전체
[통섭인재를 위한 역량의 재발견 3] 박재희 교수의 동양

철학과 창의역량
팀장

(과장~부장)
16차시 0.7 B 71,060 26,293 31,267 51,164

문제해결 전체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문제해결 툴킷
팀장

(과장~부장)
16차시 0.7 B 71,060 26,293 31,267 51,164

창의력 전체 셜록처럼! 하루 30분 관찰력 트레이닝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7 B 71,060 26,293 31,267 51,164

문제해결 전체 고민타파! 일잘해서 인정받고 승진하기
사원

(사원~대리)
18차시 0.7 C 56,430 20,880 24,830 40,630

창의력 전체 창의력으로 승부하라-창조경제 실천하는 창의적 업무스킬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7 C 50,490 18,682 22,216 36,353

마케팅 전체 Big Data 시대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초 통계지식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0.7 B 71,060 26,293 31,267 51,164

비즈니스 스킬 전체 e-비즈니스
전직원

(사원~임원) 
20차시 1 A 129,360 12,936 25,872 77,616

고객지향(CS) 콜센터 CS관리자가 꼭 알아야 할 한국형 현장코칭 솔루션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5 R 50,490 25,245 30,294 40,392

고객지향(CS) 콜센터 CS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한국형 고객불만 솔루션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5 R 50,490 25,245 30,294 40,392

마케팅 전체 이코노믹 씽킹-심리학이 만드는 마케팅의 법칙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0.7 C 50,490 18,682 22,216 36,353

교육과정 구성표

직무능력향상_리더십/마케팅/변화

03



구분 관련 분야 소분류 업종(직무) 교육과정명 학습대상 학습차시
조정
계수

등
급

교육비
기업부담금

우선지원 중견기업 대기업

6

직무능력향상

(마케팅/CS/의사

결정/리더십)

마케팅 전체 만화로 배우는 알기쉬운 경영기초-마케팅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7 C 50,490 18,682 22,216 36,353

영업 매장영업 A부터 Z까지 매장관리의 모든 것
사원

(사원~대리)
20차시 1 B 87,780 8,778 17,556 52,668

비즈니스 스킬 전체 직장인을 위한 글쓰기 기본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7 C 50,490 18,681 22,216 36,353

비즈니스 스킬 전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e-비즈니스 인사이트
전직원

(사원~임원) 
30차시 1 B 129,580 12,958 25,916 77,748

영업 영업 실적에 날개를 달아주는 스마트 세일즈 비기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0.8 C 50,490 14,138 18,177 34,334

고객지향(CS) 전직원 [CS 웹툰] 업무를 반으로 줄이는 친한 고객 만들기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5 R 71,060 35,530 42,636 56,848

영업 영업 고객과 소통하는 힘! 웃게 할 수 있다면 사게 할 수 있다!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8 B 71,060 19,897 25,582 48,321

고객지향(CS) 전직원 [CS 감정수업] 속이 뻥 뚫리는 고객 속마음 통역기
전직원

(사원~임원) 
14차시 0.5 R 62,700 31,350 37,620 50,160

고객지향(CS) 전직원 CS현장을 위한 불만제로 솔루션
전직원

(사원~임원) 
24차시 0.5 R 104,500 52,250 62,700 83,600

영업 매장영업 매장판매직 역량 강화 스킬업
사원

(사원~대리)
17차시 1 C 53,460 5,346 10,692 32,076

고객지향(CS) 전직원 상황을 바꾸는 말의 힘! 당당한 CS 대화법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5 R 71,060 35,530 42,636 56,848

마케팅 전체 시장을 알면 기회가 보인다, 트렌드 코드와 마켓센싱 임원 24차시 0.7 B 104,500 38,665 45,980 75,240

마케팅 전체 핵심만 콕! 바로 쓰는 e-커머스 마케팅 관리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1 C 50,490 5,049 10,098 30,294

교육과정 구성표

직무능력향상_마케팅/CS/의사결정/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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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분야 소분류 업종(직무) 교육과정명 학습대상 학습차시
조정
계수

등
급

교육비
기업부담금

우선지원 중견기업 대기업

7

직무능력향상

(CS/리더십/의사

소통)

고객지향(CS) 콜센터 CS블랙홀, 블랙 컨슈머에 대비하라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5 R 50,490 25,245 30,294 40,392

