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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목차 」
산업공통과정

경영전략 인공지능, 공유경제, 블록체인이 만드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 1P

마윈의 역설, 알리바바와 물구나무 경영 이야기 1P

고영성의 북큐레이션, 명저로 보는 비즈니스 에센스 2P

레고 스토리, 전통과 혁신을 조립하다 2P

[주52시간+워라밸의 완성] 워크 다이어트 3P

4차 산업혁명 경영학-인문학으로 보는 4차 산업혁명 3P

[역사+] 불패의 전략, 명량.한산.노량 그리고 이순신 4P

4차 산업혁명 경영학-가상현실, 불가능이 없는 새로운 세상 4P

초연결시대, 고객 경험을 디자인하라 5P

만화로 보는 멘큐의 경제학-기업의 행동원리 5P

스마트 사원이 알아야 할 알기 쉬운 재무지식 100가지 6P

파이낸셜 씽킹 - 워렌버핏처럼 주식투자하라 6P

사무행정 핵심만 콕! 바로 쓰는 사무행정 실무 7P

이것만 알아도 직무스킬UP! 사무행정실무편 7P

총무 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 실무 8P

마케팅
핵심만 콕! 바로 쓰는 e커머스 마케팅 관리 8P

글로벌 브랜드 크리에이션 9P

럭셔리 디지털마케팅으로 내 브랜드 레벨업 시키기 9P

업무의 정석 – 마케팅과 광고 10P

재무/회계 재무회계기초! 회계정보를 알면 힘이 생긴다 10P

실무자를 위한 감사대비전략-내부회계관리제도 개념체계 및 모범규준해설 11P

[재무전문가양성코스] 재무관리와 경영분석 11P

회계의 정석-대한민국 정부회계 12P

전사원이 알아야 할 회계지식-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대비하라(재무/회계) 12P

능력자의 잇템! 엑셀 2016+오피스 365 13P

[오단기 워드2013] 실전 문서편_늘 보던 자료, 멋진 보고서가 되다! 13P

랜섬웨어 예방 및 사이버 보안의 첫 걸음-전사원을 교육하라! 14P

스마트워크 시대! ON 정보 보호 가이드 14P



「 교육과정목차 」

계층리더십
[계층교육 시리즈] 변화의 시대, 스스로 성장하는 신입사원 18P

[계층교육 시리즈] 변화의 실행력, 조직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간관리자 18P

[계층교육 시리즈] 변화의 실행력,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는 핵심실무자 19P

뉴노멀 시대의 리더십 핵심스킬 19P

역사적 지도자 14인의 리더십 통찰 20P

미래를 위한 수업, 코칭이 답이다 20P

중간관리자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 리더십 스펙트럼의 비밀 21P

스마트 팀장의 리더십 매뉴얼 15가지 21P

핵심만 콕! 언택트 시대의 조직관리와 성과관리 스킬 22P

[어쩌다 직장인] 일을 잘하기 위한 8가지 원리, 일취월장 22P

긍정의 힘, 슬기로운 셀프리더쉽 23P

자주 이기는 일잘러의 제안 스킬 23P

실전 사례로 체험하는 리얼 팀워크 리더십 24P

비즈니스스킬

커뮤니케이션 이숙영의 통큰쇼-팀소통의 장애와 함정을 제거하라 24P

회의의 달인이 되는 최강 회의법 25P

심통(心通) 커뮤니케이션 25P

직무의 정석 - 커뮤니케이션 26P

상사의 YES를 부르는 최강 보고법 26P

쉽게 쓰고 편하게 읽히는 2page 보고서 만들기 27P

마음을 움직이는 카피라이팅과 글쓰기 27P

리더십과정
핵심만 콕 PLUS! 인사와 HRD 15P

변화관리 [역사+] 박경리의 토지, 만화로 배우는 위기극복의 힘 15P

박지윤의 심리학 하이라이트-긍정심리와 변화관리역량 16P

문제해결 리더의 발목을 잡는 결정장애의 비밀 16P

8가지 에피소드로 읽는 의사결정의 비밀(사례를 통해 배우는 직무 의사결정) 17P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문제해결 툴킷 17P



「 교육과정목차 」

CS현장을 위한 불만제로 솔루션 28P

핵심만 콕! 서비스 기초와 고객응대 스킬 28P

생산
[품질전문가양성코스] 현장표준화와 불량방지 29P

[생산전문가양성코스] 제조현장관리와 공정분석 29P

핵심만 콕 PLUS! 생산현장과 생산경영 30P

핵심만 콕 PLUS! 품질관리와 구매관리 30P

유통/물류 [물류전문가양성코스] 자재재고관리와 물류개선 31P

[물류전문가양성코스] 물류비관리와 공장물류 31P

핵심만 콕 PLUS! 무역 계약 및 통관, 운송 32P

핵심만 콕 PLUS! 물류관리와 물류혁신 32P

면세점 머천다이징 33P

구매 [구매전문가양성코스] 구매원가절감 및 협력업체관리 33P

전사원이 알아야할 품질경영기초 34P

현장에서 손쉽게 쓰는 포토샵 CC 34P

35P

35P

36P

혁신의 시대, 인공지능 서비스로 미래의 중심에 서다! 36P

한번에 따라잡는 4차산업 디지털 융합의 이해 37P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인공지능, 쉽게 이해하기 37P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 38P

38P

온택트 시대! 고객만족 e-비즈니스로 무장하라! 39P

업무에 날개를 달아주는 스마트워크 39P

산업직무과정



「 교육과정목차 」
산업직무과정

의료
NEW ROAD! 디지털융합 혁명과 의료 빅데이터 40P

요양기관 종사자를 위한 핵심직무교육 40P

의료서비스 실전 직무 교육 41P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핵심 직무스킬업 41P

의료기관 종사자라면 알아야 할 핵심직무 42P

바로 활용하는 병원행정실무와 병원의 미래 42P

43P

보라! 환자중심 기본교육 43P

Good Morning, 행복한 병원을 위한 고객 만족 서비스 – 요양기관편 44P

Good Morning, 행복한 병원을 위한 고객 만족 서비스 - 병원편 44P

노인 환자 케어와 따뜻한 마음 커뮤니케이션 45P

의료정보 관리에 대한 A to Z! 45P

3주기 병원종사자를 위한 핵심직무 46P

3주기 요양병원 핵심직무 교육과정 46P

3주기 병원 핵심직무 역량 강화 47P

한 번에 끝내는 의료직무핵심과정 47P

간호사가 꼭 알아야 할 현장실무 48P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헬스케어와 의료기기 48P

프로가 되기 위한 호텔리어 직무 필수 49P

보육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보육교사 메타교육 49P

50P

[개정 누리과정]유아 중심, 놀이 중심-1 50P

[개정 누리과정]유아 중심, 놀이 중심-2 51P

쉽게 배워보자! 영유아 놀이와 활동지도 51P

전문가가 알려주는 슬기로운 부모상담·교육 52P



「 교육과정목차 」
법정필수교육

공통법정필수교육Ⅰ 53P

공통법정 필수교육Ⅱ 53P

산업안전보건교육(근로자정기)1 54P

산업안전보건교육(근로자정기)2 54P

산업안전보건교육(근로자정기)3 55P

산업안전보건교육(근로자정기)4 55P



1차시
테슬라가 쏘아올린

자율주행시대의 서막
9차시

집단지능이 눈을 뜨다.

공유경제의 등장

2차시
테슬라, 에너지 산업의

지형을 흔들다
10차시 소비자 제휴와 참여전략

3차시
테슬라는 제조업의

이단아인가?
11차시

오픈 이노베이션과 크라우드

소싱

4차시
4차산업혁명과 자동차

1 : 인공지능과커넥티드카
12차시

경제시스템의 중심이 된

커뮤니티

5차시
4차산업혁명과 자동차

2 : 공유시대를 열다
13차시

에어비엔비가 만드는

가치고리

6차시
인공지능, 산업간 융합에 불을

지피다
14차시 고객과 함께 만드는 스토리

7차시
IOT-사물이 지능을

갖게 되다
15차시

이케아, 유니클로로 보는

단순화의 힘

8차시
당신이 자비스에게

바라는 건 무엇인가?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74,250원

정부지원금 74,250원 74,250원 45,550원

사업주부담금 0원 0원 29,700원

■ 교육목차(총24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프롤로그

- 알리바바의 유전자
9차시

절도의 역설 - 유능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2차시
환경의 역설 - 물이 부족해야

뿌리를 내린다
10차시

만만디의 역설

- 천천히 서두르라

3차시
실패의 역설

- 실패가 쌓이면 실력이 된다
11차시

광고의 역설

- 고객의 마음을 닦아주라

4차시
타이밍의 역설 - 포기되지 않은

꿈은 천시도 무력화시킨다
12차시

승자의 역설 - 햇병아리

시절을 기억하라

5차시

비즈모델의 역설

-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곧

길이 된다

13차시

영역의 역설 -경계가

없어지면서 시장이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6차시
스펙의 역설 - 트랙터에 비행기

엔진을 달지 말라
14차시

변화의 역설 - 돼지도 태풍을

만나면 날 수 있다

7차시
공짜의 역설 - 돈을 벌려면 남을

먼저 벌게 해 주라
15차시

지능의 역설 - 인공지능이

플랫폼 전쟁의 최종병기가

된다

8차시

경쟁의 역설 - 경쟁이

고통스럽다면 당신의 전략은

틀렸다

16차시
에필로그

- 마윈과 기업가 정신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1,808원 28,274원 14,137원

사업주부담금 18,682원 22,216원 36,353원

■ 교육목차(총16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



1차시
[자신있게 결정하라]

최고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9차시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는가] 
혁신은어떻게탄생하는가

2차시
[와이저] 집단 의사결정
실패원인과 극복 방안

10차시
[당신이 지갑을 결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돈으로
행복을 사는 소비법칙

3차시
[전략적 입소문]

입소문을 일으키는 원칙
11차시

[파는 것이 인간이다]
최고의 세일즈를 위한

코드명 ABCPS

4차시
[티핑포인트]유행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2차시

[설득의 심리학]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불변의 원칙

5차시
[존중하라]당근과 채찍은

효과가 없다
13차시

[기브앤테이크]이타주의자가
어떻게 성공하는가

6차시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일하기 좋은 기업
14차시

[습관의 힘]습관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7차시
[위대한 기업의 선택]위대한
기업들의 3가지 경영전략_1

15차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새로운 시대의 도래, 

협력적 공유사회

8차시
[당신은 전략가입니까]
위대한 기업들의 3가지

경영전략_2
16차시

[한계비용 제로사회]
자본주의에서 협력적

공유사회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1,808원 28,274원 14,137원

사업주부담금 18,682원 22,216원 36,353원

■ 교육목차(총16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세기의 장난감, 레고 9차시
레고의 1차 위기,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다

2차시

나무 장난감에서

테마파크까지, 

레고의 변화와 성장

10차시
레고의 2차 위기, 

핵심 사업에 집중하다

3차시
레고 브릭의 결합력, 

특허를 내다
11차시

레고팬과의 교류, 

고객을 개발에 참여시키다

4차시
레고의 기업문화, 

상상력을 키우다
12차시

레고 바이오니클, 

혁신 매트릭스를 만들다

5차시
레고 제품의 시리즈, 이야기를

만들다
13차시

레고의 사회적 책임, 환경과

아동을 보호하다

6차시
레고의 마케팅, 

호감으로 설득하다
14차시

레고의 경쟁사, 세계적

장난감 회사의 전략

7차시
덴마크에서 중국까지, 

전세계로 진출하다
15차시

변화경영 사례, 

위기를 기회로 바꾸다

8차시
레고랜드, 에듀테인먼트

공간을 만들다
16차시

혁신의 아이콘, 

변화 챔피언 되기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1,808원 28,274원 14,137원

사업주부담금 18,682원 22,216원 36,353원

■ 교육목차(총16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2



1차시 워크 다이어트와 업무효율화 9차시 시스템씽킹과 UX

2차시 프로젝트 관리와 정보 관리 10차시
창의적 일 관리와

생산성 향상

3차시 커뮤니케이션 효율화 11차시 커뮤니케이션 혁신

4차시 업무지시 효율화 12차시 문제해결 혁신

5차시 의사결정 효율화 13차시 퍼실리테이션 혁신

6차시 업무효율화 성공전략 Tips 14차시 업무혁신 성공전략 Tips

7차시 워크 다이어트와 업무혁신 15차시 워크 다이어트 함께 하기

8차시 창의적 환경으로 시작하라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22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68,310원

정부지원금 43,035원 38,253원 19,126원

사업주부담금 25,275원 30,057원 49,184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구글이 달로 가는 길 9차시
페이스북, 

세상에서 가장 큰 앨범 1

2차시
손정의의 페퍼에서 영화

HER의 사만다까지
10차시

페이스북, 

세상에서 가장 큰 앨범 2

3차시 수다와 이모지 11차시
트위터에는

대통령이 필요없다

4차시 셀카봉과 고흐의 자화상 12차시 사물인터넷과 일상의 변화

5차시
비트코인으로 보는

화폐의 본질 1
13차시

‘계획적 진부화’를 죽은 말로

만들 3D 프린팅 1

6차시
비트코인으로 보는

화폐의 본질 2
14차시

‘계획적 진부화’를 죽은 말로

만들 3D 프린팅 2

7차시
비트코인으로 보는

화폐의 본질 3
15차시 큐레이션과 빅데이터

8차시
비트코인으로 보는

화폐의 본질 4
16차시

체험으로서의
예술관람과 여행

■ 교육목차(총16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1,808원 28,274원 14,137원

사업주부담금 18,682원 22,216원 36,353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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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 교육목차(총16차시)

4차 산업혁명 경영학-가상현실, 불가능이 없는 새로운 세상!

