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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에프앤이노에듀

“미래를 창조하는 혁신의 원천”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의 다른 이름입니다.

2021_____210222_.pdf 3 2021-02-22

11:00:20

컨버전스 러닝 가이드북 | CONTENTS

Ⅰ. We

1. WHY,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

04

3. WHAT, 우리는 무엇으로 이 일을 하는가

08

2. HOW,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하는가

Ⅱ. Service

06

1. HRD BPO 서비스

10

3. WHAT AM I, 비즈니스 지식 서비스

14

2. 학습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개발

4. WHAT JOB, 취업 지원 서비스

5. WHAT MONEY, 미국 주식투자 정보 서비스

6. 서강대 AICPA
Ⅲ. Program

12
16
18
20

1. 전략 과정

22

3. 주요 과정 리스트 (오프라인)

40

2. 주요 과정 리스트 (이러닝)

4. 법정필수 과정
Ⅳ. Network

1. 에프앤이노에듀 조직

2. 파이낸셜뉴스미디어그룹

30
44
46
47

2021_____210222_.pdf 4 2021-02-22

11:00:21

2021 에프앤이노에듀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인간은 상상한 대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그 상상력은 오로지 인간의 창조성에서 나옵니다.
에프앤이노에듀는 인간의 창조성을

생각 밖으로 확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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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에프앤이노에듀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하는가

우리가 일하는 방법은 단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 방법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5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데 최고의 선택인가?”

최고의 학습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우리가 아닌 고객의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06

2021_____210222_.pdf 7 2021-02-22

11:00:24

컨버전스 러닝 가이드북 | 사업영역

07

비즈니스 교육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요구조사에서 교육과 평가까지, 온라인교육 BPO 서비스
- 성과 중심 테일러메이드 프로그램, 오프라인교육 BPO 서비스
- 경제, 인문에서 테크놀로지까지, 왓앰아이(WHAT AM I)

투자 교육을 통한
개인의 풍요로운 삶 실현

- 미국 주식 고수의 비밀 노트,
왓머니(WHAT MONEY)
- 고수익 부동산 투자 전략
- 행복한 삶을 만드는 워라밸 교육과정

개인 역량개발을 통한
자아실현 지원

- 마이크로 북러닝, 왓북(WHAT BOOK)
- 완벽한 취업 연구소, 왓잡(WHAT JOB)

필수 교육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직장 실현

How We Work

- 산업안전보건 교육(관리감독자, 근로자)
-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윤리경영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금융업 자금세탁방지, 퇴직연금제도 교육

학위과정을 통한
개인 평생학습 지원

- 서강대 온라인 AICPA 연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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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에프앤이노에듀

우리는

무엇으로 이 일을 하는가

우리가 하는 일은 고객, 학습자의 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학습 프로그램은 미래와 닿아 있습니다.

에프앤이노에듀는 고객과 함께

새로운 눈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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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BPO 서비스

WHAT AM I (왓앰아이)

교육 요구 분석, 컨설팅, 실행, 평가까지.
우리는 최고의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솔루션으로
교육의 전 과정에 이르는 One Stop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과학기술혁명 시대 리더의 4가지 핵심역량.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여기에 감성을 덧입힌 것이
왓앰아이입니다.

WHAT BOOK (왓북)

세상의 최신 지식을 가장 간결하게
담는 방법, 왓북에 있습니다.
셀럽 북리뷰, 책 듣는 10분, 더리더로
매일 1권의 책을 만나세요.

WHAT MONEY (왓머니)

미국 주식 고수의 비밀 노트를 공개합니다.
여러분도 세계 최고의 기업에
최고의 방법으로 투자하세요.
왓머니는 최고의 투자수익을 실현하는
커뮤니티입니다.

6 KEYS

에프앤이노에듀의
6가지 서비스

학습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개발

학습시스템은 이제 스마트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합니다. 인공지능 학습 진단, 콘텐츠 큐레이션,
맞춤형 학습 설계, 학습 툴 추천까지.
우리는 최고의 플랫폼과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준비 과정

최고의 전문직, 미국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필요한 필수 학점과
시험준비를 한 번에!
우리는 매년 가장 높은 시험 합격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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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성과로 연결되는 “HRD BPO 서비스”
1

2

맞춤형 학습 사이트

고객사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학습 사이트 구축 및 제공

사전, 사후 진단 설문

과정 기획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진단 툴 제공

에프앤이노에듀
학습 사이트 구축

운영 전

운영 중

운영 후

3

체계적인 운영 관리

BPO 전담 교육운영자를 배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운영

학습 사이트 개설 및 검수, 개강 안내, 주별
학습 독려, VOC관리 등 전담 인력을 배정하여
체계적 관리

고객사

학습 체계 및 과정 제안

교육 요구 전달
과정 선정

과정 개설 및 입과

교육 종합 평가, 서비스 평가
교육결과보고서

(D-30)
(D-14)

결과보고서 제공

고객사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과정 평가 및 후속 과정 개발, 과정 혁신, BPO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종합 교육결과보고서
제공

비고
[적합 과정 제안]
- 교육 대상 및 목표에 최적화된
학습 체계 및 교육과정 선정

(D-7)

사전 안내, 교재 발송
교육 운영
(학습 독려, VOC 관리)

일정

4

[교육 운영]
- 전체 교육과정 운영
- 학습 독려, VOC 관리

과정 관리

결과 확인

(D+7)

[결과보고서]
- 수료 결과 관리 및 분석
- 평가, 교육결과보고서 제공

2021_____210222_.pdf 11 2021-02-22

11:00:26

컨버전스 러닝 가이드북 | HRD BPO 서비스

11

1 맞춤형 과정설계

2

체계적인 과정개발 프로세스

강사, 고객, 이노에듀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교육의 목적과 방향에서부터 맞춤형 평가
구성, 평가 툴 적용 등 전 과정을 고객 맞춤형
으로 제공

3

철저한 품질관리

BPO 전담 인력을 통한 품질관리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강의 품질을 관리
하고, 입과에서 개인 학습 결과 관리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최상의 교육 품질 제공

만족도 4.7(5.0)이상 1등 강사의 1등 강의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앞선 프로그램, 최고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 품질 제공

에프앤이노에듀
강의 일정 확정

운영 전

교안 및 교재 제작

커리큘럼 구성

품질 모니터링

운영 후

과정 진행

강의 품질 모니터링

고객사

일정

교육 요구 전달

(D-30)

과정 설계 워크샵

구비서류 작성

운영 중

1등 강사 네트워크

강사, 교육생 관리

평가 및 실습 지원
결과보고서 작성

(D-14)

커리큘럼 및 교재 확정
구비서류 확인
과정 관리
결과 확인

(D-7)

(D-day)
(D+7)

4

현업 적용 팔로우업

고객사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

후속 과정 개발과 과정 혁신을 위한
결과보고서를 제공하고, 현장 적용 평가에
활용할 과정 요약 카드를 제공하여
교육 후 팔로우업 지원

비고

[과정 설계 워크샵]
- 대상 : SME(강사), 교육담당자,
에프앤이노에듀 담당자
- 목적 : 교육목표 설정, 요구 수렴,
난이도 조절, 커리큘럼 조정

[구비 서류]
- 노동부 강사 인정 신고 서류
[교육 운영]
- 전체 교육과정 운영 수행

[결과보고서]
- 교육생 피드백, 개선점 분석 등

2021_____210222_.pdf 12 2021-02-22

11:00:26

2021 에프앤이노에듀

12

학습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개발
“학습 경험, 지식, 요구, 검색 패턴, 평가 결과 분석을
반영하는 스마트 학습시스템”

에프앤
이노에듀

학습 관리 시스템
ASP 관리

과정운영자

에프앤이노에듀는 차세대 융합학습지원시스템

CLASS(Convergence Learning Advanced Supporting System)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학습시스템과 고객사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해드리고 있습니다.