리더십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을 디자인하다
전직원

(사원~임원) 
8차시 1 C 26,730 2,673 5,346 16,038

의사결정 전체
[통섭인재를 위한 역량의 재발견 2] 박재희 교수의 손자병법과 의사결정

역량
팀장

(과장~부장)
16차시 0.7 C 50,490 18,682 22,216 36,353

의사소통 전체 남성과 여성인재 상생으로 회사의 성공에너지 만들기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7 C 50,490 18,682 22,216 36,353

리더십 전체 대한민국 리더십, 천년의 DNA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7 C 50,490 18,682 22,216 36,353

의사결정 마케팅 의사 결정 능력_인문학에서 답을 찾다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7 B 71,060 26,293 31,267 51,164

의사소통 전체
[통섭인재를 위한 역량의 재발견 4] 박지윤의 심리학 하이라이트-뇌 과학

과 의사소통역량
팀장

(과장~부장)
16차시 0.7 B 71,060 26,293 31,267 51,164

리더십 전체 통섭인재의 핵심역량, 동양고전에서 배우다
팀장

(과장~부장)
24차시 0.7 B 104,500 38,665 45,980 75,240

리더십 전체 조선왕조실록, 500년 리더십
팀장

(과장~부장)
16차시 0.7 B 71,060 26,293 31,267 51,164

의사소통 전체 [커뮤니케이션 클리닉] 논리와 스토리로 만드는 퍼펙트 설득 전략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7 C 50,490 18,682 22,216 36,353

리더십 전체
[통섭인재를 위한 역량의 재발견 1] 박재희 교수의 춘추고사와 리더십 역

량
팀장

(과장~부장)
16차시 0.7 C 50,490 18,682 22,216 36,353

리더십 전체 메신저, 행동을 이끄는 리더의 언어
팀장

(과장~부장)
16차시 0.7 C 50,490 18,682 22,216 36,353

의사소통 전체 중간관리자의 슈퍼파워, 링커십으로 무장하라
팀장

(과장~부장)
16차시 0.7 C 50,490 18,682 22,216 36,353

교육과정 구성표

직무능력향상_CS/리더십/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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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분야 소분류 업종(직무) 교육과정명 학습대상 학습차시
조정
계수

등
급

교육비
기업부담금

우선지원 중견기업 대기업

8

직무능력향상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인사총무)

리더십 전체 지(智)덕(德)용(勇), 리더십 불변의 원칙
팀장

(과장~부장)
16차시 0.7 C 50,490 18,682 22,216 36,353

사내강사 경영지원 [HR전문가양성코스] 교육훈련과 사내강사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1 C 50,490 5,049 10,098 30,294

성과지향 전체 협상의 현장, 그것이 알고 싶다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0.7 B 71,060 26,293 31,267 51,164

리더십 전체 열정을 깨우는 부드러운 개입, 넛지 리더십
팀장

(과장~부장)
18차시 0.7 C 56,430 20,880 24,830 40,630

성과지향 전체 고우영의 십팔사략, 중국역사 속 형세역전의 비밀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7 B 71,060 26,293 31,267 51,164

의사소통 전체 대화의 공식, 말은 멈추고 대화를 시작하라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0.7 B 71,060 26,293 31,267 51,164

리더십 전체 스마트 팀장의 리더십 매뉴얼 15가지
팀장

(과장~부장)
16차시 0.7 B 71,060 26,293 31,267 51,164

의사소통 전체 마음으로 이기는 스마트한 갈등관리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0.7 B 71,060 26,293 31,267 51,164

의사소통 전체 소통의 핵심 기술, 경청 효과
전직원

(사원~임원) 
25차시 0.7 B 108,680 40,212 47,820 78,250

리더십 전체 리더십 리모델링, “팀장님, 힘 좀 빼세요!”
팀장

(과장~부장)
14차시 0.7 B 62,700 23,199 27,588 45,144

인사 경영지원 만화로 배우는 알기쉬운 경영기초 - 인적자원관리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0.8 B 71,060 19,897 25,582 48,321

인사 전직원 알면 돈이되고 모르면 독이되는 공정거래 위반사례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5 R 50,490 25,245 30,294 40,392