■ 교육목차(총16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50,490원 50,490원 30,294원

사업주부담금 0원 0원 20,196원

1차시
가상현실의 개요(1)-
가상현실(VR)과 증강

현실(AR)의 개념
9차시

가상현실의 적용사례(3)
-여행, 테마파크 등

2차시
가상현실의 개요(2)-
혼합현실(MR)과 모의

현실(SR)의 개념
10차시

가상현실의 적용사례(4)
-의료

3차시
가상현실의 개요(3)-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산
업에 대한 접근

11차시
가상현실의 적용사례(5)

-SNS,성인산업

4차시
가상현실의 기술 (1)-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역
사

12차시
가상현실의 적용사례(6)

-미술 및 전시

5차시
가상현실의 기술 (2)-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현
재와 미래

13차시
가상현실의 적용사례(7)
- 전장사업, 정비및디지털쇼룸

6차시
가상현실의 기술 (3)-360 

영상
14차시

가상현실의 리더들(1)
- 오큘러스, 소니, HTC  

7차시
가상현실의 적용사례(1)-

개요
15차시

가상현실의 리더들(2)
-유니티, 에픽게임스

8차시
가상현실의 적용사례(2)-

게임
16차시

가상현실의 리더들(3)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1차시
참된 군인의 길! 

강직한 말단 무관, 이순신
9차시

원균은 왜 칠천도에서
패망을 기다렸을까?

2차시
임진왜란, 동아시아

7년 전쟁의 시작
10차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3차시 한산도로 가는 길 11차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4차시
한산대첩, 큰 바다로 유인해

학익진을 펼치다
12차시

이순신이 피난선에
통행첩을 발부한 까닭

5차시
패장 와키자카

야스하루에게 한산대첩이란?
13차시

이순신은 명나라 수군장
진린을 어떻게 다뤘나? 

6차시
왜적들의 본거지를 쳐서

전세를 뒤바꾸다
14차시

도요토미가 죽었다고
이순신이 봐주진 않는다

7차시
한산도에 본진을 두고

견내량을 봉쇄하다
15차시

불멸의 이순신? 
죽어야 사는 남자! 

8차시
이순신에게 반간계 쓴

고니시 유키나가
16차시

자신을 돌아보고
승부수를 찾다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1,808원 28,274원 14,137원

사업주부담금 18,682원 22,216원 36,3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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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 교육목차(총17차시)

1차시
초연결 사회의 고객서비스

(환경 현황 조사하기)
9차시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개발과
디자인 콘셉트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2차시
고객 유형화의 가치

(환경 현황 조사하기)
10차시

고객 여정맵과
서비스 프로세스 1

(사용자 여정 분석하기)

3차시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경험 디자인
(환경 현황 조사하기)

11차시
고객 여정맵과 서비스

프로세스 2
(사용자 여정 분석하기)

4차시
서비스 경험 디자인과

디자이너
12차시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개발을
위한 서비스 경험 디자인 윤곽
잡기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5차시 서비스 경험 디자인 프로세스 13차시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개발을

위한 서비스 경험 디자인 구체
화하기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6차시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개발을 위

한 핵심 파악 기술 1
(사용자 관찰조사하기)

14차시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분석하기)

7차시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핵심 파악 기술 2 
(사용자 관찰조사하기)

15차시
서비스 경험 디자인 결과물

발표 스킬 (결과물 발표하기)

8차시
사용자 중심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고객 정의 및 파악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10,880 원

정부지원금 99,792원 88,074원 44,352원

사업주부담금 11,088원 22,176원 66,528원

1차시 Intro 9차시 독점(3)-가격차별

2차시
생산비용(1)-비용이란

무엇인가?
10차시 독점(4)-독점에 대한 정책

3차시 생산비용(2)-생산과 비용 11차시
독점적 경쟁 (1)-독점적

경쟁의 특징

4차시
생산비용(3)-단기비용과

장기비용
12차시

독점적 경쟁 (2)-독점적
경제의 균형

5차시
경쟁시장(1)-경쟁기업의

공급곡선
13차시 독점적 경쟁 (3)-광고

6차시
경쟁시장(2)-경쟁시장의

공급곡선
14차시

과점(1)-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

7차시
독점(1)-독점기업의 생산과 가

격결정
15차시

과점(2)-상호작용의
경제학

8차시 독점(2)-독점의 비효율성 16차시
과점(3)-과점에 대한

공공정책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1,808원 28,274원 14,137원

사업주부담금 18,682원 22,216원 36,353원

■ 교육목차(총16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 교육목차(총16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6

1차시 Intro 9차시 원가관리지식(4)-예산

2차시
재무제표지식(1)-

회계기준과 회계감사
10차시 원가관리지식(5)-성과평가

3차시
재무제표지식(2)-

연결재무제표
11차시 재무관리지식(1)-위험

4차시
재무제표지식(3)-

중간재무제표
12차시 재무관리지식(2)-자본비용

5차시
재무제표지식(4)-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13차시 재무관리지식(3)-자본예산

6차시
원가관리지식(1)-

원가의 분류
14차시 재무관리지식(4)-M&A

7차시
원가관리지식(2)-

원가계산방법
15차시

재무관리지식(5)-
파생상품과 헤지

8차시
원가관리지식(3)-
최신 원가계산방법

16차시 재무관리지식(6)-스왑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40,896원 36,352원 18,176원

사업주부담금 9,594원 14,138원 32,314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 교육목차(총16차시)

1차시
피터린치의
틈새투자(1)

9차시
워렌버핏의

기업관점투자(2)

2차시
피터린치의
틈새투자(2)

10차시
워렌버핏의

기업관점투자(3)

3차시 존네프의 저PER 투자 11차시 가치투자 방법론

4차시
벤저민그레이엄의
3가지 투자유형(1)

12차시 가치투자 실전연습(1)

5차시
벤저민그레이엄의
3가지 투자유형(2)

13차시 가치투자 실전연습(2)

6차시
필립피셔의
대박투자(1)

14차시 가치투자 실전연습(3)

7차시
필립피셔의
대박투자(2)

15차시 가치투자 실전연습(4)

8차시
워렌버핏의

기업관점투자(1)
16차시 가치투자 실전연습(5)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6,352원 32,313원 16,156원

사업주부담금 14,138원 18,177원 34,3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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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문서작성 계획하기 9차시 회의 준비하기

2차시
문서작성 자료 조사

및 정리하기
10차시 회의 운영 보조하기

3차시 문서 완성하기 11차시 업무 접수하기

4차시 문서 수ㆍ발신하기 12차시 업무 지원하기 및 부서 일정

5차시 문서 정리하기 13차시 사무기기 운용하기

6차시 문서 보관ㆍ보존하기 14차시 사무물품 관리하기

7차시 자료 수집하기 15차시 사무환경 유지하기

8차시 자료 분석, 가공, 활용하기 - -

■ 교육목차(총15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47,520원

정부지원금 29,937원 26.611원 13,305원

사업주부담금 17,583원 20.909원 34,215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부서 내,외부

정보소통 능력
9차시 회의하기 Ⅱ

2차시 문서 이해 능력 Ⅰ 10차시 회의하기 Ⅳ

3차시 문서 이해 능력 Ⅱ 11차시 회의하기 Ⅴ

4차시 문서 작성 능력 Ⅰ 12차시 업무관리 Ⅰ

5차시 문서 작성 능력 Ⅱ 13차시 업무관리 Ⅱ

6차시 문서 작성 능력 Ⅲ 14차시 업무관리 Ⅲ

7차시 회의 운영ㆍ지원 Ⅰ 15차시 업무관리 Ⅳ

8차시 회의하기 Ⅰ 16차시 자료관리 Ⅰ

■ 교육목차(총16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1,808원 28,274원 14,137원

사업주부담금 18,682원 22,216원 36,353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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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총무업무 환경 분석하기 9차시 비품 유지 및 처분하기

2차시
총무업무 전략과제 계획
및 예산운영 계획하기

10차시 차량 유지 관리하기

3차시 행사계획 수립하기 11차시 차량 처분하기

4차시
행사 운영 및
사후관리하기

12차시 용역가능업무 선정하기

5차시 취득자산 관리하기 13차시 용역업체 선정 및 관리하기

6차시 임차관리 하기 14차시
문서 유지관리와

우편물 수발신하기

7차시 자산 처분하기 15차시 인쇄물 관리하기

8차시 비품 구매하기 16차시~ ※ 홈페이지 확인 요망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6,430 원

정부지원금 50,787원 45,144원 22,572원

사업주부담금 5,643원 11,286원 33,858원

■ 교육목차(총18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콘텐츠전략 수립하기

(마케팅동향탐색)
9차시

뉴미디어 마케팅 연동하기

(매체별 마케팅 계획)

2차시
콘텐츠전략 수립하기

(콘텐츠전략 방향수립)
10차시

뉴미디어 마케팅 연동하기

(마케팅 연동 및 관리)

3차시
콘텐츠전략 수립하기

(실행 전략의 구체화)
11차시

마케팅 성과 측정하기 (성과측정

계획수립)

4차시
마케팅실행하기

(마케팅계획탐색)
12차시

마케팅성과 측정하기 (성과측정

기준수립과 평가요소 도출)

5차시

마케팅실행하기

(마케팅실행 계획의 목표와

마케팅 기법 선택1)

13차시
마케팅 성과 측정하기

(마케팅 성과측정)

6차시

마케팅실행하기

(마케팅실행 계획의 목표와

마케팅 기법 선택2)

14차시
마케팅 성과 측정하기

(마케팅 성과보고서 작성)

7차시
마케팅 실행하기

(마케팅 실행계획)
15차시

마케팅 결과활용하기

(마케팅 결과보고서 분석)

8차시
뉴미디어 마케팅 연동하기

(뉴미디어 매체분석)
16차시

마케팅 결과활용하기
(마케팅분석 결과적용)

■ 교육목차(총16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40,896원 36,352원 18,176원

사업주부담금 9,594원 14,138원 32,314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9

1차시 브랜드와 브랜드윤리 9차시 브랜드 아우라

2차시
윤리적 소비자와
윤리적 브랜드

10차시 아우라 스토리텔링

3차시 브랜드와 소비자 -1 11차시
아우라를 강화하는

호스피탈리티

4차시 브랜드와 소비자 -2 12차시 브랜드 가치 평가모델

5차시 브랜드 아이덴티티 13차시
프리미엄 브랜드와

체험경제

6차시 브랜드 개성 구축 14차시 프리미엄 브랜딩

7차시 브랜드 차별화 15차시 브랜드 레버리징

8차시 브랜드 감성화 16차시 브랜드확장

■ 교육목차(총16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브랜드의 역사 9차시
카카오톡 채널
이해와 실전

2차시 브랜드와 인간 10차시 카카오톡 채널 활용

3차시
페이스북 마케팅

이해와 실전
11차시

네이버쇼핑과 스마트
스토어의 이해

4차시 반응하는 콘텐츠 전략 12차시
매출 향상을 위한 아이템 키워

드 조사

5차시
인스타그램 마케팅

이해와 실전
13차시 온라인 판매 매출 공식

6차시
인스타그램 비주얼

스토리텔링
14차시

스마트스토어 상위노출
노하우

7차시 네이버 블로그 이해와 실전 15차시
스마트스토어 SEO와

상품명 키워드

8차시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실습과 활용
16차시

마케팅 성공을 위한
상세페이지

기획과 디자인

■ 교육목차(총16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40,896원 36,352원 18,176원

사업주부담금 9,594원 14,138원 32,314원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40,896원 36,352원 18,176원

사업주부담금 9,594원 14,138원 32,3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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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소비자 트렌드 분석하기_트렌