LCMS

교육 포털 서비스

콘텐츠 관리

자기개발 계획

CP 관리

교육 관리
운영 관리

역량 진단

검수 관리

과정 추천

교육담당자

개방형 B2B 시스템

과정 관리
결제 관리
DataBase

학습자

콘텐츠
정보

학습 관리
회원 관리

DataBase

과정정보

과정 안내
추천 과정
DataBase

회원정보

고객사 시스템

커뮤니티

과정운영자

고객사

내외부
시스템

큐레이션 시스템

폐쇄형 B2B 시스템
수강 신청
게시판

DataBase

권한정보

나의 강의실
학습 자료실

실시간 온라인
교육 시스템

DataBase

다국어
정보

고용보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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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와 교육 담당자 요구,

맞춤형 과정 기획

학습자 역량 향상

수요자 중심의 과정 기획

학습에 최적화된 콘텐츠 개발

지속적인 품질 관리

학습자와 교육 담당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교육 트렌드를 반영하여 성과 지향적 과정 기획

직관적인 화면 구성,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해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

교육 목적, 학습 내용 분석

및 개발

과정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단계별 품질 관리방법론을 적용하고
과정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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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온라인 스트리밍 교육 서비스, CLASSon
“오프라인 교육의 장점과 온라인 학습의 장점만으로 구성한 완벽한
비대면 교육 솔루션”

20년간 축적한 온라인 교육 실적과 철학을 기반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최적의 비대면 교육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교육 현장에 있는 듯한 현장감을 제공하는 4K 화상 및 디지털 음성 데이터 송출로 교육 현장을
생생하게 교육생에게 전달합니다.

또한, 강사가 제공하는 영상과 음원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함은 물론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강사의 인터랙션을 최적으로 제공합니다.

구분

CLASSon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생 수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오프라인 활용

병행 가능

X

X

교수와의 상호작용

△

낮음

낮음

장소 제한

X

X

X

비용

낮음

낮음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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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스튜디오) 구성
스크린

CANON
6D MARKⅡ

각종 비대면 행사 및 교육의
실시간 서비스

학습자
학습자

교수와의 실시간 인터랙션으로
높은 교육효과

학습자 온라인 화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기기로의 호환성

다양한 형태의 교육으로의
확장성

최첨단 장비로 구성된
최적의 환경

CANON
6D MARKⅡ

학습자
학습자

SONY
PXW-Z150

온·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하여
교육효과 및 효율성 극대화

학습자

모
니
터

학습자
콘솔 ATEM Mini Pro ISO

오프라인 교육과 동시에
온라인 송출 가능

강사

크
로
마
키

2021_____210222_.pdf 16 2021-02-22

11:00:52

2021 에프앤이노에듀

16

비즈니스 지식 서비스

리더를 위한
지식 융합 콘텐츠 서비스

“����년이 오기도 전에 포천 ���대 기업에도
직원이 한 사람도 없는 회사가 등장할 것이다.”

미래학자 스티브 사마티노(Steve Sammartino)가 말하는 미래 기업의 모습입니다.

리더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구체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리더가 알아야 할 것은 기술의 변화 방향과 영향, 기술의 활용 방법, 입체적 사고 방법,
문제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학습해야 할 것인지가 분명해집니다.

Curation

나를 위한 콘텐츠 큐레이션

Core & Micro

하루 10분, 당신을 위한 콘텐츠

[비즈니스와 경제]

[테크놀로지와 미래]

[인문학과 사회]

[라이프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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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앰아이는 미래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4가지 핵심 영역을 선정하고,

테크놀로지와 미래

각 분야 전문가와 무엇을 담아낼 것인지

미래는 어디를 향하는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최고의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경제
비즈니스는

어떻게 혁신되는가

Everyday New

매일 매일 신규 콘텐츠 편성

Micro Book

신간 도서의 핵심 인사이트만!

인문학과 사회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

라이프스타일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지는가

Learn & Share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하루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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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지원 서비스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가장 완벽한 취업 연구소
“취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라,
내 꿈에 직업과 직장을 연결하는 전략이다.”

취준생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는 직장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은 생물과 같아서 단편적인 지식으로 접근하기에 쉬운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기업의 목표, 하는 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해하면 취업은 훨씬 쉬운 일이 된다.
취업을 원한다면 모든 전략을 기업의 목표에 일치시키면 된다. 심지어 스펙도 마찬가지다.

취업전략

취업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되는 것이다. 기업은 기준에 맞는 인재가
아니라 기준을 넘어서는 인재를 요구한다.
남다른 전략으로 색다른 인재가 돼라.

자소서·면접

자기소개서가 통과되지 못하면 면접은 꿈이 된다.
면접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에는
완전히 차별화된 전략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인·적성 검사

인·적성 검사의 가장 중요한 측정 지표는 창의력,
입체적 사고력, 논리적 추론, 수리와 같은 것이다.
문제는 이런 능력이 단기간에 획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창의 · 입체적 사고 · 논리 · 추론의
최고 콘텐츠, 로운교육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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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북러닝
“모든 양서를 읽는 것은 지난 몇 세기 동안 걸친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 하는 것과 같다.” (데카르트)

읽는 책을 넘어 보고 듣는 책으로!왓북은 비즈니스맨의 성공적인 역량 개발에 도움을 주는 양질의 책을 선별하여 한약을 내리듯 정성껏 서평한 내용을 바탕으로
10분 내외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 · 제공하는 마이크로 북러닝 서비스입니다.

#
#
#

오리지널 콘텐츠

도서 선정에서 서평·기획 · 영상 제작까지.
오직 왓북에서만 제공하는 콘텐츠

셀럽 북 리뷰
셀럽이 전하는
전문 서평

My Choice

보는 책과 듣는 책,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는 인사이트!

책 듣는 10분

10분 분량으로
책의 핵심내용만 한 번에 정리

Any Device

모든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공

큐레이션

나의 관심분야를 설정해 두면
맞춤형 콘텐츠 추천

책 보는 10분

최고의 도서를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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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북러닝
“모든 양서를 읽는 것은 지난 몇 세기 동안 걸친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 하는 것과 같다.” (데카르트)

읽는 책을 넘어 보고 듣는 책으로!왓북은 비즈니스맨의 성공적인 역량 개발에 도움을 주는 양질의 책을 선별하여 한약을 내리듯 정성껏 서평한 내용을 바탕으로
10분 내외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 · 제공하는 마이크로 북러닝 서비스입니다.

#
#
#

오리지널 콘텐츠

도서 선정에서 서평·기획 · 영상 제작까지.
오직 왓북에서만 제공하는 콘텐츠

My Choice

보는 책과 듣는 책,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는 인사이트!

Any Device

모든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콘텐츠 제공

큐레이션

나의 관심분야를 설정해 두면
맞춤형 콘텐츠 추천

셀럽 북 리뷰

책 듣는 10분

책 보는 10분

셀럽이 전하는
전문 서평

10분 분량으로
책의 핵심내용만 한 번에 정리

최고의 도서를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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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투자 정보 서비스

미국 주식 고수의 비밀 노트
“����년 다우존스 지수는 ��,���p였으나,
����년 지수는 ���% 상승한 ��,���p이다.”

미국 주식시장에는 전 세계 초우량기업의 주식이 상장되어 거래된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은 2,150조원인데 비해 애플 단일 종목의 시가총액은 2,600조원을 상회한다.
더 밝은 미래가 있는 곳, 세계 최고의 기업에 투자하여 당신의 미래를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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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미래는 투자자의 미래다.