총무 경영지원 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 실무
전직원

(사원~임원) 
18차시 1 C 56,430 5,643 11,286 33,858

총무 경영지원 핵심만 콕! 바로 쓰는 사무행정 실무
전직원

(사원~임원) 
15차시 1 C 47,520 4,752 9,504 28,512

교육과정 구성표

직무능력향상_리더십/커뮤니케이션/인사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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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분야 소분류 업종(직무) 교육과정명 학습대상 학습차시
조정
계수

등
급

교육비
기업부담금

우선지원 중견기업 대기업

9
직무능력향상

(정보통신기술)

ICT비즈니스 ICT비즈니스 ICT 비즈니스 모델 전략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7 C 50,490 18,682 22,216 36,353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IOT) 다양한 산업별 실무사례와 함께 배우는 사물인터넷 기술
전직원

(사원~임원) 
20차시 0.9 A 129,360 24,578 36,221 82,790

인공지능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별 실무적용 기법
전직원

(사원~임원) 
20차시 0.9 A 129,360 24,578 36,221 82,790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Git & Github 실무 활용
사원

(사원~대리)
20차시 0.8 A 129,360 36,221 46,570 87,965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업무 능률을 높이는 데이터 분석
사원

(사원~대리)
20차시 0.8 C 62,370 17,464 22,454 42,412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처음 공부하는 파이썬
사원

(사원~대리)
20차시 0.8 C 62,370 17,464 22,454 42,412

3D프린팅 3D프린팅 3D프린팅 : 적층제조의 이해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1 B 71,060 7,106 14,212 42,636

블록체인 블록체인 블록체인을 통한 Business Insight
전직원

(사원~임원) 
18차시 1 C 56,430 5,643 11,286 33,858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IOT) 이코노믹 씽킹-사물인터넷이 만드는 미래비즈니스
팀장

(과장~부장)
16차시 0.7 C 47,520 17,583 20,909 34,215

빅데이터 빅데이터 R고보면 쉬운 빅데이터 분석 (기초)
전직원

(사원~임원) 
13차시 0.9 C 41,580 7,901 11,643 26,612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해킹과 침투의 시대, 보안을 배우다
전직원

(사원~임원) 
30차시 1 B 129,580 12,958 25,916 77,748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사이버보안
전직원

(사원~임원) 
20차시 1 B 87,780 8,778 17,556 52,668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랜섬웨어 예방 및 사이버 보안의 첫 걸음-전사원을 교육하라!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1 C 50,490 5,049 10,098 30,294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파이썬 3 핵심 바이블
사원

(사원~대리)
18차시 0.8 C 56,430 15,801 20,315 38,373

3D프린팅 3D프린팅 3D프린팅을 위한 모델링 실무 라이노5 기초
사원

(사원~대리)
12차시 1 C 38,610 3,861 7,722 23,166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전사원이 알아야 할 랜섬웨어와 악성코드 예방법
전직원

(사원~임원) 
20차시 1 B 87,780 8,778 17,556 52,668

블록체인 블록체인 인공지능, 공유경제, 블록체인이 만드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전직원

(사원~임원) 
24차시 0.7 B 104,500 38,665 45,980 75,240

인공지능 인공지능 인공지능 레시피
전직원

(사원~임원) 
20차시 1 A 123,200 12,320 24,640 73,920

교육과정 구성표

직무능력향상_정보통신기술(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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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분야 소분류 업종(직무) 교육과정명 학습대상 학습차시
조정
계수

등
급

교육비
기업부담금

우선지원 중견기업 대기업

10
산업기술직무

(CAD,식품,섬유)

CAD R&D 오토캐드 플랜트 3D 전문가되기 심화과정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1 C 50,490 5,049 10,098 30,294

CAD R&D 오토캐드 플랜트 3D 전문가되기 기초과정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1 B 71,060 7,106 14,212 42,636

CAD R&D AutoCAD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기초실무과정
사원

(사원~대리)
17차시 1 C 53,460 5,346 10,692 32,076

CAD R&D 건축설계 전문가가 되기 위한 AutoCAD 기본과정 - 드로잉 기초 훈련
사원

(사원~대리)
22차시 1 C 68,310 6,831 13,662 40,986

CAD R&D 건축설계 전문가가 되기 위한 AutoCAD 기본과정 - 드로잉 종합 응용
사원

(사원~대리)
18차시 1 C 56,430 5,643 11,286 33,858

식품 생산 스마트 식품 공장 관리 실무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1 C 50,490 5,049 10,098 30,294

