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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에듀원
Only  1 ,  No 1 .  Dream Par tner  꿈을 이루어주는 대한민국 대표 교육기업

1998년부터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돕는 HRD 파트너로

많은 고객사를 대상으로 Total HRD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CP(Main Contents Provider) 및 이러닝 위탁교육,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및 플랫폼(오마이스쿨/터치클래스), 

북러닝, 오프라인 특강, HRD시스템 구축 및 운영, 콘텐츠 개발 사업 등 HRD 관련 모든 영역에 걸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조직구성 현황』



KG그룹 소개
K G그룹은 화학 /물류유통 /금융 / I T /미디어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존경받는 기업 ,  자랑스런 회사를 지향합니다 .

KG에듀원은 KG그룹과 함께합니다.
존경받는기업, 자랑스런 회사. 우리는 KG의 한가족입니다.

교육전문기업 KG에듀원



KG에듀원 .기관평가
KG에듀원 고용노동부 훈련기관 인증평가

3년 인증기관 선정

KG에듀원은 2007년부터 9년 연속 고용노동부 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2019년도 ‘3년 인증’을 획득하여,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인터넷 훈련기관 9년 연속 A등급을 비롯하여 다수의 사업 수행을 통해 검증된 대외 공신력 보유

KG에듀원은 성인교육 전문기업으로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수강생이 진로탐색 및 상담프로그램을 통해

고시/자격증 합격, 진학/취업/직업인 으로서의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KG에듀원 콘텐츠 보유 현황
업계최고의 자체 콘텐츠 개발 인력을 바탕으로 국내 유수의 콘텐츠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최다 과정을 보유, 제공하고 있습니다.

KG 에듀원

CONTENTS
업계최고의자체콘텐츠개발인력을바탕으로국내 유수의
콘텐츠공급업체와의협력을통해포멀러닝및인포멀러닝 과정을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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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멀
러
닝

포
멀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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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다 과정
약7,000개 과정 보유
·  다양한CP사를통한양질의콘텐츠제공

· 매월30~50개포멀러닝신규업데이트

인포멀러닝
31,500개 과정
· 매월50여개포멀러닝과정업데이트

경영일반

5,000
MBA, 리더십,
자기계발등

산업직무

500
공통직무,

산업직무등

자격증

300
국가기술자격

일반자격
OA, IT 등

외국어

3,000

전화및어학
회화, 비즈니스

시험대비

인문학

30,000
인문,  교양,

경영등

지식서비스

500
TED,  세바시
자기계발등

10분독서

500
경영, 리더십
자기계발등

가족어학

500
회화,  문법,
시험대비등

KG에듀원 대표과정

인기 웹툰 캐릭터 및 스토리 기반 설계로 재미와 학습효과를 동시에! 경영전략, 리더십, 비즈니스 스킬, 외국어 등 다양하고 트렌디한 콘텐츠로 직무역량 향상!



KG에듀원 플랫폼 서비스
고객의 니즈를 100% 반영한 맞춤형 디자인과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학습자 중심의 화면을 구성합니다.

연수원 메인화면 모바일 화면

Type A Type B Type C

서브페이지



오마이스쿨 인문/교양 강의 300개 과정 보유

KG에듀원 콘텐츠 보유 현황_마이크로러닝 . 무상제공
전문성과 대중성을 가진 스타강사들과 함께 최고의 지식컨텐츠를 서비스 합니다.

인사이트클래스 세바시, 인문학강의 500개 콘텐츠 보유

조승연

김광석

최진기

전문성을 갖춘

최고의 강사진을 통해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직무특화 추천과정

디지털 과정

『Basic

『Advansed

[리더의 품격] 도전을 꿈꾸는 여성 리더 품격을 높여주는 이미지 컨설팅

김미경의 북드라마(자기계발 편)
[소확성] 일상을 화보로,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

유튜브 알려주는 남자:
촬영/편집편

일하는 여자들의 고민있수다

IT기기를 통한 업무 스킬 향상, 
신입사원 역량강화 프로젝트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업무스킬 높이기

디지털 인재의 8가지 기본지식

[All that MBA] 테크와 디지털 전략, 
뉴노멀시대의 기술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디지털 어벤져스, AI가 우리에게
묻는다

경읽남 김광석의 글로벌 경제 핫-이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업무에 날개를 달아주는 스마트워
크

DT시대의 스마트 워킹,
언택트 워크 스킬

[Get it Trend] 블록체인과 핀테크, 
디지털 시대의 생존전략을 세워라!

[슬기로운 직장생활] 대화센
스

여성 임직원 교육

고객만족CS & 감정관리

조승연의 마음을 잇는
인문학, 소통의 기술

[Get it Trend] 빅데이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로 경쟁력을 높여라!