드 이해
9차시 광고아이템조사하기

2차시
소비자 트렌드 분석하기_시장

환경 트렌드 읽기
10차시 전략설정하기

3차시 마케팅 전략 수립 11차시 매체기획하기

4차시 마케팅 4P와 IMC(1) 12차시 신매체발굴하기

5차시 마케팅 4P와 IMC(2) 13차시 콘셉트선정하기

6차시 포지셔닝과 마케팅 14차시 광고아이디어도출

7차시 다양한 포지셔닝 전략 15차시 광고표현전략수립

8차시 소비자트렌드분석
16차시

~
※홈페이지 확인요망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29,360원

정부지원금 116,424원 103,488원 51,744원

사업주부담금 12,936원 25,872원 77,616원

■ 교육목차(총20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재무회계의 기초 9차시 재고자산 2

2차시 재무제표의 이해 1 10차시 투자자산

3차시 재무제표의 이해 2 11차시 유형자산

4차시 회계의 순환과정 1 12차시 무형자산과 기타비유동자산

5차시 회계의 순환과정 2 13차시 현재가치회계

6차시 당좌자산 1 14차시 부채

7차시 당좌자산 2 15차시 자본과 손익

8차시 재고자산 1 16차시 재무비율분석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1,808원 28,274원 14,137원

사업주부담금 18,682원 22,216원 36,353원

■ 교육목차(총16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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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회계감사란 무엇인가? 9차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개념체계와
적용기법 개요

2차시 내부회계관리제도란? 10차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개념체계와
적용기법-통제환경

3차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 및 평가

11차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개념체계와
적용기법-위험평가

4차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12차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개념체계와

적용기법-통제활동

5차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
13차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개념체계와 적용기법

정보 및 의사소통,모니터링활
동

6차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 등
14차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및 적용기법 (1)

7차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법적규제 (1)
15차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및 적용기법 (2)

8차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법적규제 (2)
16차시~ ※ 홈페이지 확인 요망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62,370원

정부지원금 39,293원 34,927원 17,463원

사업주부담금 23,077원 27,443원 44,907원

■ 교육목차(총20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재무관리의 개념과 목표 9차시 경영분석의 기초

2차시 재무제표 이해와 분석실무 10차시 기업 및 산업분석의 Point

3차시 재무관리 기초이론 11차시
B/S(대차대조표)의 구조와

Reading Point

4차시 기업재무구조전략과 수립 12차시
I/S(손익계산서)의 구조와

Reading Point

5차시 사업계획수립과 현금흐름 13차시
현금흐름표의 구조와

Reading Point

6차시
사업타당성

분석방법과 평가
14차시

운영자금(working capital) 

및 거래처 평가

7차시 재무예산 편성과 통제 15차시
원리금상환능력 평가

(loan/credit/bond rating)

8차시 재무관리 환경에 대한 이해 16차시
EVA(경제적 부가가치)분

석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40,896원 36,352원 18,176원

사업주부담금 9,594원 14,138원 32,314원

■ 교육목차(총16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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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부서 내,외부

정보소통 능력
9차시 회의하기 Ⅱ

2차시 문서 이해 능력 Ⅰ 10차시 회의하기 Ⅳ

3차시 문서 이해 능력 Ⅱ 11차시 회의하기 Ⅴ

4차시 문서 작성 능력 Ⅰ 12차시 업무관리 Ⅰ

5차시 문서 작성 능력 Ⅱ 13차시 업무관리 Ⅱ

6차시 문서 작성 능력 Ⅲ 14차시 업무관리 Ⅲ

7차시 회의 운영ㆍ지원 Ⅰ 15차시 업무관리 Ⅳ

8차시 회의하기 Ⅰ 16차시~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24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74,250원

정부지원금 46,777원 41,580원 20,790원

사업주부담금 27,473원 32,670원 53,460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회계감사란 무엇인가?

2차시 내부회계관리제도란 무엇인가?

3차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성요소

4차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17가지 원칙

5차시 내부통제 실무절차(1)-매출 및 현금회수

6차시 내부통제 실무절차(2)-구매 및 급여

7차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실무(1)-평가 및 보고절차

8차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실무(2)-중요한 취약점 체크리스트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26,730원

정부지원금 16,839원 11,762원 19,246원

사업주부담금 9,891원 14,968원 7,484원

■ 교육목차(총8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 교육목차(총20차시)

1차시
작업의 효율을 높이는 기본 준비

- 내게 맞는 엑셀 기본작업환경
9차시

기본만 알아도 반은 해내는 함수 2 

- 절대참조, RANK 함수, 이름정의

2차시
강력한 엑셀기능의 덕을 보자

- 데이터 입력 및 자동채우기
10차시

기본만 알아도 반은 해내는 함수 3 

- LEFT, CHOOSE, CONCATENATE, 

ROUND 등 함수

3차시
변신은 자유! 셀 자유자재로 다루기

- 셀 다루기 및 서식수정
11차시

기본만 알아도 반은 해내는 함수 4 

- VLOOKUP, HLOOKUP 등 함수

4차시
내가 직접 만드는 새로운

회사문서 폼 - 서식 만들기
12차시

기본만 알아도 반은 해내는 함수 5

- SUMIF, AVERAGEIF, YEAR 함수

5차시
갑자기 잡힌 회의에도 막힘없이

준비하기 - 인쇄 및 화면보기
13차시

보고에 설득력을 더하는 레시피

- 다양한 차트 삽입

6차시
꼼꼼한 일처리 역량은 시트에서

드러난다! - 시트 활용 및 관리
14차시

방대한 데이터 앞에서도 자신감 UP 1 

- 데이터 정렬, 자동필터와 부분합

7차시
조건에 맞는 값을 강조하여 한눈에

데이터 분석하기 - 조건부 서식
15차시

방대한 데이터 앞에서도 자신감 UP 2 

- 유효성 검사, 고급필터와 표

8차시
기본만 알아도 반은 해내는 함수 1 

- SUM, MAX, COUNT, IF 등 함수
16차시~ ※ 홈페이지 확인 요망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62,370원

정부지원금 39.293원 34.927원 17.463원

사업주부담금 23.077원 27.443원 44.907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몸풀기: 문서 디자인 콘셉트 정하기, 테마 구성

2차시 1일차: 제목과 목차 디자인 정하기, 스타일

3차시 2일차: 반복 작업을 피하는, 구역 나누기

4차시 3일차: 보고서의 얼굴, 표지 만들기

5차시 4일차: 제목 업그레이드 하기, 텍스트 디자인

6차시 5일차: 깔끔한 비즈니스 문서의 비결, 표

7차시 6일차: 비주얼한 문서 작성, 도형 및 스마트아트

8차시 7일차: 속도를 높이는 보고서 재사용, 블록 관리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26,730원

정부지원금 16,839원 14,968원 7,484원

사업주부담금 9,891원 11,762원 19,246원

■ 교육목차(총8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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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차(총16차시)

1차시
악성코드의 종류와

해킹의 방법
9차시

스피어피싱 공격의
피해를 막는 방법

2차시
왜 해커는 개인과
기업을 노리나요?

10차시
웹사이트를 마비시키는

분산 서비스 공격(DDOS)

3차시
해킹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

– 패턴 기반의 방어 방법
11차시 랜섬웨어란 무엇인가?

4차시
해킹을 방어하기 위한 기술
– 샌드박스와머신러닝 기법

12차시
어떻게하면 랜섬웨어로

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
을까?

5차시 백신의 진화 - 차세대 백신 13차시
지능형 지속 위협(APT)란

무엇인가요?

6차시
마술같은 해킹 기법

– 워터링홀
14차시

지능형 지속 위협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은?

7차시
워터링홀 공격의
피해를 막는 방법

15차시
보안 인텔리전스란

무엇인가?

8차시
이메일을 통한 해킹 기법

– 스피어피싱 공격
16차시

4차 산업 혁명의 화두
– 보안과 사물인터넷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45,441원 40,392원 20,196원

사업주부담금 5,049원 10,098원 30,294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 교육목차(총30차시)

1차시
체계적인 정보보호 어렵지 않

아요
9차시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정의

2차시
내부자 같은

외부자를 막아라!
10차시

스마트워크 인프라를
보호하라

3차시 사내 PC보안 한방에 클리어 11차시
모바일 보안 대책을

수립하라

4차시 서버 보안의 기초를 배우자 12차시
스마트워크 서비스 및

화상회의 보안

5차시
네트워크, 와이파이,

클라우드 보안
13차시

스마트워크 인적 자산을
관리하라

6차시 악성프로그램과 해킹 14차시
침해사고 대응절차

마련하기

7차시
내부유출 그리고 피싱 및

악성 모바일 앱
15차시

정보자산의 관리 및
인식제고

8차시
스마트워크 시대의

정보보호
16차시

~ 홈페이지 확인 요망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78,640원

정부지원금 160,776원 142,912원 71,456원

사업주부담금 17,864원 35,728원 107,184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채용 9차시 HRD의 입체적 이해

2차시 근로시간 10차시
HRD 담당자와

성인학습의 특징

3차시 임금관리 11차시 역량과 역량 모델링의 이해

4차시 취업규칙과 징계 12차시
HRD 전략과

교육체계 수립

5차시 평가관리 13차시 교육과정 개발

6차시 유지관리 14차시 교육성과 평가

7차시 4대보험 15차시 HRD 수요자를 매혹하는 방법

8차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와 기타인

사업무
16차시

HRD 성공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6,352원 32,313원 16,156원

사업주부담금 14,138원 18,177원 34,334원

■ 교육목차(총16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5

1차시
중심을 잡고 내외부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라

9차시
현실을 극복할
실력을 갖춰라

2차시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할 변

화에 대처하라
10차시 사람이 경쟁력이다

3차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11차시

양심경영이 기업의
미래를 보장한다

4차시
혁신을 통한 위기대응

전략을 짜라
12차시

개인의 저력과 조직의
소신으로 위기를 5극복하라

5차시
외적상황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혁신하라

13차시
성공을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라

6차시
작은 힘을 모아 강력한

변화의 힘으로 혁신하라
14차시

현실을 직시하고
주체성을 확보하라

7차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라
15차시 스스로 목표에 정진하라

8차시
약점을 극복할 위기대응 능

력을 키워라
16차시 토지에서 얻는 인사이트

■ 교육목차(총16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1,808원 28,274원 14,137원

사업주부담금 18,682원 22,216원 36,353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6

1차시 행복한 도전을 위한 변화관리 9차시
팀원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관리하는 변화관리 리더십

2차시
적극적인 도전을 통한

변화 관리
10차시

팀원의 감정관리를 위한

감성 커뮤니케이션

3차시
변화에 저항하는 원인분석, 

저항에 맞서는 변화관리
11차시

가치있는 삶으로 바꾸는

전략적 비전관리

4차시
안감정을 활용한 위기상황

극복의 변화관리
12차시 목표를 달성하는 몰입

5차시
임파워먼트로 성공 경험을

만들어 주기
13차시

혁신으로 이끄는

긍정적 사고

6차시
서로 힘이되는 혁신팀의

긍정적 관계 형성
14차시

혁신을 가속화 하는

팀원의 직업정신

7차시 변화속의 긍정적인 의사결정 15차시
혁신으로 인한

감정관리 및 문화관리

8차시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전략적

사고
16차시

환경변화를
내재화하는 정서관리

■ 교육목차(총16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1,808원 28,274원 14,137원

사업주부담금 18,682원 22,216원 36,353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프롤로그-제한된 합리성과 인

간의 의사결정
9차시

우리가 선택한 대안이 최선일
까 2-자기충족적 예언

2차시
결정장애 극복

-지식에서 지혜로
10차시

우리가 선택한 대안이
최선일까 3

-확증편향과 범주정보

3차시
선택의 기로 앞에서-불확실성

과 모호함이 주는 불안
11차시

출발은 같아도 결과는 달라지
는 접근동기와

회피동기

4차시
부지런한 뇌와 게으른 사고

-인지적 구두쇠
12차시

모험을 권하는 접근동기, 
돌다리를 권하는 회피동기

5차시
변하기보다 차라리 앉아서

당하자-고착과 앵커링
13차시

현향과 오류 그리고 실패
-접근동기와 회피 동기의

콜라보

6차시
생각하지 않고 받기에만

익숙해진 현대인-사고부족
14차시

리더가 알아야 할 동기
부여 – 불안과 강박해소

7차시
부정적 정서는 생존 DNA?

-합리성 결여
15차시

리더가 알아야 할
동기부여

-계획오류 방지

8차시
우리가 선택한 대안이

최선일까 1-대안 선호 편중
16차시

근본적인 변화는
‘왜’에서 출발할 것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1,808원 28,274원 14,137원

사업주부담금 18,682원 22,216원 36,353원

■ 교육목차(총16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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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검수에 적합한 인원은

몇 명일까?
9차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면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진다

2차시
의사결정 기본 프로세스

이해하기
10차시

상사의 기분에 따라 결정이 오
락가락!