섬유패션 전체 편성(니트) 개론과 활용
사원

(사원~대리)
20차시 1 B 87,780 8,778 17,556 52,668

식품 생산 식품위생안전에 기반한 식품가공 이론과 실무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1 B 71,060 7,106 14,212 42,636

식품 무역 중소농축수산식품기업 수출전략과 실무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1 B 71,060 7,106 14,212 42,636

식품 생산 고객평가 대응전략실무(식품 분야)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5 B 71,060 39,083 42,636 56,848

식품 품질관리 식품품질관리 실무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1 B 71,060 7,106 14,212 42,636

식품 생산 수산가공 실무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1 B 71,060 7,106 14,212 42,636

식품 전체 식약처안전관리지침 이해 및 대응전략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5 C 50,490 27,769 30,294 40,392

CAD R&D AutoCAD를 활용한 건축설계 심화핵심실무
사원

(사원~대리)
18차시 1 C 56,430 5,643 11,286 33,858

섬유패션 무역 섬유 무역 마스터 - 바로 사용하는 섬유 무역실무
사원

(사원~임원)
20차시 0.9 C 62,370 11,851 17,464 39,917

교육과정 구성표

산업기술직무_산업별전문직무(CAD, 식품, 섬유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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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분야 소분류 업종(직무) 교육과정명 학습대상 학습차시
조정
계수

등
급

교육비
기업부담금

우선지원 중견기업 대기업

11
산업기술직무

(반도체1)

반도체 공학기초 반도체 입문과 공학 기초
전직원

(사원~임원) 
18차시 1 C 56,430 5,643 11,286 33,858

반도체 소자 PN junction 이해하기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1 C 50,490 5,049 10,098 30,294

반도체 소자 BJT와 MOS 이해하기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1 B 71,060 7,106 14,212 42,636

반도체 Fab공정 [반도체실무과정] 8대공정 ETCHING
사원

(사원~대리)
10차시 1 C 32,670 3,267 6,534 19,602

반도체 Fab공정 [반도체실무과정] 8대공정 CVD
사원

(사원~대리)
8차시 1 C 26,730 2,673 5,346 16,038

반도체 Fab공정 [반도체실무과정] 8대공정 CMP
사원

(사원~대리)
8차시 1 C 26,730 2,673 5,346 16,038

반도체 Fab공정 [반도체실무과정] 8대공정 IMPLANT
사원

(사원~대리)
8차시 1 C 26,730 2,673 5,346 16,038

반도체 Fab공정 [반도체실무과정] 8대공정 DIFFUSION
사원

(사원~대리)
8차시 1 C 26,730 2,673 5,346 16,038

반도체 Fab공정 [반도체실무과정] 8대공정 SUMMARY
사원

(사원~대리)
10차시 1 C 32,670 3,267 6,534 19,602

반도체 Fab공정 [반도체실무과정] 8대공정 : 노광 및 식각 공정
사원

(사원~대리)
20차시 1 C 62,370 6,237 12,474 37,422

반도체 Fab공정 [반도체실무과정] 8대공정 : 불순물 주입 및 확산 공정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1 C 50,490 5,049 10,098 30,294

반도체 Fab공정 [반도체실무과정] 8대공정 : 금속배선 및 평탄화 공정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1 C 50,490 5,049 10,098 30,294

교육과정 구성표

산업기술직무_산업별전문직무(반도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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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분야 소분류 업종(직무) 교육과정명 학습대상 학습차시
조정
계수

등
급

교육비
기업부담금

우선지원 중견기업 대기업

12
산업기술직무

(반도체2)

반도체 Fab공정 [반도체실무과정] 8대공정 : 세정 및 박막 공정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1 C 50,490 5,049 10,098 30,294

반도체 Package공정 반도체패키지(전공정)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1 A 104,720 10,472 20,944 41,888

반도체 Package공정 반도체 Package 과정
사원

(사원~대리)
8차시 1 C 26,730 2,673 5,346 16,038

반도체 Fab공정 반도체 공정기초 및 양산설비
사원

(사원~대리)
11차시 1 C 35,640 3,564 7,128 21,384

반도체 Fab공정 CMOS Integration
사원

(사원~대리)
10차시 1 C 32,670 3,267 6,534 19,602

반도체 메모리 NAND Flash 구조와 동작원리 (초급)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1 C 50,490 5,049 10,098 30,294