투자자의 미래는 더 높은 수익과 확률, 더 낮은 리스크가 만든다.

왓머니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투자 가치를 만들어가는 전문가 커뮤니티이다.
왓머니에서 투자의 미래를 발견하고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라.

About What Money
Global Market Analysis

세계시장 동향 분석 및
시장변화 예측

American Stock Market

미국 주식 시황 및
주가 동향 분석

Investment Strategy
미국 주식 현황에 대한
투자전략 및 대응방안 제시

세계시장분석

Exchange Traded Fund

추천종목 및 ETF 소개
S&P 500기업 및 유망종목 분석

Community

최고의 투자전문가
커뮤니티

ETF 투자전략

세계시장은 경쟁과 협업이 요동치는 용광로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질서와 법칙이 존재한다.
왓머니는 그 질서와 법칙의 미세한 변화와 균열을 읽어내고 있다.

S&P 500은 지난 144년간 9%, 100년간 10.2%, 5년간 12.9%의
수익을 냈다. 또한, S&P 500은 연평균 1.8%의 배당률을 투자자에게 안겨줬다.
4차 산업혁명의 주역에서 전통산업까지, ETF에서 투자의 미래를 발견하라.

미국시장은 세계시장을 선도한다.
그래서 미국시장의 변화는 더 거대한 변화를 만든다.
왓머니는 미국시장의 변화와 변화가 만들 영향력에 집중한다.

한국에서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새로운 방법을 확인하자.
투자방법, 세금, 수수료와 환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왓머니에서 학습한다.

미국시장분석

주식투자전략

투자는 수익·확률·리스크의 게임이며, 동시에 시간의 게임이다.
왓머니는 수익, 확률, 리스크에 시간을 더한 전략을 만든다.
왓머니의 투자전략이 투자자로부터 사랑받는 이유다.

투자스터디

머니클래스

시장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분석하고 대응해갈까?
이 모든 과정을 미국 현지 전문가는 물론
국내 최고 전문가와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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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국제대학원 AICPA 과정
AICPA

AICPA의 정의
AICPA
는 미국공인회계사협회를 의미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미국공인회계사(U.S. CPA)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동 분야 및 전망
국내외 회계법인, 컨설팅 펌, 금융권 취업 및 해외 진출이 가능합니다. 해외 투자를 주로 진행하는
국내 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일반 기업에서도 승진 및 인사고과에 유리합니다.

AICPA 응시 자격
AICPA 시험은 각 응시 주에서 요구하는 경영 및 회계학 관련 학점만 취득하면 전공이나 신분에 상관 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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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특징

비전 및 활동영역
AICPA는 주로 국제적인 전문가로서 세계 중심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기업,
금융, 정부 및 교육 등의 부문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과정 개설

과정 운영

상담 〮 사후관리

- AICPA 연구과정은 국내 최초, 유일의 온라인 AICPA 연구과정으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에프앤이노에듀, KAPLI가 과정 개설, 과정 운영, 상담, 사후관리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AICPA 시험 합격을 위하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 시험대비를 위한 공부 따로, 학점 취득을 위한 공부 따로가 아닌 시험대비와 학점취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 1학기 8주 구성, 학기 당 최대 12학점까지 취득 가능하여 시험 대비를 하면서 8개월 만에
최대 48학점 취득이 가능합니다. 비전공자도 본 과정만으로 학점 요건이 높은
캘리포니아주 응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
과정명

과목수 (이수학점)

전공자 과정

12과목 (회계 21학점 / 경영 15학점)

비전공자 과정
FAR 과정

REG 과정
BEC 과정

AUD 과정

16과목 (회계 33학점 / 경영 15학점)
5과목 (회계 15학점)

4과목 (회계 6학점 / 경영 6학점)
4과목 (회계 3학점 / 경영 9학점)
3과목 (회계 9학점)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기업회계정책의 국제화, US GAAP을 표준으로 하는 REPORT 요구, 삼성계열 및
우리금융 US GAAP 적용

국내 회계시장 개방

미국 회계법인의 국내시장 진출, 국제 회계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 요구

업무능력의 국제화

해외투자 및 현지법인의 설립, 국제계약체결, 세법, 감사업무의 일반화, 국제감각의
회계전문가 수요급증

국제회계기준의 강화

미국을 기준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 통합, 샤베인스&옥슬리 법안의 엄격한 회계처리 요구,
미국 주도의 회계윤리규정 강화

수강생 특전

수강유효기간
24개월
18개월
8개월
8개월
8개월
8개월

1. 서강대 국제대학원 수료증 발급

종합반 〮 섹션반 등록 후 해당 과정을 전과목 수료할 경우 수료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2. 학생증 발급 및 도서관 이용

서강대 캠퍼스 내 로욜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증을 발급해 드리며
수강유효기간 동안 도서관 출입, 자료검색 및 열람, 열람실 이용, 무선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시험응시 지원 절차 안내 서비스

개별 맞춤 안내 시스템을 통한 응시 주별 시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드리며 상세한
시험 원서 준비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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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략 과정 #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모든 혁명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

모두가 이익을 얻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다보스포럼 창립자)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미래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세상의 기술

인공지능, 자동화 공장, 3D 프린팅,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가 불러온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현재를 바꾸고, 진화하며, 미래를 혁신하기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이
궁금하다면?

사물인터넷, 바이오 헬스케어, 핀테크,
데이터, 뉴 모빌리티, 새로운 식량과

에너지 기술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본다.
미래 그려주는 남자,

작가 조병학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바꾼 기술이
궁금하다면?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카카오 모빌리티 디지털경제연구소장

이재호

이제 도시화도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스마트시티 개발 방안을 살펴본다.

세종교통연구소장

박규영

우리가 모르던 공학기술이 세상을
혁신하고 있다!
위해 만들어지는 기술을 살펴본다.

지식연구소장

이인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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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만든 변화

기존 사업을 과거 방식대로 지속하는 것은 멍하니 앉아서 재난을 기다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 경영학자)

AI 이노베이션

빅데이터와 인간관계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다양한 방향을

“모든 기업은 인공지능(AI) 기업이
될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AI 혁신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한동대학교 ICT창업학부 교수

정두희

신화 속 상상 속의 미래기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대인의 삶이 남기는 궤적,
빅데이터 들여다보기

상상과 기술이 만나 현실이 되다.

제시하여 빅데이터 활용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간과 사회를 탐구한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범준

신화와 소설 속에 등장한 이야기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전략,

최신 기술과 만난다면?

해결해야할 과제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상상 속 미래 기술이

변화의 성공의 법칙을 찾는다.

현실이 되는 순간을 살펴본다.

지식융합연구소 소장

디지털 약탈자가 될 것인가?
디지털 희생양이 될 것인가?

이인식

경성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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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략 과정 # 경제 전망

[당신이 궁금한 ‘돈’에 대한 이야기]
김승호 회장의 Don’t Secret, 돈의 속성

부자들은 돈을 어떻게 벌까? 누가 부자로 살까? 자산 4천 억 슈퍼리치 김승호 회장의 ‘돈’ 되는 이야기

JFE회장

김승호

돈의 비밀

돈은 곧 경제학(Economics)이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제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무엇인지, ‘돈’의 가치가 어떻게 창출되고
어떻게 커지는지만 이해한다면, 돈을 불리는 일은 쉬워진다.

파이낸셜뉴스그룹사 부대표

조병학

[글로벌 경제 전망]
바이든노믹스가 온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 바이든의 지휘로 바뀔 미국 정책과
미국과 중국의 관계, 이에 우리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2021 경제 전망

전 세계를 멈추게 한 코로나바이러스, 과연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세계 경제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위기 속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2.1 지속가능연구소 소장

한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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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 부동산

현직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로 구성된 부동산 마스터가 알려주는 현실 부동산 투자 가이드!