3차시
급여인상은 직원들을

춤추게할까?
11차시

정성적인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객관화하기

4차시
조직 의사결정 과정과

주의사항 이해하기
12차시

문제 분석과 명확한 목표
설정은 의사결정의

시작과 끝

5차시
종합정리모듈 정리 :경영의
품질을 좌우하는 의사결정

13차시
위기에 빠진 상해

법인을 구하라

6차시
불량만 관리해도 승진은

따 놓은 당상?
14차시

집단 의사결정의 시너지
이끌어내기

7차시
판단 지표와 도달 목표를 일

치시키자
15차시

경쟁사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
니라, 문제는 내부에 있다

8차시
열심히 일한 직원, 무조건 칭

찬해야 할까?
16차시~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18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6,430원

정부지원금 35,550원 31,600원 15,800원

사업주부담금 20,880원 24,830원 40,630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문제해결의 전체상 이해 9차시
What Tree를 활용한

과제 설정

2차시 문제 발견과 문제 정의 10차시
What Tree활용을 위한

프레임워크

3차시
문제 해결을 위한

로지컬 씽킹
11차시

Benchmark ＆
Best Practice

4차시
문제 도출을 위한

제로베이스 사고법
12차시

해결책 구축을 위한
갭 분석 방법

5차시
문제 도출 Method 

`매트릭스`5
13차시 목표설정과 컨셉 사고법

6차시
원인 탐색을 위한

프로세스 분석 Tool
14차시

목표 컨셉 시트와
로드맵 작성 방법

7차시
진인 발견을 위한

요소분석 방법
15차시

How Tree를 활용한
액션 시트

8차시
진인 탐색을 위한

5 why 작성법
16차시

Cycle Map을 통한
가설 검증

■ 교육목차(총16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1,808원 28,274원 14,137원

사업주부담금 18,682원 22,216원 36,353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가 되라
8차시 팀으로 일하라

2차시 강점에서 시작하라 9차시 협업 스킬을 강화하라

3차시
체계적으로 강점을

관리하라
10차시

Work skill 마스터하기

- 똑똑한 보고

4차시
가치경영의 중요성을

이해하라
11차시

Work skill 마스터하기

- 효율적인 문서작성

5차시 조직의 가치를 연결하라 12차시
Human skill 마스터하기

- 프로의 커뮤니케이션

6차시 고객을 이해하라 13차시 퍼실리테이턴트의 넛지

7차시 고객 관계를 관리하라 - -

■ 교육목차(총13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41,580원

정부지원금 26,195원 23,284원 11,642원

사업주부담금 15,385원 18,296원 29,938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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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직의 미래를 만드는

리더가 되라

9차시 전략을 관리하라

2차시
강점을 기반으로

동기부여하라
10차시 프로젝트를 관리하라

3차시
조직 약속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라
11차시 사람을 관리하라

4차시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라 12차시
중간관리자 스킬 up 

- 인사실무

5차시 팀 실행력을 강화하라 13차시
중간관리자 스킬 up 

– 성과코칭

6차시 변화의 방향성을 이해하라 14차시
중간관리자 스킬 up 

– 갈등관리

7차시 변화를 실행하라 15차시 리더십 인사이트

8차시 조직문화를 관리하라 16차시
퍼실리테이턴트의

넛지

■ 교육목차(총16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1,808원 28,274원 14,137원

사업주부담금 18,682원 22,216원 36,353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4차 산업혁명을 실행하는

전문가가 되라
9차시 팀 시너지를 강화하라

2차시
강점을 기반으로 전문성을

강화하라
10차시

프로세스 전문가가 되라

- 시스템기법 마스터

3차시 조직에서 강점을 활용하라 11차시
프로세스 전문가가 되라

- 컨설테이션 마스터

4차시
조직 가치의 중요성을

이해하라
12차시

경험적 선구자가 되라

- 새로운 제안하기

5차시
조직 가치에 기반해 변화를

실행하라
13차시

경험적 선구자가 되라

- 낡은 관행 개선하기

6차시 고객 경험을 적용하라 14차시
유연한 커뮤니케이터가 되라

- 후배 멘토링하기

7차시 디자인 씽킹을 활용하라 15차시
유연한 커뮤니케이터가 되라

- 상사 코칭하기

8차시 팀으로 일하라 16차시 퍼실리테이턴트의 넛지

0

■ 교육목차(총16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1,808원 28,274원 14,137원

사업주부담금 18,682원 22,216원 36,353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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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내가 알던 상식이 막상 닥쳐

보니 현실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9차시 "저성과자의 역량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2차시
"팀장의 업무부담은 왜

더 심해지기만 할까요?"
10차시

“일 잘하는 팀의 직원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3차시
“자부심, 사명감, 기대감을 만

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11차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어려운
일은 회피하는 젊은 직원들과 어

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4차시
“팀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실적 아닌가요?”
12차시 “팀원들보다 팀장이 더 눈치 보

는 상황, 정상인가요?”

5차시
"왜 내가 하는 말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요?"
13차시

“임원 때문에 팀장의 리더십이
약화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6차시
“불필요한 업무는 무엇이고 어

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14차시 "최고의 팀을 만드는 가장 중요

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7차시
“팀장의 지시를 가볍게 생각하

고 일하는 팀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15차시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
가요?”

8차시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직원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6차시

"상황변화에 따라 의사결정을 바
꾸는 게 부담 됩니다. 나는 일관

성이 없는 팀장인가요?"

■ 교육목차(총16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71,060원

정부지원금 44,767원 39,793원 19,896원

사업주부담금 26,293원 31,267원 51,164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 교육목차(총22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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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보편성을 깨우쳐 조직
변화를 이끌라: 공자편

9차시
솔선수범과 부드러운 개입의

서번트 리더십:
제갈공명편

2차시
솔선하여 위기와 한계를

돌파하라: 이순신 편
10차시

부드럽게 달구되 원칙에는 엄
격 하라: 

이나모리 가즈오편 (1)

3차시
강한 의지로 조직 성장과

창의를 주도하라: 세네카편 (1)
11차시

부드럽게 달구되 원칙에는 엄
격 하라: 

이나모리 가즈오편 (2)

4차시
강한 의지로 조직 성장과

창의를 주도하라: 세네카편 (2)
12차시

잠재력을 일깨우는 코칭과 멘
토링의 달인이 되라: 

지눌편

5차시
직원을 셀프리더로 양성하는 슈

퍼리더십: 석가모니편 (1)
13차시

오로지 조직 목표만을 위해 매
진하는 카리스마

리더: 비스마르크편

6차시
직원을 셀프리더로 양성하는 슈

퍼리더십: 석가모니편 (2)
14차시

상황을 읽어내는 탁월한 결단
의 리더: 카이사르편

7차시
법,술,세 사상으로 조직관리의 기

초를 확립하라: 한비자편
15차시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을 주도
하라: 손자편 (1)

8차시
리더의 입지를 강화하여 인사와

조직을 관리하라: 
마키아벨리편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68,310원

정부지원금 43,035원 38,253원 19,126원

사업주부담금 25,275원 30,057원 49,184원

1차시 코칭에대한이해
(코칭이론숙지하기)

9차시 대상자별코칭역량
(코칭이론숙지하기)

2차시 다양한코칭이론과접근
(코칭이론숙지하기)

10차시 경력개발과이론
(경력코칭실행하기)

3차시 코치의역할과코칭의특성
(코칭이론숙지하기)

11차시 경력개발프레임워크
(경력코칭실행하기)

4차시 코칭산업과전망
(코칭이론숙지하기)

12차시 경력개발의방법
(경력코칭실행하기)

5차시
코칭환경과조성과

성과평가
(코칭이론숙지하기)

13차시 경력개발학문의이해와실
천 (경력코칭실행하기)

6차시 코칭스킬과기술 1
(코칭이론숙지하기)

14차시
경력코칭과회사가

탐내는인재 1 - 공통사항
(경력코칭실행하기)

7차시 코칭스킬과기술 2
(코칭이론숙지하기)

15차시
경력코칭과회사가

탐내는인재 2 – 신입사원
(경력코칭실행하기)

8차시 코칭스킬과기술 3
(코칭이론숙지하기)

16차시
경력코칭과회사가

탐내는인재 3 – 중견사원
(경력코칭실행하기)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04,720원

정부지원금 94,248원 83,776원 41,888원

사업주부담금 10,472원 20,944원 62,832원

■ 교육목차(총16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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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리더십의 구성체계와

통합모형
9차시

위기관리와 리더의 사회적

책임

2차시
선택과 집중을 위한 리더십

통찰
10차시

효과적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 이해

3차시
경영환경의 구성체계와

신속한 대응
11차시 인적자원의 선발과 관리체계

4차시
정보 속 종합적 판단을

이끄는 통계의 분석
12차시

조직관리의 원칙과

조직리더십

5차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리더의 전략
13차시

웃는 직원, 웃는 회사, 

기업문화 혁신 전략

6차시
혁신을 위한 조직적

비전개발 전략
14차시

내부고객을

만족시키는 경쟁력

7차시 위기관리 능력의 DNA 15차시
브랜드전략과 서비스

리더십의 행동 전략

8차시
성공적 위기관리의

사례분석
16차시~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17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3,460원

정부지원금 33,679원 29,937원 14,968원

사업주부담금 19,781원 23,523원 38,492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팀장의 역할과 책임 9차시 코칭 Skill

2차시 목표설정 Skill 10차시 갈등관리 Skill

3차시 의사결정 Skill 11차시 동기부여 Skill

4차시 문제해결 Skil 12차시 인재육성 Skill

5차시 팀 운영 Skill 13차시 상사관리 Skill

6차시 위기관리 Skill 14차시 커뮤니케이션 Skill

7차시 성과관리 Skill 15차시 변화관리 Skill

8차시 회의운영 Skill 16차시 자기관리 Skill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1,808원 28,274원 14,137원

사업주부담금 18,682원 22,216원 36,353원

■ 교육목차(총16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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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성공의 조건_무엇이
성공을 이끄는가? 

9차시
[전략]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2차시
[운과의 동행] 복잡계 비즈니스

에서 운과 동행하는
3가지 태도

10차시
[전략] 성공전략을
이루는 기본 전제

3차시
[사고] 어떻게

사고해야 하는가?
11차시

[조직] 조직문화는 무엇을 가
져오게 하는가?

4차시
[사고] 전체를 보는
비즈니스 사고방법

12차시
[조직] 조직을 이끄는

두 가지 원동력

5차시
[의사결정] 탁월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13차시

[미래] 미래는 무엇을
요구하교 있는가?

6차시
[의사결정] 집단 의사결정, 

어떻게 해야 하는가?
14차시

[미래] 현재는 미래다_
인공지능과 고용의 미래

7차시
[혁신] 혁신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15차시
[성장]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8차시
[혁신] 새로운 길을 찾는

혁신의 씨앗
16차시

[성장] 직장인을 위한
성장방정식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1,808원 28,274원 14,137원

사업주부담금 18,682원 22,216원 36,353원

■ 교육목차(총16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조직에불어닥친 3각파도를넘어라

2차시 스마트워크! 조직관리의필요조건인가충분조건인가?

3차시 언택트시대에도빛을발하는리더십스킬

4차시 언택트시대효과적인커뮤니케이션스킬

5차시 언택트시대근태관리보다성과관리

6차시 조직안의기울어진운동장을바로잡는수평적조직문화

7차시 형식이내용을지배한다. ‘HR Tech와근무환경리디자인’

8차시 조직의마르지않는샘물, 회복탄력성

■ 교육목차(총8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26,730원

정부지원금 16,839원 14,968원 7,484원

사업주부담금 9,891원 11,762원 19,246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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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위기에직면한영업 9차시
제안에성공하기위한

고객분석
(고객사업계획확인하기)

2차시 고객과가치제안 10차시

경쟁사분석및수주전략
수립

(경쟁사제안전략분석하
기)

3차시 비즈니스의핵심
가치경쟁력

11차시 제안전략개발
(제안서작성하기)

4차시 입찰과제안 12차시 제안서기획 1
(제안서작성하기)

5차시 사전기술영업의이해
(제안서작성하기)

13차시 제안서기획 2
(제안서작성하기)

6차시 수주영업은정보가핵심
(제안서작성하기)

14차시
좋은제안서와제안서
작성의핵심원리
(제안서작성하기)

7차시 의사결정권자공략
(제안서작성하기)

15차시 효과적제안서작성기술
(제안서작성하기)

8차시 효과적인제안요청서분석
(제안요청서분석하기)

16차시
~ ※홈페이지 확인요망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10,880원

정부지원금 99,792원 88,704원 44,352원

사업주부담금 11,088원 22,176원 66,528원

■ 교육목차(총17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미래를위한준비

(영업마인드구축하기)
9차시

인간관계와신뢰쌓기

(영업마인드구축하기)

2차시
자기주도리더십시대

(영업마인드구축하기)
10차시

의사소통과혁신

(영업마인드구축하기)

3차시
창의성과신뢰

(영업마인드구축하기)
11차시

변혁적삶 1
(영업마인드구축하기)

4차시
전략적안목과변화주도

(영업마인드구축하기)
12차시

변혁적삶 2
(영업마인드구축하기)