반도체 메모리 3D-NAND flash의 이해 (중급)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1 c 50,490 5,049 10,098 30,294

반도체 Fab공정 [반도체실무과정] 8대 공정 PHOTO
사원

(사원~대리)
10차시 1 B 45,980 4,598 9,196 27,588

반도체 Fab공정 [반도체실무과정] Fab 공정
사원

(사원~대리)
20차시 1 B 87,780 8,778 17,556 52,668

반도체 메모리 DRAM 구조와 동작 원리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1 C 50,490 5,049 10,098 30,294

반도체 Fab공정 [반도체실무과정] 8대 공정 METAL
사원

(사원~대리)
8차시 1 B 37,620 3,762 7,524 22,572

반도체 Fab공정 [반도체실무과정] 8대공정 CLEAN
사원

(사원~대리)
8차시 1 B 37,620 3,762 7,524 22,572

교육과정 구성표

산업기술직무_산업별전문직무(반도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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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분야 소분류 업종(직무) 교육과정명 학습대상 학습차시
조정
계수

등
급

교육비
기업부담금

우선지원 중견기업 대기업

13

산업기술직무

(자동차/

지적재산권)

자동차 생산 실무자를 위한 자동차 부품원가
전직원

(사원~임원)
17차시 0.7 B 75,240 27,839 33,106 54,173

자동차 생산 생산효율 향상을 위한 TPM 실무 - 자주보전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8 C 50,490 14,138 18,177 34,334

자동차 생산 사전 문제해결에 의한 제품개발(APQP)
전직원

(사원~임원)
20차시 1 B 87,780 8,778 17,556 52,668

자동차 품질관리 고장형태 영향분석(FMEA)
전직원

(사원~임원)
20차시 1 A 129,360 12,936 25,872 77,616

자동차 생산 SPC에 의한 예방품질 확보
팀장

(과장~부장)
21차시 1 C 65,340 6,534 13,068 39,204

지적재산권 전체 실무에 바로 쓰는 지식재산권
전직원

(사원~임원) 
20차시 1 C 62,370 6,237 12,474 37,422

지적재산권 전체 실무에 바로 쓰는 저작권 다루기
전직원

(사원~임원) 
20차시 1 B 87,780 8,778 17,556 52,668

지적재산권 전체 실무에 바로 쓰는 산업기술보호
전직원

(사원~임원) 
18차시 1 B 79,420 7,942 15,884 47,652

지적재산권 전체 영업비밀보호의 첫걸음 전사원을 교육하라!
전직원

(사원~임원) 
20차시 1 B 87,780 8,778 17,556 52,668

지적재산권 전체 알면 돈이되고 모르면 독이되는 저작권 이야기
사원

(사원~대리)
16차시 1 B 71,060 7,106 14,212 42,636

플랜트/건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관리 글로벌 플랜트·건설·엔지니어링 기획 및 설계단계 실무
전직원

(사원~임원)
20차시 1 C 62,370 6,237 12,474 37,422

플랜트/건설
/엔지니어링

설계 꼭 알아야 할 화학플랜트 프로세스 설계 지식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1 B 71,060 7,106 14,212 42,636

플랜트/건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관리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통합관리의 이해 및 실무
전직원

(사원~임원)
17차시 1 B 75,240 7,524 15,048 45,144

플랜트/건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관리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범위관리의 이해 및 실무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1 B 71,060 7,106 14,212 42,636

플랜트/건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관리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일정관리의 이해 및 실무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1 B 71,060 7,106 14,212 42,636

플랜트/건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관리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원가관리의 이해 및 실무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1 B 71,060 7,106 14,212 42,636

교육과정 구성표

산업기술직무_산업별전문직무(자동차/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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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분야 소분류 업종(직무) 교육과정명 학습대상 학습차시
조정
계수

등
급

교육비
기업부담금

우선지원 중견기업 대기업

14
산업기술직무

(병원교육)

플랜트/건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관리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품질관리의 이해 및 실무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1 B 71,060 7,106 14,212 42,636

플랜트/건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관리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자원관리의 이해 및 실무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1 B 71,060 7,106 14,212 42,636

플랜트/건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관리 플랜트·건설 프로젝트 의사소통관리의 이해 및 실무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1 B 71,060 7,106 14,212 42,636