# 투자 # 주식

이제는 모두가 재테크가 필요하다!

실패 없는 투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어제를 통해 내일을 보는 5분

경매 입문자가 실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청약 당첨보다 빠른 재개발·재건축 투자로

국내외 주식시장의 이슈 리뷰를 통해

부동산 경매 기본

핵심포인트만 ‘콕’ 집어 알려준다!

㈜플라츠코리아 대표

재개발·재건축 10가지

수익 내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만 짚고 가자!

노승철

구루핀 대표

전영진

주식으로 보는 경제
내일의 투자처를 정한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김민기

잃지 않는 노하우,

최고의 수익을 내는

투자 상담소, Talk 터놓고 말해요

손해보지 않는 투자를 위한 부동산 서류 작성

땅테크 열풍, 아직 내가 투자할 땅은 남아있다.

10분이면 충분한 투자코칭

부동산 서류 분석
노하우만 모았다.

금맥경매부동산 사관학교 대표

김양수

토지 투자 비법

투자하지 말아야할 땅부터 골라내자!
(주)토크뷰 대표이사

박종철

투자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극복 프로젝트!

주식 투자의 기초를 다져 줄 투자코칭
와이즈경제연구소 대표

차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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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략 과정 # 비즈니스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생존전략!
근본적인 혁신이 변화된 업무 환경에서 성과를 만든다.

가치창출 경영

How-to 성과관리

세일즈 띵언, 요즘 세일즈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

성과관리의 중요성만 강조할 뿐
누구도 성과관리 방법(how-to)를 모른다!

요즘 시대에 요구되는 요즘 세일즈,
디지털 시대에 맞는 영업전략!

환경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정성적, 정량적 목표와 평가만 이야기할 뿐,

디지털 시대, 영업의 문법이 바뀌었다.

형식적인 성과관리가 아닌

미디어와 채널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기업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업의
가치창출 전략을 알아본다.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방법을 제안한다.
[ 시리즈 ]

제품에 스토리를 담아야 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영업자가 되기 위한

˙팀장을 위한 성과관리 코칭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본다.

˙팀원을 위한 성과관리 코칭
˙임원을 위한 성과관리 코칭
문휘창

찾고 소비한다.

소비자가 나를 찾아올 수 있게 만들고,

˙주간 성과관리 방법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디지털 시대의 고객들은 다양한

㈜ 성과코칭 대표

류랑도

스타트업세일즈연구소 소장

유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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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결국 미래는 과거에서 시작된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명품기업, 1300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역사 속에서 미래의 전략을 보다.
이야기로 듣는

키워드로 보는

유럽의

중국 역사 속 국가와 인물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통해
전략의 위대함을 발견한다.

명청시대부터 근현대시대까지
중국 위인들의 생존방법 ‘키워드’를 통해
중국의 역사를 말한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지만,
누구도 똑같이 만들 수 없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십팔사략(十八史略)

[ 시리즈 ]

˙전설시대, 서주시대, 춘추전국시대
˙진한시대, 삼국시대, 남북시대

˙수당시대, 요금시대, 남송·원시대

중국의 슈퍼스타

[ 시리즈 ]

명품 기업 정신

100년의 역사를 가진 유럽 명품 기업의
경영 이야기
[ 시리즈 ]

˙명청사

˙최빈국에서 초일류 국가로, 스위스의 상도

˙근현대사

˙명품을 만드는 장인정신, 이탈리아의 상도
˙패션과 명품의 나라, 프랑스의 상도

˙유럽의 경제를 이끄는 강소 기업, 독일의 상도

˙왕실이 인정한 로열 워렌트의 권위, 영국의 상도
역사평론가

신동준

전경련 교수 · 작가

홍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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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략 과정 # 법정필수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관련법령으로 정한 의무교육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정 한 번에 해결!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직장 내 괴롭힘, Yes or No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

매일같이 보도되는 정보유출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통해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

소중한 우리의 정보를

농담이면 문제없는 걸까? No!
판단할 문제.

평등하고 건강한 직장만들기를 위한
약속을 살펴본다.

노무법인한율 공인노무사

김영선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다름을 인정하는

장애인인권법센터

디지털 시대의 필수 교육
사건사고.

어떤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할까?
김예원

한국신용정보원

누구나 존중 받으며 일 할
권리가 있다!

알아본다.
우정수

노무법인한율 공인노무사

김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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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

소소하지만 확실한 골프레슨,
알아 두면 쓸데 있는 신기한 골프 꿀 Tip

책쓰기 Go, Ready Go!

알아두면 실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골프 노하우와 센스 있는

책을 쓰고 싶지만 막막한 예비 작가들을 위해 글감선정에서부터

방다솔 프로가 알려 주는 골프 노하우&에티켓!
골퍼로 거듭날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준다.

프로골퍼

베스트셀러 작가가 알려주는 책쓰기 노하우
누구나 저자가 될 수 있는 1인 1책 출판시대!
출간까지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

방다솔

베스트셀러 작가

펫 테라피 시리즈

오늘부터 Drone up!

반려동물의 긴장을 풀어주고 행복한 반려생활을 위한 상황별,

드론을 날려보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반려동물을 위한 아로마테라피
동물별 아로마테라피 요법

ICAA 영국아로마테라피센터 강사

심나래

양은우

드론의 A to Z까지 모두 담았다!
드로너들을 위한 드론 입문 강의

아나로지텍 팀장

신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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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 과정 리스트 (이러닝)
디지털
비즈니스 역량

에프앤이노에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핵심적인 전략으로 이끌어 갈 미래 핵심인재 육성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비즈니스 역량, 조직 리더십 역량, 글로벌 경영 역량, 생산성 혁신 역량, 전문 직무 역량을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디지털 대응 능력, 생산성 향상, 브랜드 재고와 같은 기업 임직원 필수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따른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한마디로 과학기술 혁명입니다. 과거 3만 년 동안 천천히 발전하던 과학과 기술이
모든 지식의 연결로 이어져 지식 혁명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변혁 시대에 가장
필요한 미래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전문적이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기술 이해

- AI 이노베이션
- 사물인터넷, 5G 통신기술과의 융합
- 처음 배우는 머신러닝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 새로운 혁신, 스마트 테크놀로지와 컨버전스 4.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 전사원이 준비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 솔루션
- DT시대의 애자일 경영, 비즈니스 어질리티
- 핀테크가 만들어 낼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
#인공지능
#경영전략
#신기술활용

#빅데이터
#IoT #AI
#네트워크
#인공지능 #5G

디지털
비즈니스
역량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컨버전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마케팅
#마케팅
#고객분석
#SNS마케팅

플랫폼 기술 활용사례

- 차세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승부하라.
-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의 미래
- 1등 기업들로부터 배우는 플랫폼의 생각법
- 온라이프 사회가 온다
- 당신의 비즈니스 전략은 무엇입니까

디지털 마케팅

- 슬기로운 디지털 마케팅 생활
- DT시대의 마케팅 혁신, 애자일 마케팅
- [SNS 마케팅] 인스타그램 마케팅
- 북Lab_DT시대의 마케팅 아이콘, 인플루언서
- 럭셔리 디지털마케팅으로 내 브랜드 레벨업 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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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디지털 기술 이해

과정명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 비즈니스

2

비환급

28,000

새로운 혁신, 스마트 테크놀로지와 컨버전스 4.0

16

럭셔리 디지털마케팅으로 내 브랜드 레벨업 시키기
[SNS 마케팅] 인스타그램 마케팅

북Lab_DT시대의 마케팅 아이콘, 인플루언서
[4차산업혁명 MBA]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환급

80,000

21

비환급

10
10
20
17
6

20

10
5

블록체인을 통한 BusinessInsight

18

1등 기업들로부터 배우는 플랫폼의 생각법

11

당신의 비즈니스 전략은 무엇입니까
온라이프 사회가 온다

[비즈니스 명견만리] 에어비앤비가 말한다!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의 미래

90,000

16

17

DT시대의 애자일 경영, 비즈니스 어질리티

차세대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승부하라.