5차시
휴먼스킬

(영업마인드구축하기)
13차시

내삶의소중한것

(영업마인드구축하기)

6차시
도전과결단

(영업마인드구축하기)
14차시

생산적인하루

(영업마인드구축하기)

7차시
의지와비전

(영업마인드구축하기)
15차시

방해요소의극복

(영업마인드구축하기)

8차시
계획과우선순위

(영업마인드구축하기)
16차시

고객을생각하는
영업으로의변화

(영업마인드구축하기)

■ 교육목차(총16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04,720원

정부지원금 94,248원 83,776원 41,888원

사업주부담금 10,472원 20,944원 62,832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우왕좌왕 팀, 조난당하다! 미래

사회의 변화
9차시

흩어지는 팀원들_
팀 구성원의 역할

2차시
우왕좌왕 팀, 조난당하다! 미래

트렌드와 팀워크
10차시

세 개의 동굴_책무성
확립하기

3차시
오지에서의 하룻밤_팀의

의미와 필요성
11차시

가시덩굴 미로에 빠지다_팀
리더십에 대한 이해

4차시
오지에서의 하룻밤_
팀워크의 기본 이론

12차시
가시덩굴 미로에 빠지다_팀

리더십 기술 개발

5차시
가지각색, 팀원의 발견_

다중지능 이론
13차시

괴물과의 대화_의사소통 기술
개발

6차시
가지각색, 팀원의 발견_
개인적 특성과 팀워크

14차시
끝없는 사막과 모래바람_팀워

크와 갈등관리

7차시
캠프를 만들자_팀 구성과 팀워

크 진단
15차시

사막에서의 혼란과 갈등_팀
갈등관리 기술 개발

8차시
캠프에 닥친 위기_팀

수행과 목표 설정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65,340원

정부지원금 41,164원 36,590원 18,295원

사업주부담금 24,176원 28,750원 47,045원

■ 교육목차(총21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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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팀인가? 팀을 둘러싼

환경이해하기
9차시

커뮤니케이션의
프로세스와 팁

2차시
팀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장애와 함정
10차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장애와 함정

3차시
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
11차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팀
커뮤니케이션

4차시
다름과 차이에서 오는

장애와 함정
12차시

의사 결정 커뮤니케이션의 프
로세스와 팁

5차시
다름의 커뮤니케이션과

솔루션
13차시

팀 워크에 대한
장애와 해법

6차시
팀원과 리더를 가로막은

장애와 함정
14차시

개인과 팀의 Conflict의
장애와 대처

7차시
팀원들의 조직

커뮤니케이션 스킬
15차시

팀 Conflict에 대처하는
커뮤니케이션 팁

8차시
팀 리더의 조직

커뮤니케이션 스킬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3,460원

정부지원금 33,679원 29,937원 14,968원

사업주부담금 19,781원 23,523원 38,492원

■ 교육목차(총17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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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우리는 어떻게 회의를

해야 하는가?
9차시

회의 진행의 핵심기술2
의사결정회의

2차시
우리만의 회의

프로세스를 만들자.
10차시

회의 진행의 핵심기술3
이해조정과 정보공유회의

3차시
시간을 절약하는 몰입식
회의 설계가 필요하다.

11차시
회의 진행의 핵심기술4
갈등처리를 위한 회의

4차시
회의의 분위기를

관리하자.
12차시

회의 진행의 핵심기술5
전자회의, 화상회의

5차시
회의 충돌과

방해요인을 제거하자.
13차시

회의 진행의 핵심기술6
글로벌 회의

6차시
회의 참석자를
최적화하자.

14차시
회의 만능주의를
먼저 없애야 한다.

7차시
회의 리더는 유능한

참석자도 만들 수 있다.
15차시

참석자들이 개입하고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8차시
회의 진행의 핵심기술1

문제해결회의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6,430원

정부지원금 35,550원 31,600원 15,800원

사업주부담금 20,880원 24,830원 40,630원

■ 교육목차(총18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왜 매번 커뮤니케이션일까 9차시 자기 주장 시대

2차시
비즈니스&패밀리

커뮤니케이션
10차시

네일숍의 미남_
기업의 심리 수단

3차시 세계는 하나 11차시 강남 스타일 소통 따라하기

4차시
심리와 소통의
콜라보레이션

12차시 건강한 공유 커뮤니케이션

5차시 소통의 왕도: 듣기 13차시
통쾌 복수, 유쾌 지시, 

상쾌 협력

6차시 질문을 잘하는 법 14차시 역이용 소통

7차시 대답을 잘하는 법 15차시 내 맘은 누가 알아줄까

8차시 비언어적 의사소통 - -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47,520원

정부지원금 29,937원 26,611원 13,305원

사업주부담금 17,583원 20,909원 34,215원

■ 교육목차(총15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26

1차시 커뮤니케이션 이해하기 9차시
뉴미디어 시대의 온라인 매체

운영계획 수립하기

2차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이해하기
10차시

뉴미디어 시대의 온라인 매체
운영하기

3차시 기업 이미지 광고하기 11차시
뉴미디어 시대의 콘텐츠 제작

하기

4차시 퍼스널 브랜딩 이해하기 12차시
사내 커뮤니케이션

이해하기

5차시 크리에이티브 전략 13차시
비즈니스 업무문서

작성하기

6차시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해하기
14차시

사내조직 커뮤니케이션을 위
한 전파 현황 파악하기

7차시 언론 홍보계획 수립하기 15차시
사내조직 커뮤니케이션을 위

한 조직문화 전파 계획 수립하
기

8차시
뉴미디어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16차시

위기 대응 시 위기 관리체계
구축하기를 위한 커뮤니케이

션 매뉴얼 작성

■ 교육목차(총16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04,720원

정부지원금 94,248원 83,776원 41,888원

사업주부담금 10,472원 20,944원 62,832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 교육목차(총23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보고와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원리
9차시 보고서 작성의 핵심기술(4)

2차시
전략적 사고와 역지사지

방법론
10차시 보고서 작성의 핵심기술(5)

3차시
전략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강화 방법(1)
11차시

1페이지 보고서 작성 방법 및
실습

4차시
전략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강화 방법(2)
12차시

파워포인트 보고서 작성 및 실
습

5차시
회의와 상담/코칭을 통한 올바

른 기획 방법
13차시 품의서 작성 방법 및 실습

6차시 보고서 작성의 핵심기술(1) 14차시
제안서 작성의 핵심 방법 및

Tip

7차시 보고서 작성의 핵심기술(2) 15차시
대형 프로젝트 기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8차시 보고서 작성의 핵심기술(3)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71,280원

정부지원금 44,906원 39,916원 19,958원

사업주부담금 26,374원 31,364원 51,3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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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이제는 2page 기획이다 9차시
[2page 특강3] 논리 줄기 만

들기

2차시
원스톱 의사결정을 위한 1+1 

기획
10차시 중복회피! 누락회피!

3차시
[2page 특강1]
왜 2page인가

11차시
2page 개념의 체계적

논리설계

4차시
컨셉을 살리는 2page

작성 준비
12차시

[2page 특강4] 논리
구조화 하기

5차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기획적 사고 기법
13차시

한눈에 들어오는 제목과 스토
리 라인 설정

6차시
[2page 특강2] 문서 작성

시작하기
14차시

매끄러운 2page 프레임
설정

7차시
양보다 질의 기획 정보관리 기

법
15차시

[2page 특강5] 내용의
흐름 만들기

8차시
포인트가 살아있는 논리의 줄

기 만들기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83,160원

정부지원금 52,390원 46,569원 23,284원

사업주부담금 30,770원 36,591원 59,876원

■ 교육목차(총27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카피라이팅은 무엇인가? 9차시
온라인 홍보2

(콘텐츠 제작하기)

2차시 다양한 카피의 종류 10차시
출판홍보1

(운영계획 수립하기)

3차시 마케팅은 무엇인가 11차시
출판홍보2

(매체별 홍보물 제작하기)

4차시 카피와 마케팅 12차시
언론홍보1

(언론 홍보계획 수립하기)

5차시 기업 경영과 마케팅 13차시
언론홍보2

(언론 홍보활동 전개하기)

6차시
홍보전략 수립1

(PR 목표 설정하기)
14차시

마케팅 철학을 담은
글쓰기

7차시
홍보전략 수립2

(PR 대상 선정하기)
15차시 카피 창조하기

8차시
온라인 홍보1

(운영계획 수립하기)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30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29,580원

정부지원금 104,959원 93,297원 46,648원

사업주부담금 24,621원 36,283원 82,932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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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차(총24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74,250원

정부지원금 37,125원 29,700원 14,850원

사업주부담금 37,125원 44,550원 59,400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경쟁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 

서비스 경영의 시대
9차시

CS관리자를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 문제 해결하기

2차시
초연결 시대의
고객경험관리

10차시
CS 문제의 근본적 원인

잡아내기

3차시
기계적인 서비스에 공감을

입혀라! 고객 공감경영
11차시

CS 문제의 근본적 원인별
해결책

4차시
공유경제 시대엔
품격이 차별화다

12차시
피동적인 CS직원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기

5차시
이성의 시대에서 감성의

시대로 서비스를 확장하다
13차시

CS문제 사전에 차단하기
: 서비스 유비무환

6차시
고객심리학을

서비스와 융합하라
14차시

CS문제 사전에 차단하기 2
: 직원이 감정의 미끼를 물지 않

게하는 방법 ‘평정심’

7차시
디지털 서비스로 맞춤형

고객관계관리를 구축하라
15차시

CS리더 자신의 업무과중
문제 해결

8차시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8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26,730원

정부지원금 13,365원 10,692원 5,346원

사업주부담금 13,365원 16,038원 21,384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서비스의 심리학적 배경

2차시 서비스의 이해

3차시 고객과 고객 접점의 이해

4차시 고객의 이해

5차시 서비스의 회복

6차시 경청과 대화

7차시 매너와 첫인상 관리

8차시 고객 만족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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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불량제로실천을 위한

품질경영 개요
9차시 현장표준화의 의의와 구성

2차시
불량유형과

품질문제의 정의
10차시

관리계획서(CP)의
작성과 활용

3차시 불량제로 실천의 조건 11차시 작업표준서의 작성과 활용

4차시
현장데이터 해석방법 및

문제해결 절차
12차시

현장표준에 의한
표준품질관리

5차시 QC 7가지 기법 13차시
품질검사의 의의와

단계적 절차

6차시
QM Matrix를 통한

불량방지 대책
14차시

샘플링검사의 올바른
수행방법

7차시
불량이 나오지 않는 조건

설계의 이해
15차시

계측기관리와
계측오차의 평가관리

8차시 현장관리 체계화 및 표준화 16차시
검사업무의 표준화

추진방법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40,896원 36,352원 18,176원

사업주부담금 9,594원 14,138원 32,314원

■ 교육목차(총16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린(Lean) 

생산방식의 이해
9차시

고객만족 제품 설계 및
혁신전략

2차시
흐름생산/평준화생

산
10차시

최적 라인 설계 및
분석·개선

3차시 라인밸런스(LOB) 11차시
생산성향상을 위한

공정 설계 및 분석·개선

4차시
VSM의 작성절차

설계방향
12차시

작업효율 향상을 위한
작업 설계 및 분석·개선

5차시
낭비의 이해와

분석
13차시

현장낭비개선을 위한
동작 설계 및 분석·개선

6차시 인적Loss 분석 14차시
자재취급합리화를 위한

공장물류 설계·분석·개선

7차시 설비Loss 분석 15차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적 Layout 설계

8차시
최적 린(Lean)

생산 사례
16차시

기업이익 향상을 위한
전략적 코스트 다운

■ 교육목차(총16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6,352원 32,313원 16,156원

사업주부담금 14,138원 18,177원 34,334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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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생산 현장의 5S 

개선 활동 내용 ①
9차시

기업의 목적과
이념 및 개선 활동

2차시
생산 현장의 5S 

개선 활동 내용 ②
10차시

개선 활동을 지탱하는
조직 체제

3차시
생산 현장의 5S 

개선 활동의 추진방법
11차시 방침관리

4차시
생산 현장의
가시화 관리

12차시 관리 및 감독자의 역할

5차시
생산 현장의

가시화 주요 도구
13차시 제조 공정 5대 임무의 관리

6차시 생산 현장의 표준작업 14차시 소집단 개선 활동

7차시 표준서의 작성 15차시 제조 공정의 변화점 관리

8차시 생산 현장의 작업 개선 16차시 활기찬 현장 구축

■ 교육목차(총16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6,352원 32,313원 16,156원

사업주부담금 14,138원 18,177원 34,334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핵심만 콕 PLUS! 품질관리와 구매관리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40,896원 36,352원 18,176원

사업주부담금 9,594원 14,138원 32,314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 교육목차(총16차시)

1차시 품질의 사고방식 9차시 구매활동의 개념과 프로세스

2차시 품질보증부의 역할 10차시 원가의 개념과 원가흐름

3차시 품질관리부의 역할 11차시
구매 기능 차이에 의한 구매 방법

및 상품 구색 계획

4차시 제조부문의 품질관리 12차시
제조 머천다이징의 PB, SPA, 자

주 편집 머천다이징

5차시
제조공정의 품질을 달성하

는 구체적 시스템
13차시 유능한 구매 실무자

6차시
재발방지와 자공정 완결 공
정 구축, 공정의 품질보증

14차시
협력업체 선정 기준과

프로세스

7차시 신제품의 선행개선 15차시 협력업체 개발 포인트

8차시
품질은 공정에서

달성한다
16차시

구매 계약 및
하도급법의 이해



31

[물류전문가양성코스] 자재재고관리와 물류개선

■ 교육목차(총16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물류전문가양성코스] 물류비 관리와 공장물류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6,352원 32,313원 16,156원

사업주부담금 14,138원 18,177원 34,334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 교육목차(총16차시)

1차시
자가진단_자사의 물류수준

을 진단한다.
9차시 자재(재고)관리의 이해

2차시
물류개선 키워드 1_물류흐

름을 파악한다.
10차시

수요예측과
기업 정보 시스템

3차시
물류개선 키워드 2_물류비

를 명확하게 파악한다.
11차시 적정재고와 주문량 산정

4차시
물류개선 키워드 3_물류

특성에 맞는
물류센터를 선택한다.