[Hello DT!] 뉴노멀 시대의 CS 
이노베이션 종합편

[Compact CS-스킬편] 
한국형 8大 고객불만 솔루션?

[CS 감정수업] 속이 뻥 뚫리는
고객 속마음 통역기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행복한 관계 형성을 위한
감정관리

직장인 힐링 클래스: 
나에게 선물하는 클래식 테라피

고객사 및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콘텐츠 추천합니다.



사업수행실적 .위탁운영 용역

NO. 사업명 발주처 사업기간 연 매출액

1 KB금융그룹 HRD 플랫폼 W.I.T.H 구축 및 위탁운영(MCP) KB금융그룹 2019. 05 ~ 현재 2.1억

2 KB국민은행 사이버 연수 위탁운영 KB국민은행 2015. 03 ~ 현재 2.6억

3 동국제강그룹 이러닝 교육 위탁운영(MCP) 동국제강그룹 2012.01 ~현재 4.3억

4 동원그룹 온라인 교육 위탁운영(MCP) 동원그룹 2010.01 ~현재 3.2억

5 KB증권 e-campus 플랫폼 구축 및 위탁운영(MCP) KB증권 2018.01 ~현재 2.3억

6 농협 e실무, e-MBA 콘텐츠 개발 및 위탁운영 농협중앙회 2018.01 ~현재 18.0억

7 신협 자체과정 콘텐츠개발 및 위탁운영(MCP) 신협중앙회 2010.01 ~현재 12.0억

8 저축은행중앙회 여신심사분석사 자격과정 개발 및 위탁운영(MCP) 저축은행중앙회 2012.01 ~현재 9.0억

9 교직원공제회 사이버교육 위탁운영 교직원공제회 2015.01 ~현재 1.0억

10 삼성생명 Monthly 온라인 교육 위탁운영 삼성생명 2015.01 ~현재 1.0억

11 교보증권 플랫폼 구축 및 이러닝 위탁교육(MCP) 교보증권 2014.01 ~현재 1.0억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수 기업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통해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보증합니다.



No. 사업명 발주처 개발년도 계약금액

1 농협중앙회 마케팅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농협중앙회 2021 18

2 미래에셋증권 컴플라이언스 콘텐츠 개발 미래에셋증권 2021 16

3 미래에셋증권 정보보호교육 콘텐츠 개발 미래에셋증권 2021 18

4 아주대학교의료원 권역외상센터 술기 콘텐츠 개발 아주대의료원 2021 10

5 국민은행 KB가치체계의 이해 영상 다국어 번역 제작 개발 KB국민은행 2021 21

6 국민은행 금융소비자보호과정 국민은행 2020년 18

7 KB금융지주 KB가치체계 콘텐츠 개발 KB금융지주 2020년 15

8 국민카드 IT기획부 업무매뉴얼 콘텐츠 개발 국민카드 2020년 14

9 한중 FTA 가이드북 매뉴얼 콘텐츠 개발 한국무역협회 2020년 50

10 롯데인재개발원 리더십 과정 개발 롯데인재개발원 2020년 25

11 농협 CS마케팅 개발 농협 2020년 25

1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20년 80

13 국민카드 차세대 시스템 매뉴얼 콘텐츠 개발 (은행편/카드편) 국민카드 2019년 55

14 국민은행 금융소비자보호 과정 국민은행 2019년 18

15 신협중앙회 CS매뉴얼 콘텐츠 개발 신협중앙회 2019년 45

16 한국건강관리협회 길라잡이 콘텐츠 개발 한국건강관리협회 2019년 40

※ 기타 다수 기업의 자체 수주과정을 개발한 실적 보유

단위 :  백만(원)

최근 3개년 이내 50여개의 수주 콘텐츠 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실적 .콘텐츠 개발



온오프세미나의 라이브 방송 솔루션

화상강의솔루션 . 루프
비대면 교육 솔루션

『Codely Loop 사이트 접속 『회의실 생성, 클릭 『발표자 화면

솔루션 활용



#촬영스튜디오 .종로 ,  노량진 ,  서대문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26 ,  4층 (묘동 ,  단성사 )

대관 :  스튜디오 대관 /전자칠판 /와콤 현장강의 촬영

오시는길 :  3호선 _종로 3가역 9번 출구 /1호선_종로3가역

10번출구 단성사빌딩 4층

KG에듀원 단성사 스튜디오1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지하 1층
강당 142 .59평 ,  주차가능 ,  총 240석

서대문 하모니홀 스튜디오2



(주)케이지에듀원

ht tp: / /www.kgeduone.com/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12층(순화동, 케이지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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