비환급

90,000

110,000

10

[Get it Trend]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비환급

비환급

전사원이 준비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 솔루션

[IT 이노베이션] 핀테크가 만들어 낼 비즈니스 기회

플랫폼 기술 활용사례

50,000

6

슬기로운 디지털 마케팅 생활

교육비

비환급

AI 이노베이션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미래] 사물인터넷, 5G 통신기술과의 융합

환급

5

16

DT시대의 마케팅 혁신, 애자일 마케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교육시간

처음 배우는 머신러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디지털 마케팅

33

10
15
7
8

환급

비환급

90,000
70,000
90,000

비환급

100,000

비환급

150,000

비환급
비환급
비환급
비환급

100,000
84,000
90,000
80,000

비환급

100,000

비환급

100,000

비환급

114,000

비환급

49,000

비환급
비환급
비환급
비환급

80,000
70,000
90,000
70,000

*환급여부 및 교육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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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 과정 리스트 (이러닝)
차세대 리더십 역량

리더십은 조직문화, 조직 구조, 조직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개인의 리더십
역량은 조직 전체의 리더십 역량이 되기도 합니다. 에프앤이노에듀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조직 리더에게 요구되는 4가지 리더십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기 부여

- [Work#] 동기부여의 기술
- 몰입을 이끄는 동기부여
- 팀장 걱정 버리기 10가지 스킬
- 이태원 클라쓰, The Leader
-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

성과 관리

- 임원을 위한 성과관리 코칭
- 팀장을 위한 성과관리 코칭
- 팀원을 위한 성과관리 코칭
- 탁월한 퍼포먼스로 승부하라
- 단번에 OK를 부르는 최강 업무 노하우
- 성과를 지배하는 에이스 직장인 되는 법

#기획력
#위기관리
#의사결정
#전략적 사고
#긍정적 사고
#경영분석

#성과창출
#성과관리
#시너지
#성과평가
#성과리더십

차세대
리더십
역량

#셀프리더십
#팔로워십
#감성 리더십
#신뢰 구축
#자기관리
#기업가정신

#리더십
#계층별
#성과관리
#현장매니징
#프로젝트관리
#코칭
#멘토링

자기 혁신

- 내 안의 거인을 깨우는 셀프리더십
- 소설가 김진명의 인생 특강
- 김미경의 힐링톡톡
- 나만의 가치를 어필하라!
- 삶을 주도하는 성공습관의 법칙

계층별 리더십

- 스스로 성장하는 신입사원
-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는 핵심실무자
- 조직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간관리자
- 뉴노멀 시대의 슬기로운 팀장생활
- 밀레니얼 리더십,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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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과정명

[계층교육시리즈] 변화의 시대, 스스로 성장하는 신입사원

[계층교육시리즈] 변화의 실행력,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는 핵심실무자
계층별 리더십

[계층교육시리즈] 변화의 실행력, 조직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간관리자
뉴노멀 시대의 슬기로운 팀장생활

밀레니얼 리더십,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

[The Leader] 탁월한 경쟁력을 만드는 미래인재의 민첩성
[리더다움] 강점을 살리고 몰입을 이끄는 동기부여
동기부여

[Work#] 동기부여의 기술, 잠재력을 깨워 가능성을 찾아라!

환급

17

환급

110,000

16

비환급

90,000

6

비환급

14
17
8
8

환급
환급

비환급

100,000

비환급

70,000

5

[How-to 성과관리] 팀원을 위한 성과관리 코칭

5

[리더다움] 성과관리, 탁월한 퍼포먼스로 승부하라!

10

최고의 성과를 이끄는 기적의 업무력

16

단번에 OK를 부르는 최강 업무 노하우

고성과 조직의 업무습관, 딥 이노베이션

[팔색쇼] 성과를 지배하는 에이스 직장인 되는 법

[어쩌다 직장인] 소설가 김진명의 인생 특강 - 내면의 힘

비환급

5

어쩌다 직장인을 위한 걱정 해결 솔루션

환급

9

[Work#] 퍼스널브랜드, 나만의 가치를 어필하라!

13

70,000

80,000

비환급

7

70,000

비환급

8

16

70,000

100,000

비환급

김미경의 힐링톡톡(TALK TALK), 자존감을 높이는 긍정 메시지

50,000

환급

10

11

가치와 감동, 그래서 명품이다

비환급
비환급

내 안의 거인을 깨우는 셀프리더십

[팔색쇼] 후회없이 삶을 주도하는 성공습관의 법칙

비환급

17

9

60,000

비환급

[How-to 성과관리] 임원을 위한 성과관리 코칭

5

90,000

170,000

비환급

10

110,000

비환급

14

8

110,000

100,000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

이태원 클라쓰, The Leader

교육비

환급

비환급

[How-to 성과관리] 팀장을 위한 성과관리 코칭

셀프리더십

교육시간

5

고성과 조직 관리를 위한 팀장 걱정 버리기 10가지 스킬

성과관리

35

100,000
70,000
70,000
60,000

비환급

100,000

비환급

150,000

비환급

50,000

비환급
비환급

70,000
70,000

106,000

*환급여부 및 교육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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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 과정 리스트 (이러닝)
글로벌 경영 역량

글로벌 경영 역량은 초경쟁 사회에서 리더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입니다.

글로벌 환경과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글로벌 이슈와 트렌드를 읽는 능력,
변화가 어떻게 더 큰 변화를 만들지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그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 현장에서 바로 쓰는 비즈니스
- 장위안 이까짓 중국어 중급 (1), (2)
- 직장인을 위한 비즈니스 영어 (1), (2)
- 일본어 고수되기! 마법의 100문장
- 미국 100대기업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법

글로벌 문화 이해

-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다문화 이해
- 아는 만큼 맛있는 에피소드 음식문화사
- 덴마크 행복 사회의 비밀
- 김진호의 이것이 중국이다
- 이문화 이해와 글로벌 에티켓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시장분석
#해외트렌드
#제안서
#계약서 작성
#해외투자
#해외진출

#이문화 이해
#문화충격
#문화적응 #컬처코드
#문화예술
#에티켓
#중국문화

#시장혁명
#해외비즈니스
#브랜드재고
#브랜드홍보
#국제 #비즈니스

글로벌
역량

글로벌 시장 이해

- 어떻게 해외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 여행에서 찾은 비즈니스 인사이트
- 글로벌 리더들의 최강 경영술
-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 글로벌 PR, 스토리 Doing

브랜드 세계화

- 브랜드 인문학
- 아마존 셀러 양성과정 (1), (2)
- 글로벌 기업에서 배우는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
- 글로벌 브랜드 크리에이션
- 세계를 지배하는 혁신 기업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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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글로벌 문화 이해

과정명

덴마크 행복사회의 비밀

김진호의 이것이 중국이다

아는 만큼 맛있는 에피소드 음식문화사

[UAE]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는 중동 경제 선진국 아랍에미리트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다문화 이해 - 캐나다, 중국, 독일 편

[이문화 공통] Let`s Culturally Fluent 이문화 이해와 글로벌 에티켓

20,000

5

비환급

40,000

5
3
1
3

여행에서 찾은 비즈니스 인사이트 - 런던

8

비환급
비환급
비환급
비환급

환급

110,000

국제무대에서 통하는 REAL(레알)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

11

비환급

16

비환급

아마존 셀러 양성과정 (1), (2)