12차시
재고 조사 및

장기 악성 재고관리

5차시
물류개선 키워드 4_물류개

선 접근방법을
이해한다.

13차시 재고관리 전략수립의 이해

6차시
물류개선 키워드 5_시간

을 줄인다.
14차시 공정 단계별 재고관리

7차시
물류개선 키워드 6_공간을

줄인다.
15차시 창고 효율화 방안

8차시
물류개선 키워드 7_물류

용기를 활용한다.
16차시 재고관리 개선 사례 분석

1차시 물류비의 개념 9차시
공장물류와

공급망관리(SCM)

2차시 물류비 관리목적 10차시
공장물류 추진방법과

전략적 활동

3차시 물류비 산정기준 11차시
공장물류와 VS(LEAN)

개선 방법론

4차시 물류비 계산 12차시
공장물류와 VS(LEAN)

개선1 :물류계획과
Industry4.0

5차시 운송비 계산 및 분석 13차시
공장물류와 VS(LEAN)

개선2 : 조달과정

6차시
물류센터비용(보관비

외) 계산 및 분석
14차시

공장물류와 VS(LEAN)
개선 : 생산출하

7차시 물류비 개선방안 15차시
공장물류를 위한
"물류도구”개선

8차시 물류비 사례분석 16차시
공장물류활동 방법론과 제

조현장 실무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6,352원 32,313원 16,156원

사업주부담금 14,138원 18,177원 34,3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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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콕 PLUS! 무역 계약 및 통관, 운송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6,352원 32,313원 16,156원

사업주부담금 14,138원 18,177원 34,334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 교육목차(총16차시)

1차시
무역의 큰 그림

이해하기
9차시 통관, 쉽게 이해하기

2차시
인코텀스 2020,

무역의 ABC
10차시 HS Code와 관세율이란

3차시
결제,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결과
11차시 관세감면과 통관

4차시
보험, 화물을 지키기

위한 선택
12차시 보세구역, 보세운송, 통관

5차시 무역계약 서식 13차시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6차시 환어음 서식 14차시 해상운송과 해상운송장

7차시 결제서류 서식 15차시 항공운송과 항공운송장

8차시 보험서류 서식 16차시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핵심만 콕 PLUS! 물류관리와 물류혁신

■ 교육목차(총16차시)

1차시
물류관리의 큰 그림

이해하기
9차시 SCM의 개요와 동향

2차시
물류관리(운영)의

핵심원리
10차시

SCM의 시작, 수요예측
(Forecasting)

3차시
재고관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19

SCM의 전개, 수요관리
(Demand Management)

4차시 물류포장, 화물지킴이 12차시
SCM의 발전, 협업
(Collaboration)

5차시
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왜

필요할까? 
13차시 물류의 개요와 범위

6차시
국내운송, 물류비의

핵심
14차시

물류의 최근 동향과
물류비 관리

7차시 해상운송, 국제운송의 꽃 15차시
물류합리화와 물류

고객서비스

8차시
항공운송, 특수화물의 해결

사
16차시 물류 아웃소싱의 확산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6,352원 32,313원 16,156원

사업주부담금 14,138원 18,177원 34,3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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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면세산업의 이해 9차시 매출추정법

2차시 면세점 브랜드와 제품 10차시 면세바잉프로세스1

3차시 브랜드와 머천다이징 11차시 면세바잉프로세스2

4차시 시장환경분석 12차시 무역실무

5차시 소비자 조사방법 13차시 면세제품전략

6차시
시장조사(SWOT)

정량화
14차시 면세가격전략

7차시 예산작업 15차시 면세유통전략

8차시 경쟁력분석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25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77,220원

정부지원금 55,598원 49,420원 24,710원

사업주부담금 21,622원 27,800원 52,510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원가의 정의 및 구성요소 9차시
구매관리의 역할과 협력업체

관리체계

2차시
원가의 흐름과

재무제표 이해
10차시

협력업체 관리의

개요와 구매윤리

3차시
구매원가 요소 분석Ⅰ 

– 재료비
11차시

신규 협력업체 발굴

및 선정절차

4차시
구매원가 요소 분석 Ⅱ 

– 노무비
12차시

협력업체 정기평가

및 사후관리

5차시
구매원가 요소 분석 Ⅲ 

– 제조경비
13차시 협력업체 납기관리의 이해

6차시
구매원가 요소 분석 Ⅳ 

– 일반관리비
14차시 협력업체 품질관리의 이해

7차시 구매원가 결정 및 활용 15차시
구매계약 및

하도급법의 이해

8차시
구매원가 절감 및

개선 포인트
16차시

협력업체의 경영분석 및
위험관리

■ 교육목차(총16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36,352원 32,313원 16,156원

사업주부담금 14,138원 18,177원 34,334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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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원이 알아야 할 품질경영기초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 교육목차(총16차시)

1차시 품질(Quality)이란? 9차시 모수와 통계량

2차시 관리란 무엇인가? 10차시 산포의 척도

3차시 고객만족 11차시 도수분포표

4차시 품질코스트 12차시 정규분포

5차시 한국산업규격 13차시 Six Sigma경영

6차시 사내표준화 14차시 측정시스템

7차시 제조물책임법 15차시 층별

8차시 규격과 공정능력 16차시~ 히스토그램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50,490원

정부지원금 40,896원 36,352원 18,176원

사업주부담금 9,594원 14,138원 32,314원

현장에서 손쉽게 쓰는 포토샵 CC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77,220원

정부지원금 69,498원 61,776원 30,888원

사업주부담금 7,722원 15,444원 46,332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 교육목차(총25차시)

1차시 포토샵 CC가 궁금해요 9차시
화려한 이벤트 페이지

만들기

2차시 포토샵 CC 살펴보기 1 10차시
패턴 만들어 소스로

저장하기

3차시 포토샵 CC 살펴보기 2 11차시
홈페이지의 기본! 
그리드 알아보기

4차시 포토샵 CC 살펴보기 3 12차시
메인 슬라이드 이미지

만들기

5차시 포토샵 CC 살펴보기 4 13차시
표와 이미지가 들어간

웹페이지 만들기

6차시 내 로고는 내가 만든다 14차시
반응형 홈페이지 메인 시안

제작하기

7차시 눈에 확 띄는 gif 배너 15차시 웹 표준을 맞춰보자!

8차시
팝업으로 공지창

띄우기
16차시~ ※ 홈페이지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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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사이버보안

■ 교육목차(총20차시)

1차시 정보보호 거버넌스 구현 9차시 시스템보안운영 2

2차시 정보보호정책기획 10차시 관리보안운영

3차시 보안위험관리 1 11차시 랜섬웨어 1

4차시 보안위험관리 2 12차시 랜섬웨어 2

5차시 정보 보호 계획수립 13차시 악성코드 1

6차시 네트워크보안운영 1 14차시 악성코드 2

7차시 네트워크보안운영 2 15차시 디도스 1

8차시 시스템보안운영 1 16차시~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87,780원

정부지원금 79,002원 70,224원 35,112원

사업주부담금 8,778원 17,556원 52,668원

해킹과 침투의 시대, 보안을 배우다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29,580원

정부지원금 116,622원 103,664원 51,832원

사업주부담금 12,958원 25,916원 77,748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 교육목차(총30차시)

1차시 정보 보안 들어가기 9차시 웹의 개요 및 웹 해킹 이해

2차시
정보 보안 및 시스템의 이

해
10차시 웹 취약점 이해

3차시 시스템 보안-1 11차시 시스템과 프로그램

4차시 시스템 보안-2 12차시 코드 보안

5차시 시스템 보안-3 13차시 악성코드-1

6차시 네트워크 이해 14차시 악성코드-2

7차시 네트워크 보안-1 15차시 모바일과 IoT 보안

8차시 네트워크 보안-2 16차시~ ※ 홈페이지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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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원이 알아야 할 랜섬웨어와 악성코드 예방법

■ 교육목차(총20차시)

1차시 사이버 보안 들어가기 9차시
악성코드의 감염 사례 및

대응 방법

2차시 사이버 보안의 종류 1 10차시 컴퓨터 바이러스 알아보기

3차시 사이버 보안의 종류 2 11차시 트로이 목마 알아보기

4차시
사이버공학을 이용한 사이

버 범죄
12차시 웜 알아보기

5차시
사이버 보안 프레임 워크

개념 및 종류
13차시 해킹 알아보기

6차시
시스템 계정 및 취약점 관

리
14차시 방화벽 알아보기

7차시 네트워크 개념 및 계층 15차시 침입탐지시스템 알아보기

8차시 악성코드란 무엇인가? 16차시~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87,780원

정부지원금 79,002원 70,224원 35,112원

사업주부담금 8,778원 17,556원 52,668원

혁신의 시대, 인공지능 서비스로 미래의 중심에 서다!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90,960원

정부지원금 190,960원 190,960원 114,576원

사업주부담금 0원 0원 76,384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 교육목차(총30차시)

1차시
인공지능서비스를 위한

내·외부 환경분석
9차시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을
설계해보자

2차시
인공지능 서비스의

첫걸음, 필요자원 분석
10차시

인공지능 서비스 시나리오를
기획해보자

3차시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을
위한 최신 기술동향 분석

11차시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하기

4차시
인공지능 서비스 방향

설정하기
12차시

인공지능 플랫폼
인프라 설계하기

5차시
성공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는 목표 설정에
달려있다!

13차시
인공지능 플랫폼
인프라 구현하기

6차시
인공지능 서비스

요구사항
분석이 핵심이다-1

14차시
인공지능 플랫폼 기능

설계하기

7차시
인공지능 서비스

요구사항
분석이 핵심이다-2

15차시
인공지능 플랫폼 기능

구현하기

8차시
인공지능 서비스

요구사항
분석이 핵심이다-3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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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따라잡는 4차산업 디지털 융합의 이해

■ 교육목차(총30차시)

1차시
쉽게 접근해보는

4차 산업혁명의 개요
9차시

인공지능의 발전과
산업 변화 –

인공지능의 응용2

2차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0차시

4차 산업 디바이스
기술의 현재 – 드론기술

3차시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다 -
특징과 종류

11차시
4차 산업 디바이스

기술의 현재 - 3D프린터

4차시
국내외 스마트 기술의

동향과 방향
12차시

4차 산업 디바이스
기술의 현재 – 로봇 기술

5차시
IoT! 일상생활에

스마트 홈으로 성장하다-1
13차시

빅데이터에서 빅데이터로
– 빅데이터란

6차시
IoT! 일상생활에

스마트 홈으로 성장하다-2
14차시

빅데이터에서 빅데이터로
- 분석 방법

7차시
인공지능의 발전과

산업 변화 - 인공지능이란
15차시

빅데이터에서 빅데이터로
- 활용 사례 및 향후 전망

8차시
인공지능의 발전과

산업 변화 –
인공지능의 응용1

16차시~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90,960원

정부지원금 190,960원 190,960원 114,576원

사업주부담금 0원 0원 76,384원

1차시
인공지능의역사와주요

개념
9차시

인공지능서비스기술환경

분석하기

2차시 왓슨의주요서비스 10차시
인공지능서비스방향

설정하기

3차시 머신러닝이해 11차시
인공지능서비스목표

확정하기

4차시 딥러닝의이해 12차시
인공지능서비스요구사항

수집하기

5차시 뉴스와 AI 13차시
인공지능서비스모델

구성요소분석하기

6차시 TV와 AI 14차시
인공지능서비스모델

정의하기

7차시
인공지능서비스내/외부

환경분석하기
15차시

인공지능서비스모델

검증하기

8차시
인공지능서비스필요자원

분석하기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30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90,960원