의료기관 의료 환자 상담 관리 - 3분의 기술
전직원

(사원~임원) 
16차시 0.5 R 47,520 23,760 28,512 38,016

의료기관 의료 감염관리
전직원

(사원~임원) 
20차시 0.5 R 87,780 43,890 52,668 70,224

요양병원 요양 요양병원 필수교육 및 직무교육
전직원

(사원~임원) 
11차시 0.5 R 35,640 17,820 21,384 28,512

의료기관 의료 의료기관 인증 필수 교육 (3주기)
전직원

(사원~임원) 
17차시 0.5 R 53,460 26,730 32,076 42,768

의료기관 의료 NCS 기반 병원코디네이터를 위한 핵심 직무 능력
전직원

(사원~임원) 
20차시 1 B 87,780 8,778 17,556 52,668

요양병원 요양 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한 핵심직무교육
전직원

(사원~임원) 
30차시 1 B 129,580 12,958 25,916 77,748

의료기관 의료 의료서비스 실전 직무교육
전직원

(사원~임원) 
20차시 1 B 87,780 8,778 17,556 52,668

의료기관 의료 바로 활용하는 병원행정실무와 병원의 미래
전직원

(사원~임원) 
33차시 1 B 142,120 14,212 28,424 85,272

의료기관 의료 의료기관 종사자라면 알아야 할 핵심직무
전직원

(사원~임원) 
25차시 1 B 108,680 10,868 21,736 65,208

교육과정 구성표

산업기술직무_의료기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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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 과정(성격) 관련 분야 교육 구분 교육 유형 과정수 학습교재 보충교재

1 발송배전기술사

전기

국가기술자격

필기 (기본) 4 O -

필기 (심화) 4 - O

2 전기기사
필기 1 O -

실기 1 O -

3 전기기능사 필기 1 O -

4 전기산업기사
필기 2 O -

실기 6 O -

5 전기안전기술사 필기 1 O -

6 소방감리실무

소방

실무 8 O -

7 소방기술사 필기 7 O -

8 소방설비기사 실기 2 O -

9 소방시설관리사 필기 5 O -

10 가스기사

가스

필기 5 O -

실기 6 O -

11 가스기능사 필기 6 O -

12 가스기능장
필기 6 O -

실기 2 O -

13 가스산업기사
필기 2 O -

실기 2 O -

14 위험물기능사

위험물

필기 2 O -

실기 1 O -

15 위험물기능장
필기 1 O -

실기 1 O -

16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2 O -

국가기술자격증 교육과정

국가전문자격증 교육과정

산업현장 활용도 높은 국가기술자격증

교육 커리큘럼

합격 적중률 높은 국가전문자격증

교육 커리큘럼

[국가공인자격증] 교육과정 구성

국가공인자격증구성현황

01



구분 교육과정(성격) 관련 분야 교육 구분 교육 유형 과정수 학습교재 보충교재

17 건설안전기술사

건설/건축

국가기술자격

필기 2 O O

18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정규/용어 2 O O

19 건축시공기술사 서술/용어 2 O O

20 조경기술사 조경
정규 1 O O

용어 1 - -

21 토목 및 기초기술사
토목

필기 1 O O

22 토목시공기술사 서술/용어 2 O O

23 에너지관리기능사

에너지관리

필기 1 O O

24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 O O

실기 1 O O

25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

필기 1 O O

26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필기 1 O O

27 공인중개사 중개업

국가전문자격

필기 4 O -

28 주택관리사 관리업 필기 3 O -

29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 필기 3 O -

30 직업상담사2급
사회복지/직업

소개
필기 2 O -

국가기술자격증 교육과정

국가전문자격증 교육과정

산업현장 활용도 높은 국가기술자격증

교육 커리큘럼

합격 적중률 높은 국가전문자격증

교육 커리큘럼

국가공인자격증구성현황

[국가공인자격증] 교육과정 구성01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소개_[전기/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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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교육소개_[가스/위험물]

02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소개_[건설/건축, 조경/토목]

02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소개_[에너지관리/공조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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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정리스트_전기

No 종류별 소개 분류 주요 내용

1 발송배전기술사

필기(기본)

1.발송배전(일반), 2. 발전공학, 3.송전공학, 4.변전공학, 5.배전공학, 6.전력계통공학, 7.신기술동향

필기(기본)

필기(기본)

필기(기본)

필기(심화)

필기(심화)

필기(심화)

필기(심화)