[글로벌비즈니스리뷰] 세계를 지배하는 혁신 기업의 비밀
현장에서 바로 쓰는 비즈니스 Speaking PLUS
장위안 이까짓 중국어 중급 (1), (2)
일본어 고수되기! 마법의 100문장

직장인을 위한 비즈니스 영어 (1), (2)

미국 100대기업 비즈니스 영어문서 작성법_이메일편

20

21,000

100,000

비환급

글로벌 기업에서 배우는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

24,000

비환급

10

10

21,000

100,000

Let's 유럽, 컬처 코드와 비즈 스토리

17

25,000

환급

비환급

글로벌 브랜드 크리에이션

교육비

비환급

3

글로벌 기업의 스토리 마케팅, 브랜드 인문학

커뮤니케이션

환급

9

11

세상을 움직이는 글로벌 리더들의 최강 경영술

브랜드 세계화

교육시간

[All that MBA] 글로벌경영, 어떻게 해외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글로벌 PR, 스토리 Doing
글로벌 시장 이해

37

70,000

100,000
80,000

비환급

100,000

환급

80,000

80,000

26

비환급

500,000

20

비환급

80,000

10
22
20
60
15

비환급

40,000

비환급

162,000

비환급

120,000

비환급
비환급

78,500

110,000

*환급여부 및 교육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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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 과정 리스트 (이러닝)
생산성 혁신 역량

삶의 시간표가 바뀌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똑똑하게 근로시간을 활용하는 능력, 행복한 삶을 만드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좀 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은 직장인 누구에게나 필수입니다.
자기관리에서 회의, 지시, 보고, 업무 생산성 증대와 같은 비즈니스 역량을 점검해보세요.

자기관리

- [Work#] 스트레스 관리의 기술
- 자존감을 높이는 감정 관리의 기술
- [팔색쇼] 삶을 주도하는 성공습관의 법칙
- [슬기로운 직장생활] 자기경영
- 김미경의 북드라마(자기계발 편)

업무혁신

- 내 안에 숨은 역량을 깨우는 두뇌 트레이닝
- [팔색쇼] 비즈니스 천재들의 아이디어 발상법
- 송준근&안소미의 창의적 습관
- 생각을 뒤집으면 아이디어가 보인다!
- 15가지 창의 코드, 명화에서 배우다

#감정관리
#건강관리
#스트레스극복
#자존감회복
#자아발견
#테라피 #힐링
#자기조절

#문제해결 #성과관리
#업무집중력
#창의력 #명확성
#디자인 싱킹
#협업 #협상
#관찰력

생산성
혁신역량

#유연근무
#대인관계
#취미생활
#워라밸 #행복한 가정
#워킹맘 #워킹대디
#인간관계

#문서작성
#기획력 #지시 #보고
#OA스킬 #시간관리
#목표 설정
#효율적 회의

조직 유연성

- 90년생이 70년생을 만났습니다
- 문제해결을 위한 팀플레이 전략
- 꼰대탈피 감성 커뮤니케이션
- 조직을 살리는 성공화법 클리닉
- 직장인의 공감 커뮤니케이션

워크스마트·비대면및재택근무

- 보고의 기술, 컨펌 받는 노하우는 따로 있다!
- 회의의 기술과 한 장 보고서
- 인포그래픽, 비주얼로 심플하게 승부하라!
- DT시대의 스마트 워킹, 언택트 워크 스킬
- Work Smart, 하루를 2배로 쓰는 똑똑한 업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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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과정명

[Work#] 보고의 기술, 컨펌 받는 노하우는 따로 있다!
[Work#] 회의의 기술과 한 장 보고서

워크 스마트·
비대면 및 재택근무

[Work#] 인포그래픽, 비주얼로 심플하게 승부하라!

5

비환급

8

6

[Work#] 스트레스 관리의 기술, 마음의 근육을 키워라

8
5
8
5

김미경의 북드라마(자기계발 편)

16

[슬기로운 직장생활] 자기경영

14

차동엽 신부의 무지개원리

[팔색쇼] 후회없이 삶을 주도하는 성공습관의 법칙

21
9

뉴노멀 시대, 조직활성화를 위한 핵심 꿀팁

14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팀플레이 전략

18

[리더다움] 요즘 리더의 꼰대탈피 감성 커뮤니케이션
90년생이 70년생을 만났습니다
조직을 살리는 성공화법 클리닉

볼수록 매력적인 직장인의 공감 커뮤니케이션

교육비

50,000

비환급

80,000

비환급

90,000

비환급

60,000

비환급

56,000

비환급
비환급
비환급
비환급
비환급
비환급
비환급
비환급

50,000
60,000

50,000
50,000
50,000
80,000
90,000
70,000

60,000

환급

100,000

30

비환급

100,000

17

환급

110,000

비환급

70,000

11

22

환급
환급

100,000
92,000
90,000

15

비환급

송준근&안소미의 창의적 습관, 아이디어 울렁증을 극복하라!

17

비환급

110,000

오무라이스 잼잼에서 배우는 창의적 사고와 아이디어

17

환급

190,000

내 안에 숨은 역량을 깨우는 두뇌 트레이닝
창의력 향상

비환급

업무력 2배 높이는 습관 만들기

핵심만 콕! 기획력의 핵심과 실천

환급

5

10

자존감을 높이는 감정 관리의 기술

조직 유연성

교육시간

DT시대의 스마트 워킹, 언택트 워크 스킬

Work Smart, 하루를 2배로 쓰는 똑똑한 업무법

자기관리

39

[팔색쇼] 비즈니스 천재들의 아이디어 발상법

Creative Thinker, 생각을 뒤집으면 아이디어가 보인다!

8
5

비환급

50,000

*환급여부 및 교육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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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 과정 리스트 (이러닝)
전문 직무 역량

4차 산업혁명은 조직의 역량은 물론, 개인 차원에서도 전문성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 간 경계가 흐려지거나, 무너지는 속도가 빠르게 증가할 때

우리는 새로운 기술, 방법, 지식, 트렌드를 조직의 에너지로 활용해야 합니다.

유통·미디어기술

- 유통관리사 (이론+문제풀이)
- 텔레마케팅관리사 (이론)
- SMAT 서비스경영자격 Module A/B/C (이론)
- 물류관리사 (이론+문제풀이)
- ACA 국제자격

은퇴·전직지원

- 공인중개사(기본+심화+문제풀이)
- 주택관리사 (기본+심화+문제풀이)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2차 (기본+문제풀이+실무)
- 직업상담사 (이론+문제풀이)
- 경비지도사 (이론+문제풀이)
- 사회복지사 (이론+문제풀이)

#유통관리
#마케팅
#서비스경영
#CS
#텔레마케팅
#GTQ
#영상기술

#부동산
#농업
#은퇴설계
#재무관리
#사회복지
#직업상담사
#공인중개사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빅데이터
#보안 #인공지능
#IoT #OS #블록체인
#클라우드

직무
역량

#전기기사
#소방시설관리사
#대기환경기사
#일반기사
#건설안전
#산업안전
#건축기사

IT‧정보 기술

- 정보처리기사 (필기+실기)
-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실기)
- SW코딩자격 1급/2급/3급
-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ADsP) (이론)
-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제조·건설기술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건축시공기술사
- 전기기사 (필기)
- 건설기계설비기사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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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T·정보기술

과정명

정보처리기사 (필기+실기)
정보보안기사 (필기+실기)

디지털 포렌식 자격 2급 (필기+실기)
SW코딩자격 (1급/2급/3급)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ADsP) (이론)