정부지원금 190,960원 190,960원 114,576원

사업주부담금 0원 0원 76,384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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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정보화 사회의 출현과

기업변화
9차시 e-비즈니스 사이트기획 2

2차시 디지털 경제의 e-비즈니스 10차시 e-비즈니스 사이트기획 3

3차시 e-비즈니스 발전과 유형 11차시 UCC와 e-비즈니스

4차시 e-비즈니스 모델과 유형 12차시 블로그와 e-비즈니스

5차시 e-비즈니스 전략 1 13차시 사이트 구축하기

6차시 e-비즈니스 전략 2 14차시 상품 콘텐츠 개발하기

7차시 e-비즈니스 전략 3 15차시 시스템 관리하기

8차시 e-비즈니스 사이트기획 1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20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62,370원

정부지원금 50,519원 44,906원 22,453원

사업주부담금 11,851원 17,464원 39,917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 교육목차(총30차시)

1차시 e-비즈니스가 뭐지?1 9차시
사이트 기획2

(사이트 설계하기)

2차시 e-비즈니스가 뭐지?2 10차시
사이트 구축1

(사이트 구축하기)

3차시
사업기획을 위한

경영전략의 이해1
11차시

사이트 구축2
(기초DB 구축하기)

4차시
사업기획을 위한

경영전략의 이해2
12차시

사이트 운영1
(시스템 관리하기)

5차시
사업기획을 위한

경영전략의 이해3
13차시

사이트 운영2
(외부시스템 연동하기)

6차시
사업 기획1

(마케팅 전략 수립하기)
14차시

고객 관리1
(고객DB 관리하기)

7차시
사업 기획2

(판매계획 수립하기)
15차시

고객 관리2
(고객등급 관리하기)

8차시
사이트 기획1

(사이트 개발계획 수립하기)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29,580원

정부지원금 104,959원 93,297원 46,648원

사업주부담금 24,621원 36,283원 82,93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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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온택트 서비스를 위한
E-비즈니스 시장분석

9차시
e-비즈니스 마케팅
전략 수립하기-3

2차시
e-비즈니스 & 고객서비스의
첫걸음, 고객 요구사항 분석

10차시 1등 온라인 고객만족을 위한
e-biz 시스템 관리하기

3차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
11차시 1등 온라인 고객만족을 위한

e-biz 상품 관리하기

4차시
e-비즈니스의 시작, 성공과

실패 사례에 주목하라-1
12차시 1등 온라인 고객만족을 위한

e-biz 사이트 유지보수 하기

5차시
e-비즈니스의 시작, 성공과

실패 사례에 주목하라-2
13차시

e-비즈니스 고객만족의
핵심: 주문 처리하기

6차시
e-비즈니스 상품개발

전략 수립하기
14차시

e-비즈니스 고객만족의
핵심: 배송 관리하기

7차시
e-비즈니스 마케팅
전략 수립하기-1

15차시
e-비즈니스 고객만족의

핵심:교환/반품 관리하기

8차시
e-비즈니스 마케팅
전략 수립하기-2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30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90,960원

정부지원금 171,864원 152,768원 76,384원

사업주부담금 19,096원 38,192원 114,576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스마트워크란 무엇인가 9차시 메모 및 업무관리 2

2차시 웹브라우저 기본 세팅 10차시 디지털 데이터관리 1

3차시 업무에 필요한 정보검색 11차시 디지털 데이터관리 2

4차시 정보가 찾아오게 하는 방법 12차시 디지털 데이터관리 3

5차시 효과적인 시간관리 13차시 디지털 설문지 제작

6차시 디지털캘린더 활용법 14차시 사진 및 동영상 관리

7차시 프로젝트 관리 15차시 업무 커뮤니케이션

8차시 메모 및 업무관리 1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20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87,780원

정부지원금 55,301원 49,156원 24,578원

사업주부담금 32,479원 38,624원 63,202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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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OAD! 디지털융합 혁명과 의료 빅데이터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375,100원

정부지원금 356,345원 337,590원 225,060원

사업주부담금 18,755원 37,510원 150,040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 교육목차(총30차시)

1차시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디지털융합의 미래
9차시

보건·의료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환경 분석

2차시
보건·의료 빅데이터

동향 및 활용-1
10차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데이터 기획-1

3차시
보건·의료 빅데이터

동향 및 활용-2
11차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데이터 기획-2

4차시
보건·의료 빅데이터

동향 및 활용-3
12차시

빅데이터 기술의
아키텍처 이해-1

5차시 빅데이터의 기술적 이해 13차시
빅데이터 기술의
아키텍처 이해-2

6차시
보건·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1
14차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관련법 및 동향-1

7차시
보건·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2
15차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관련법 및 동향-2

8차시
보건·의료 빅데이터

생산에서부터 분석까지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1차시 진료 전 상담 9차시 진료비 관리

2차시 진료 후 상담 10차시 진료비 심사 청구

3차시 예약 접수 및 관리 11차시
의료기관 직무분석 및

적정인원 산정

4차시
환자 진료접수 및 진료정보

파악
12차시

의료기관 인사 및
평가 관리

5차시 환자 대기 관리 13차시 의료기관 보상 관리

6차시 환자 진료 지원 14차시 약품 구매 관리

7차시 외래 업무 실무 15차시 소모품 구매 관리

8차시 입/퇴원 실무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3O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29,580원

정부지원금 93,297원 82,931원 41,465원

사업주부담금 36,283원 46,649원 88,115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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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4차 산업혁명과

의료산업의 변화
9차시

행복한 병원을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2차시 의료기관 환자 경험 관리 10차시
불만고객을 수용하는

커뮤니케이션

3차시
의료기관 환자 경험

관리 사례
11차시

대상자별 치료적 언어로
소통하기

4차시 병원 조직문화의 특성 12차시 전화 커뮤니케이션

5차시
고객만족을 향한 병원의

경쟁력
13차시 내부고객갈등 관리

6차시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14차시 상사 이해하기

7차시
인간관계와 치료적 관계

이해하기
15차시 부하직원 이해하기

8차시
의료 커뮤니케이션, 

치료적 의사사통 기법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87,780원

정부지원금 63,201원 56,179원 28,089원

사업주부담금 24,579원 31,601원 59,691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 교육목차(총20차시)

1차시 의료기관 홍보마케팅1 9차시 병원경영 실적 관리1

2차시 의료기관 홍보마케팅2 10차시 병원경영 실적 관리2

3차시 의료기관 홍보마케팅3 11차시 병원 원가 분석하기

4차시 의료기관 정원 관리1 12차시 예산 관리하기1

5차시 의료기관 정원 관리2 13차시 예산 관리하기2

6차시 의료기관 정원 관리3 14차시 투자 계획하기

7차시 의료기관 규정1 15차시 병원 감사 업무 수행하기1

8차시 의료기관 규정2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56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238,260원

정부지원금 171,547원 152,486원 76,243원

사업주부담금 66,713원 85,774원 162,017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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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병원의 경쟁력1 9차시 근태 관리

2차시 병원의 경쟁력2 10차시 직무 분석하기

3차시
병원 경영전략 – 관점의

전환
11차시 병원 정원 관리하기

4차시
병원 경영전략 – 감성과

고객중심
12차시 채용 경력 관리

5차시
병원 경영전략 – 한계를

뛰어넘기
13차시 급여 관리

6차시
위대한 병원을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14차시

노사 관계 관리
(노무행정업무 수행하기)

7차시
위대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내부 조직원 관리

15차시
교육 훈련하기
(교육수련하기)

8차시 인사 평가 관리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08,680원

정부지원금 78,249원 69,555원 34,777원

사업주부담금 30,431원 39,125원 73,903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 교육목차(총25차시)

1차시 병원조직에 대한 이해 9차시 병원 예산 분석

2차시 병원 운영전략 수립 1 10차시 병원 사업계획 작성

3차시 병원 운영전략 수립 2 11차시 병원 진료 실적 파악

4차시 병원 운영전략 수립 3 12차시 병원 경영 분석

5차시 병원 운영전략 수립 4 13차시 병원 원가 분석

6차시 병원 운영전략 수립 5 14차시 병원 감사 업무

7차시
병원 홍보의 개념 및

홍보 방법
15차시 진료접수 시 진료정보 파악

8차시 병원 예산 기획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33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42,120원

정부지원금 102,326원 90,956원 45,478원

사업주부담금 39,794원 51,164원 96,642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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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의료법 총칙 및 의료인 9차시 의료광고

2차시 의료인-자격과 면허1 10차시 감독-1

3차시 의료인-자격과 면허2 11차시 감독-2

4차시 의료인-자격과 면허3 12차시 벌칙

5차시 의료인-권리와 의무 13차시 의료법 시행령-1

6차시 의료기관-의료기관의 개설1 14차시 의료법 시행령-2

7차시 의료기관-의료기관의 개설2 15차시 의료법 시행령-3

8차시
의료기관-의료기관의 개설 및

의료법인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90,960원

정부지원금 171,864원 152,768원 76,384원

사업주부담금 19,096원 38,192원 114,576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 교육목차(총30차시)

1차시 만나기 전, 진료 준비하기 9차시
함께 걸어요! 휠체어 환자 이

송하기

2차시
스마일 마인드,
고객 안내하기

10차시
함께 걸어요! 운반차 환자 이

송하기

3차시 감탄 시리즈, 정리정돈하기 11차시 함께 걸어요! 보행 돕기

4차시
이렇게 해 보아요! 검체물 전달

하기
12차시 환자와 함께! 생활편

5차시
이렇게 해 보아요! 소독물 전달

하기
13차시 환자와 함께! 목욕돕기

6차시
나한테 맡겨줘요! 약품

전달하기
14차시

환자와 함께! 신체 부분
청결 돕기

7차시
나한테 맡겨줘요! 서류

전달하기
15차시

환자와 함께!
구강 청결 돕기

8차시
함께 걸어요! 보행 가능

환자 이송하기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30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90,960원

정부지원금 171,864원 152,768원 76,384원

사업주부담금 19,096원 38,192원 114,576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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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요양기관 대기고객

관리하기
9차시

요양기관 진료대기시간
관리하기

2차시
요양기관 고객매뉴얼

관리하기
10차시

요양기관 직원
CS 교육하기

3차시 요양기관 온라인 상담하기 11차시
요양기관 팀워크 향상

프로그램 기획하기

4차시 요양기관 전화 상담하기 12차시
요양기관 병원 편의 시설 관리

하기

5차시 요양기관 진료 후 상담하기 13차시
요양기관 안전 및

위생 관리

6차시
요양기관 온라인 예약

관리하기
14차시

요양기관 병원
이미지 관리하기

7차시
요양기관 오프라인 예약

관리하기
15차시

요양기관 고객만족도
조사하기

8차시
요양기관 예약일정

관리하기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30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29,580원

정부지원금 93,297원 82,931원 41,465원

사업주부담금 36,283원 46,649원 88,115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대기고객 관리하기 9차시 진료대기시간 관리하기

2차시 고객매뉴얼 관리하기 10차시 직원 CS 교육하기

3차시 온라인 상담하기 11차시
팀워크 향상 프로그램

기획하기

4차시 전화 상담하기 12차시 병원 편의 시설 관리하기

5차시 진료 후 상담하기 13차시 안전 및 위생 관리

6차시 온라인 예약 관리하기 14차시 병원 이미지 관리하기

7차시 오프라인 예약 관리하기 15차시 고객만족도 조사하기

8차시 예약일정 관리하기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30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29,580원

정부지원금 93,297원 82,931원 41,465원

사업주부담금 36,283원 46,649원 88,1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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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의료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9차시 보행 가능 환자 이송하기

2차시 서비스의 이해 10차시 휠체어 환자 이송하기

3차시 고객 관계와 서비스 11차시 목욕 돕기

4차시
의료기관의 고객 개념과 진료

서비스
12차시 신체 부분 청결 돕기

5차시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종사자

노년기 개입의 실전
13차시 구강 청결 돕기

6차시 검체물과 약품관리 14차시 침상 만들기

7차시 소독물과 비소독물 관리 15차시 옷 갈아 입히기

8차시 서류 전달하기
16차시

~
대 소변 돕기

■ 교육목차(총30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90,960원

정부지원금 171,864원 152,768원 76,384원

사업주부담금 19,096원 38,192원 114,576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손쉬운 의료정보 DB

관리를 위한 팁!
9차시

의료정보 완전성
점검결과 보고하기

2차시
의료용어 관리시스템
개발 어렵지 않아요!