2 전기기능사 필기 1.전기이론,   2.전기기기,   3.전기설비

3 전기산업기사
필기 1.전기자기학,  2. 전력공학,  3.전기기기,  4.회로이론,  5.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실기 1.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4 전기기사
필기 1.전기자기학,  2.전력공학,  3.전기기기,  4.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5.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실기 1.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5 전기안전기술사 필기 1.산업안전관리론,2.산업심리 및 교육, 3. 산업안전관계법규, 4.전기공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관리,조사

6 소방감리실무 실무 1.소방감리실무총론, 감리업무, 신고서작성 및 설계도면 검토, 검증 등

7 소방시설관리사
필기 1.소방안전관리론,  2.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3.소방관련법령,  4.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실기 1.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2.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02

국가기술자격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증]

교육과정 주요내용



2.과정리스트_전기

No 종류별 소개 분류 주요 내용

1

소방기술사

필기 1.화재 및 소방이론(연소, 폭발, 연소생성물 및 소화약제 등)

2 필기 1.소방수리학 및 화재역학

3 필기 1.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4 필기 1.소방설비의 구조 원리(소방시설 전반)

5 필기 1.건축방재(피난계획, 연기제어, 방-내화설계 및 건축재료 등)

6 필기 1.화재

7 필기 1.폭발위험성 평가 및 안정성 평가(건축물 등 소방 대상물)

8 필기 1.소방관계법령에 관한 사항

9

소방설비기사

필기 1.소방원론

10 필기 1.소방유체역햑

11 필기 1.소방관계법규

12 문제풀이 1.소방유체역학

13 문제풀이 1.소방관계법규

14 실기 1.소방기계시설 설계

15 실기 1.시공실무

02 [국가기술자격증]

교육과정 주요내용



2.과정리스트_전기[국가기술자격증]

No 종류별 소개 분류 주요 내용

1
건설안전기술사

필기 1.산업안전관리론, 2.산업심리 및 교육, 3.산업안전관계법규

2 필기 1.건설산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 2.관리, 3.조사, 4.기타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

3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정규 1.건축기계설비의 계획과 설계, 2.감리 및 의장 3.기타 건축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4 용어 1.건축기계설비의 계획과 설계, 2.감리 및 의장 3.기타 건축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5
건축시공기술사

서술 1.건축시공, 2.공정관리 및 적산에 관한 사항

6 용어 1.건축시공, 2.공정관리 및 적산에 관한 사항

7
조경기술사

정규 1. 환경보전, 산림보전, 3.공원녹지, 3.공지, 4.조경 및 도시경관 등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사항

8 용어 1. 환경보전, 산림보전, 3.공원녹지, 3.공지, 4.조경 및 도시경관 등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사항

9 토질 및 기초기술사 필기 1.토질, 토질구조물 및 기초, 기타 토질과 기초에 관한 사항

10
토목시공기술사

서술 1.시공계획, 2.시공관리, 3.시공설비 및 시공기계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

11 용어 1.시공계획, 2.시공관리, 3.시공설비 및 시공기계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

12 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필기 1.공조냉동안전관리,  2. 냉동기계,  3.공기조화

13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필기 1.냉난방장치, 2.냉동기,  3.공기조화장치 및 기타 냉난방 및 냉동기계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연소공학,  2.열역학,  3.계측방법,  4.열설비재료 및 관계법규,  5.열설비설계

15 에너지관리기사 필기 1.열관리 실무

16 위험물기능사
필기 1.화재예방과 소화방법,  2.위험물의 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실기 1.위험물 취급 실무

17 위험물기능장
필기 1.화재이론,  2.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위험물 안전관리 및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실기 1.위험물취급 실무

18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1.일반화학,  2.화재예방과 소화방법,  3.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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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주요내용



[국가전문자격증]

교육소개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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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정리스트_전기

No 교육과정(성격) 관련 분야 교육 구분 주요 내용

1 공인중개사 1차

국가전문자격

부동산학개론

민법/민사특별법

2 공인중개사 2차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세법

3 주택관리사 1차

공동주택시설개론

민법

회계원리

4 주택관리사 2차
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택관계법규

5 사회복지사1급

1교시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조사론

2교시 사회복지정책론, 행정론

3교시 사회복지법재론

6 직업상담사2급
1차(필기)

직업상담학, 심리학, 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

2차(실기) 직업상담실무

[국가전문자격증] 교육과정 주요내용

국가전문자격증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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