SMAT 서비스경영자격 Module A/B/C (이론)

20

비환급

단과별 115,000

비환급

단과별 50,000

350
20
70

110
90
40
17

물류관리사 (이론+문제풀이)

125

공인중개사 (기본+심화+문제풀이)

560

농산물품질관리사 (기본+문제풀이+실무)
직업상담사 (이론+문제풀이)
사회복지사 (이론+문제풀이)
경비지도사 (이론+문제풀이)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제조·건설기술

단과별 50,000

85

ACA 국제자격 Photoshop/Indesign/Illustrator/Flash/Dreamweaver (이론)

위험물 기능장 (필기+실기)

580
130
170
155
145
210
136
76

건축시공기술사

170

건설기계설비기사 (필기)

145

전기기사 (필기)

교육비

비환급

유통관리사 (이론+문제풀이)
텔레마케팅관리사 (이론)

환급

100

105

주택관리사 (기본+심화+문제풀이)

은퇴·전직지원

교육시간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필기+실기)
네트워크 관리사 1급/2급 (필기+실기)

유통·미디어기술

41

192

비환급
비환급
비환급
비환급
비환급
비환급
비환급

단과별 50,000

단과별 50,000
단과별 50,000
단과별 50,000
단과별 75,000
단과별 70,000
단과별 50,000

비환급

단과별 105,000

비환급

단과별 100,000

비환급

단과별 65,000

비환급
비환급
비환급
비환급
비환급

단과별 80,000
단과별 80,000
단과별 70,000
단과별 50,000
단과별 70,000

비환급

단과별 140,000

비환급

단과별 100,000

비환급

단과별 120,000

비환급

단과별 175,000

비환급

단과별 85,000

비환급

단과별 105,000

*환급여부 및 교육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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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 과정 리스트(오프라인)
계층별‧승진자 교육

직급이나 보직에 따른 교육은 기업 성과 향상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리더의 역할, 협업의 가치를 만드는 방법, 의사결정 능력, 창의성 개발,

커뮤니케이션 역량, 부하 육성 등은 21세기 들어 그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습니다.

에프앤이노에듀는 미래 기업가치를 만드는 리더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팀장 리더십 과정 - T.O.P

중간관리자 리더십 과정 ‒ M.V.P

▍Build the Organization (강력한 조직을 구축하라)

▍Vision Coach 후배들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어라

▍Meet the Target (담대한 팀 목표를 달성하라)

▍Linkage Mediator 위아래의 조정자가 되라

▍Motivate the People (최상의 내적 동기를 자극하라)

˙교육대상 : 팀장, 팀장 후보자
˙교육시간 : 16h
˙교육방식 : 진단, 토론, 강의, 실습
모듈
경영환경 변화와
리더십 패러다임
성과관리

조직관리

사람관리

리더십 로드맵

교육 내용
˙경영환경 변화와 트렌드
˙팀장의 역할과 리더상의 변화
˙성과관리의 의미와 프로세스
˙목표설정, 과정 관리, 성과평가
˙우리 팀의 이슈와 특성 파악
˙팀 비전, 미션, 업무 가치 수립
˙동기부여와 권한위임
˙팀원을 위한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나의 리더십 스타일 진단 및 성찰
˙나의 팀 운영 계획하기

시간
2H

6H

3H

3H

2H

▍Project Master 협업을 이끌어내는 업무의 마스터가 되라
˙교육대상 : 중간관리자
˙교육시간 : 16h
˙교육방식 : 강의, 실습, 토론

모듈
중간 리더의
역할 인식하기

업무관리

코칭 효과
극대화하기
동기부여
핵심 포인트

리더십 로드맵

교육 내용
˙팀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리더의 역할
˙팔로워십과 현장 리더십
˙업무 조직화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
˙협업을 위한 업무분장과 프로젝트 관리
˙코칭 프로세스 이해와 적용
˙퍼실리테이션 스킬과 구성원 역량 향상
˙구성원의 세대적, 개인적 특성 파악
˙내적 보상으로 동기부여 하기
˙나의 리더십 스타일 진단 및 성찰
˙나의 리더십 실행 계획 세우기

시간
2H

6H
3H

3H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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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관리자 리더십 과정 - A.C.E

신입사원 On Boarding 과정 - B.T.S

▍Strategic Communication 상대를 설득하고 윈윈하라

▍Logical Thinking 논리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라

▍Absolute Solution 내 업무의 완벽한 전문가가 되라

▍Personal Branding 자신을 브랜딩하라

▍Exemplary Followership 상사의 파트너이자 후배의 멘토가 되라

˙교육대상 : 사원, 대리
˙교육시간 : 16h
˙교육방식 : 진단, 토론, 강의, 실습
모듈
나의 강점과
성향 파악

모범형 팔로워십

문제해결
핵심포인트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로드맵

교육 내용
˙셀프 리더의 역할 인식
˙버크만 진단을 통한 나의 성향 파악
˙팔로워의 유형과 유형별 특성
˙모범형 팔로워가 되기 위한 핵심역량
˙현상과 문제의 구분, 핵심문제 정의
˙문제해결 컨설팅 도구와 스킬 학습
˙상대의 요구와 숨은 요구의 발견
˙서로가 만족할 Creative Option
˙나의 리더십 스타일 진단 및 성찰
˙나의 팀 운영 계획하기

시간
3H
5H
3H

3H

2H

▍Biz Communication Skill 올바르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라
˙교육대상 : 신입사원
˙교육시간 : 16h
˙교육방식 : 진단, 토론, 강의, 실습

모듈

슈퍼 인재의 조건

관계적 소통

논리적 기획력

보고의 기술

나의 개인 브랜드
수립

교육 내용
˙일의 의미와 중요성
˙주도성, 관계성, Smart Work
˙MBTI를 통한 자신과 타인의 이해
˙조직에서 올바르게 소통하는 방법
˙Logical Thinking과 프레임 워크
˙논리적 사고 방식과 구조 이해
˙P.R.E.P 구두 보고하기
(Point, Reason, Example, Point)
˙개인 비전, 미션, 업무 가치 수립
˙나의 브랜드 이미지화 하기

시간
3H

5H

3H

3H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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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팀(부서)을 전략적으로 리드하며,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 전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중간관리자, 팀 리더
˙교육시간 : 16H
˙교육방식 : 강의, 토론, 실습, Case Study
모듈

성과관리의 이해
계획수립
(Planning)
실행관리
(Doing)
종결관리
(Check)

교육 내용

˙명확한 업무 수행 방법
˙업무 성과관리 프로세스
˙업무의 방향설정 (What)
˙업무 실행 계획하기 (How)
˙일정 수립 및 업무 배분 (When, Who)
˙일정 수립의 기본원칙
˙업무 점검 및 진행 체크
˙업무 점검 방법 및 유의사항

사내강사 양성

시간
2H

6H

4H

4H

스트레스 관리와 감정 관리

감정근로자에게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을 터득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감정근로 종사자
˙교육시간 : 8H
˙교육방식 : 강의, 토론, 실습, Case Study
모듈

스트레스와
감정 변화의 이해
나의 감정 강도
확인하기
감정 근로
극복하기
긍정강화
Healing Action

교육 내용

˙스트레스의 정신적, 육체적 업무 영향
˙다양한 업종의 감정근로 사례
˙감정근로 강도 체크 및 낙관성 지수 진단
˙감정근로 강도에 따른 특징 및 취약점
˙분노, 부정적 감정 없애기
˙자신의 일과 삶의 태도 인식하기
˙신체적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내성 강화
˙감정 관리를 위한 매일의 Rituals 작성