10차시
의료정보 전사시스템

구축하기

3차시
의료관련 용어 DB

구축,관리 한걸음부터
11차시

전사시스템 구축 및
Network 확인

4차시
의료정보 서식과 규정을

이해해보자
12차시 의료정보 전사하기

5차시 의료정보 서식을 개발해보자 13차시
질환등록시스템
구축·관리하기

6차시
전산화면 개발과

의료정보서식 시스템 구축
14차시 등록질환정보 수집·보고하기

7차시
의료정보 시스템을

관리해보자
15차시

의료관련 통계
생성규정 만들기

8차시
의료정보 완전성 관리

규정 만들기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30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90,960원

정부지원금 171,864원 152,768원 76,384원

사업주부담금 19,096원 38,192원 114,576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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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질향상기본개념 9차시 의료관련감염관리, 손위생

2차시 QI활동방법과도구 10차시 세척, 소독, 멸균

3차시 지표관리체계와지표
모니터링

11차시 격리및개인보호구
사용방법

4차시 병원안전, 환자안전, 
직원안전

12차시 의료관련감염
예방을위한지침

5차시 질향상과환자안전
교육과훈련

13차시 신체보호대및격리·강박

6차시 환자안전문화및
환자안전보고체계

14차시 고객만족서비스

7차시 환자안전을위한
의료커뮤니케이션

15차시 검체검사및
방사선안전관리

8차시 환자의권리보호
및취약계층보호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23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71,280원

정부지원금 35,640원 28,512원 14,256원

사업주부담금 35,640원 42,768원 57,024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노인인구의특성과
노화이론

9차시 환자안전을위한
정확한의사소통

2차시 노인질병의특성및
노인간호

10차시 환자안전을위한
투약관리

3차시 환자권리및취약계층
보호, 노인인권관리

11차시 환자안전을위한
낙상관리

4차시 의료질관리의기본개념 12차시 환자안전을위한
욕창관리

5차시 환자안전의개념및
환자안전시스템

13차시 3주기안전한
검사체계

6차시 환자안전문화및
환자안전보고체계

14차시 감염성질환관리를
위한격리주의지침

7차시 환자안전과질향상도구 15차시 요로감염과
요로카테터관리

8차시 QI 활동방법과도구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24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74,250원

정부지원금 37,125원 29,700원 14,850원

사업주부담금 37,125원 44,550원 59,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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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의료기관인증기준의기본
가치및환자진료체계이해

9차시 항암화학요법

2차시 환자안전을위한
환자확인및의사소통방법

10차시 의약품관리

3차시 환자안전을위한낙상관리 11차시 마약류관리

4차시 환자안전을위한욕창관리 12차시 수술및마취, 진정관리

5차시 감염예방을위한
손위생방법

13차시

환자의권리존중및보호
(1) - 환자의권리존중과
의무, 환자의불만및고충

관리

6차시 검사체계관리 14차시
환자의권리존중및보호
(2) - 취약환자관리, 사회

복지체계

7차시 고위험환자관리 15차시 질향상및환자안전활동

8차시 말기환자관리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24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68,310원

정부지원금 34,155원 27,324원 13,662원

사업주부담금 34,155원 40,986원 54,648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성공하는의료기관
운영전략수립

9차시 검체물전달하기

2차시 성공하는의료기관의
인적자원관리

10차시 보행가능한환자이송하기

3차시 진료준비하기 11차시 운반차환자이송하기와
휠체어환자이송하기

4차시 고객안내하기 12차시 식사보조하기

5차시 서류전달하기 13차시 의사소통돕기

6차시 약품전달하기 14차시 정리정돈하기

7차시 소독물전달하기 15차시 옷갈아입히기와침상만들
기

8차시 부소독물전달하기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21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35,520 원

정부지원금 121,968원 108,416원 54,208원

사업주부담금 13,552원 27,104원 81,3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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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간호관리의의의와특성 9차시 통하는조직만들기

2차시 조직관리와간호관리 10차시 간호조직구조와간호전
달체계

3차시 간호계획 11차시 간호관리를위한인사관
리

4차시 전략적사고와의사결정 12차시 조직내갈등및간호직무
부담관리

5차시 효과적의사결정기법 13차시 구성원갈등해결

6차시 간호관리자를위한마케팅 14차시 동기부여와리더십

7차시 병원마케팅을위한이미지
메이킹

15차시 상황대응리더십

8차시 간호관리와조직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30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90,960원

정부지원금 171,864원 152,768원 76,384원

사업주부담금 19,096원 38,192원 114,576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의료기기산업의이해 9차시 스마트헬스케어와진단분
야혁신

2차시 헬스케어의정의와필요성 10차시 스마트헬스케어와건강관
리분야혁신

3차시 스마트헬스케어기술및표
준화현황

11차시 스마트헬스케어와환자맞
춤형재활의료기기

4차시 스마트헬스케어의다양한
분야와주요전략

12차시 의료기기관리업무기획(1)

5차시 스마트헬스케어의현재와
미래

13차시 의료기기관리업무기획(2)

6차시 스마트헬스케어로의접근
방법

14차시 의료기기구매관리(1)

7차시 스마트헬스케어사례 - 뷰
티부터가상현실까지

15차시 의료기기구매관리(2)

8차시 스마트헬스케어와치료분
야혁신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30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90,960원

정부지원금 171,864원 152,768원 76,384원

사업주부담금 19,096원 38,192원 114,576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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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호텔 산업의 특성과

관광시장의 동향
9차시 도착 전 단계

2차시
한국 호텔 시장의 특성과 글로

벌 트렌드
10차시 도착 단계

3차시 우리나라 호텔의 역사 11차시 체재단계

4차시 세계 호텔 산업의 현황과 흐름 12차시 퇴숙단계

5차시 호텔 서비스의 이해 13차시 식음료 부서의 이해

6차시
호텔 서비스 품질과 서비스 매

너
14차시 호텔식당 서비스

7차시 객실부서의 이해 15차시 호텔식당 홀 서비스

8차시 예약에서 퇴숙까지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26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80,190원

정부지원금 72,171원 64,152원 32,076원

사업주부담금 8,019원 16,038원 48,114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보육의 이해 9차시 만5세 발달과 관찰의 실제

2차시 보육교사론 1 10차시
영유아 관찰과
평가의 실제

3차시 보육교사론 2 11차시 영아 관찰의 실제

4차시 보육교사론 3 12차시 만3·4세 관찰의 실제

5차시 신생아 발달 13차시 영아와의 상호작용

6차시 0세의 발달 14차시 유아와의 상호작용

7차시 만1·2세 발달 15차시 상호작용의 촉진

8차시 만3·4세 발달 16차시~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40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21,770원

정부지원금 98,633원 87,674원 43,837원

사업주부담금 23,137원 34,096원 77,933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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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문제행동이란 무엇일까요? 9차시
사례별 발달 지원하기:

유아의 운동

2차시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방법 10차시 사례별 발달 지원하기: 건강

3차시 기본생활 문제행동 11차시 사회성 발달 문제행동

4차시
사례별 발달 지원하기:

식습관
12차시

사례별 발달 지원하기:
영아의 공격성/위축 단절

5차시 사례별 발달 지원하기: 청결 13차시
사례별 발달 지원하기:

유아의 공격성

6차시
사례별 발달 지원하기:

휴식과 공동생활
14차시

사례별 발달 지원하기:
유아의 위축/단절

7차시 신체운동 발달 문제행동 15차시
사례별 발달 지원하기:
유아의 갈등 유발 행동

8차시
사례별 발달 지원하기:

영아의 운동
16차시

~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30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92,070원

정부지원금 74,576원 66,290원 33,145원

사업주부담금 17,494원 25,780원 58,925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생각의 차이

들여다보기(VR)
9차시 놀이지원 교사역할-편성

2차시 놀이를 그대로 이해하기 10차시
놀이지원교사역할

-교수학습실천

3차시
놀이중심교육의

방향과 실천
11차시

놀이지원 교사역할
-상호작용

4차시
유아 놀이중심교육과정의

이해
12차시

놀이지원 교사역할
-안전 및 평가

5차시 놀이 속 유아의 배움 13차시 누리과정 5개영역의 이해-1

6차시 유아의 놀이 의미 14차시 누리과정 5개영역의 이해-2

7차시 누리과정 운영의 이해-1 15차시 누리과정 5개영역의 이해-3

8차시 누리과정 운영의 이해-2 16차시~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26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66,320원

정부지원금 149,688원 133,056원 66,528원

사업주부담금 16,632원 33,264원 99,792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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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표준보육 과정

이해하기
9차시

집단놀이의 의미와
놀이연계

2차시
표준보육 과정
목표 알아보기

10차시 영유아와 놀이중심교육

3차시
표준보육 과정으로

운영하기
11차시 영아와 함께 놀이하기

4차시
표준보육 과정의

교수학습
12차시 유아와 함께 놀이하기

5차시
놀이의 시작, 실내놀이

운영하기
13차시

개정누리과정으로
배움 실천하기

6차시
놀이의 발달, 

바깥놀이 활동하기-1
14차시

개정누리과정 속
유능한 유아

7차시
놀이의 발달, 

바깥놀이 활동하기-2
15차시 놀이 속 교사의 역할1

8차시
놀이의 발달,

바깥놀이로 이해하기
16차시~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30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90,960원

정부지원금 171,864원 152,768원 76,384원

사업주부담금 19,096원 38,192원 114,576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1차시
흥미영역, 어떻게

운영하죠?-1
9차시

유아의 놀이참여를 촉진하는
비법-1

2차시
흥미영역, 어떻게

운영하죠?-2
10차시

유아의 놀이참여를 촉진하는
비법-2

3차시
대,소집단활동을
운영해 보아요

11차시
놀이연계 및 통합은

어떻게 하나요?

4차시 바깥놀이 운영의 노하우-1 12차시 신체활동을 계획해보아요-1

5차시 바깥놀이 운영의 노하우-2 13차시 신체활동을 계획해보아요-1

6차시 바깥놀이 운영의 노하우-3 14차시
음악으로 활동을

계획해보아요

7차시
영아의 놀이참여를 촉진하

는 비법-1
15차시 미술활동 계획하기-1

8차시
영아의 놀이참여를 촉진하

는 비법-2
16차시~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30차시)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90,960원

정부지원금 171,864원 152,768원 76,384원

사업주부담금 19,096원 38,192원 114,5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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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의 목

적과 필요성
9차시 행동수정이론

2차시
현대사회의 부모역할과

부모교육 및 상담의
효과

10차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

3차시
부모의 심리문제
코칭과 가족지원

11차시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 -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4차시 부모유형분석과 상담 12차시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 -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5차시
부모코칭 상담기술 –

상담자의 자세
13차시 가정생활과 부모역할

6차시
부모교육의 실제 –

고든의 부모효율성 트레이닝
14차시

ADHD자녀를 위한 부모코칭 -
ADHD의 개념 및 부모역할

7차시
적극적인 부모의 역할 –

RT부모역할
15차시

ADHD자녀를 위한
부모코칭 - 연령별 증상

및 치료방법과 사례

8차시 문제행동의 이해와 상담 16차시~ ※ 홈페이지 확인 요망

■ 교육목차(총25차시)

구분 우선지원대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총 교육비 108,680원

정부지원금 88,030원 78,249원 39.124원

사업주부담금 20,650원 30,431원 69,556원

■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 교육비



공통 법정필수교육 Ⅰ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교육비 20,000 모바일병행, PC

공통 법정필수교육 Ⅱ(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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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차(8차시)

1차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

2차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_01

3차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_02

4차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5차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자 교육

■ 교육목차(5차시)

1차시 성희롱 예방교육_1

2차시 성희롱 예방교육_2

3차시 개인정보보호교육_1

4차시 개인정보보호교육_2

5차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_1

6차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_2

7차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_1

8차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_2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교육비 20,000 모바일병행, PC



산업안전보건교육(근로자정기) 2

1차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1

2차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2

3차시 산업재해예방 필수 안전수칙

4차시 계절별 산업안전관리

5차시 근ㆍ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

6차시 제조업 근로자 사례별 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교육(근로자정기) 1

1차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이해-1

2차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이해-2

3차시 산업안전보건법령-전부개정-1

4차시 산업안전보건법령-전부개정-2

5차시 직무스트레스 유형진단과 예방

6차시 제조업 근로자 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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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차(6차시)

■ 교육목차(6차시)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교육비 30,000 모바일병행, PC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교육비 30,000 모바일병행, PC



1차시 전기재해사례와 안전

2차시 사무실 작업환경 안전

3차시 교대 및 야간근로자의 건강관리

4차시 유해ㆍ위험화학물질(MSDS) 작업안전

5차시 위험성 평가

6차시 위험 기계ㆍ기구 작업안전

1차시 뇌심혈관계 질환예방

2차시 작업장 소음과 안전

3차시 화재사고와 대처법

4차시 산업안전에서의 노동약자의 보호

5차시 밀폐공간 작업안전

6차시 제조업 근로자의 작업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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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차(6차시)

■ 교육목차(6차시)

산업안전보건교육(근로자정기) 4

산업안전보건교육(근로자정기) 3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교육비 30,000 모바일병행, PC

교육개요■

교육기간 1개월

학습방법

온라인 교육

교육비 30,000 모바일병행, P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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