시간
1H

3H

3H

1H

교수설계에서부터 교안 구성, 강의 전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고 전문가의 코칭으로 강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사내강사
˙교육시간 : 16H
˙교육방식 : 강의, 토론, 실습, 코칭
모듈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교수설계
학습자를 위한
교안구성
전달력을 높이는
강의기법

개인별 코칭

교육 내용

˙교수 설계 모형의 이해
˙교수 설계의 핵심
˙학습자 중심의 슬라이드 구성법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활용
˙전달력을 높이는 생생한 PT스킬
˙활기찬 강의를 위한 SPOT
˙강의 시연 및 피드백
˙현업 적용 계획 수립

시간
4H

4H

4H
4H

감성 코칭

조직 구성원과의 감성 코칭을 통해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구성원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팀장, 팀원
˙교육시간 : 16H
˙교육방식 : 진단, 강의, 토론, 실습, Case Study
모듈

감성 코칭 이해하기

조직 감성 역량 진단

감성 코칭의 핵심

감성 코칭 롤 플레잉

교육 내용

˙나를 성장시켰던 긍정적 영향력
˙감성 코칭 리더의 역량
˙감성지능에 대한 이해
˙조직 내 감성 및 정서의 영향력
˙코칭 대화 프로세스
˙코칭 실습 : 현장의 문제 해결하기
˙감성 코칭 롤 플레잉
˙과정 마무리 및 Action Plan 수립

시간
3H

5H

5H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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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만 진단_강점 살린 내 업무 찾기

관계와 일에 대한 효율적, 비효율적 행동 특성과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을 파악하여 자신의 동기부여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사원, 대리
˙교육시간 : 4H
˙교육방식 : 강의, 실습
모듈

사전 설문

조직에 대한 이해와
직무 적성 진단

시너지가 나는
팀 만들기

교육 내용

˙교육 전 개별 온라인 사전설문 실시(298문항)
˙조직 이해
- 조직과 집단의 개념, 사원의 생존부등식
˙직무적성진단
˙조직에서 적응하는 나
- 진단에 따른 나의 흥미, 욕구, 평소 행동,
스트레스 행동을 파악하고 업무환경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강점과 예측되는 문제점 인지
˙시너지 팀 만들기
- 함께하면 성과 나는 파트너 찾기
-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한 조합 만들기
- 팀원으로서 미래 행동계획 작성 및 공유

주도성을 끌어내는 퍼실리테이션

시간
1H

1.5H

1.5H

업무 효율과 제대로 일하기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전 직급
˙교육시간 : 8H
˙교육방식 : 강의, 사례연구, 토론, 실습
모듈

‘제대로 일하기’의
개념

제대로 일하기 위한
사고 방식

효율적인 업무 수행
프로세스

교육 내용

˙제대로 일하기 vs 열심히 일하기
˙ ‘제대로 일하기’의 개념
˙ ‘제대로 생각하기’의 중요성
˙목적 지향적 사고
˙성과 지향 사고 & 시스템적 사고
˙논리적 사고
˙업무 수행하기
˙다중 업무 관리하기

퍼실리테이터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고 5단계 프로세스와 핵심 스킬을 체득하여
퍼실리테이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 사원, 대리, 과장
˙교육시간 : 16H
˙교육방식 : 블렌디드 러닝
모듈

퍼실리테이션
개요와 기본 스킬

교육 내용

˙Facilitation의 정의 , 역할, 기본기

시간
4H

˙Opening(도입) : 참석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Powerful Opening Skill
˙Idea Gathering(확산) : 참석자의 다양한 의견과 창의적 발상을 이끌어내는 Skill
퍼실리테이션 5단계
˙Idea 체계화(분류, 분석) : 도출된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Skill
8H
프로세스와 핵심 스킬
˙Decision Making(평가) :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Skill
˙Closing(결정) : 명확한 결론을 정리하고 종료하는 Skill
˙Facilitation 기획
퍼실리테이션
˙Facilitation 종합 실습
4H
기획과 실습
˙현업 적용 계획 수립

소통과 협력의 팀 빌딩 : 소통 레고 시뮬레이션

시간
1H

2H
5H

레고를 활용해 조직 내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습득합니다.
˙교육대상 : 사원, 대리
˙교육시간 : 5H
˙교육방식 : 강의, 게임, 실습, 피드백
모듈명

조직 이해 핵심 키워드
‘커뮤니케이션’

교육 내용

˙소통으로 이익 만들기
˙조직 Social Networking 비즈니스
˙역할 분장 및 임무부여
- 사장, 임원, 팀장, 업무담당자, 관찰자 배정
소통 레고
˙역할 별 진행
팀 빌딩 게임
- 사장 : 조직의 비전(목표)을 레고 블록으로 완성
- 임원 : 사장의 메시지(레고 블록)을 팀장에게 전달
- 실무자 : 팀장에게 전달받은 것으로 사장과 같은 형태의 레고 블록 완성
- 관찰자 : 모든 상황을 기록, 게임 종료 후 팀원에게 공유
˙사장과 실무자 모형 비교, 모형 차이 원인 분석
Feedback
˙듣고 말하기 걸림 요소
˙원활한 소통을 위한 요인 찾기
조직 이해 핵심 키워드 ˙소통으로 이익 만들기
‘커뮤니케이션’
˙조직 Social Networking 비즈니스

시간
1H

3H

0.5H
0.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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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정필수 과정
법정필수교육, 의무인가요?

피고용인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육과정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시간과 과정에 따라

연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수료해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사업장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정필수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에프앤이노에듀는 학습자 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법정필수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장애인고용법> 제 5조 2항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개인정보 보호 교육

산업 안전 보건 교육

퇴직 연금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퇴직급여법> 제 32,33조

연간 1회 이상 실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간 1회 이상 실시
보안사고 발생 시 5억원 이하의 과태료

*상시 근로 50인 이상

연간 1회 이상 실시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종 /지위별 분기별 실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예방 및 조치를 위한 교육 권고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간 1회 이상 실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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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에프앤이노에듀 법정필수교육이 좋은가요?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
장애인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모든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최신
플랫폼 제공

정부 인증
기관

ONE
STOP

기업 전용
사이버
연수원

모듈화
콘텐츠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한 번에!

기업이나 대상자별로 꼭 필요한
교육 내용만 선택하도록
콘텐츠를 모듈화하여 구성

에프앤이노에듀는 학습자 중심의 콘텐츠 제공을 위해 매년 만족도 높은 최신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의무적으로 학습하는 법정필수교육과정, 현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에프앤이노에듀의 법정필수교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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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앤이노에듀 조직
대표이사
/
신홍범

전략기획팀

사업전략 수립

컨설팅팀

기업 / 공공교육

부사장

조병학

이사

박승원

콘텐츠개발팀

콘텐츠 기획 및 개발

기술지원팀
시스템 운영

경영지원팀

인사,회계,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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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제일간지

신문, 인터넷 신문

파이낸셜뉴스미디어그룹

기업교육, 평생교육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

종합경제일간지

신문, 인터넷 신문

기업 행사

국제 컨벤션 기획 및 운영

http://www.fnnews.com

http://www.fninnoedu.com

http://busan.fnnews.com

https://www.fnmice.com

기업 단체 여행

한국 안경 산업의 부활을 선도할

국내 유일 영한 대역

블록체인, 암호화폐

https://www.fntour.com

http://www.fneyefocus.com

02-2003-7000

기획 및 운영 서비스
02-558-4000

02-2179-5118

안경 전문 주간지
02-2003-7303

051-465-7114

라이프 스토리 매거진

https://guideposts.co.kr
02-362-4000

02-6965-0055

4차 산업혁명 뉴스 서비스

https://blockpost.news
02-53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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