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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노동부 5년인증 우수훈련기관

기관명

주식회사 마이에듀

설립일

2009년 3월

대표이사

박상균

임직원

46명(2021.1기준)

소재지

서울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2, 1111호

어업종

교육서비스 및 SW 개발

2. 회사 연혁
노동부 5년인증 우수훈련기관
ㆍ㈜마이에듀설립
ㆍ의료기관이러닝교육용특화콘텐츠개발
ㆍ부산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통합학습관리시스템구축
ㆍ고용노동부우수교육훈련 프로그램 경진대회
이러닝부문 「은상」 수상
ㆍ보건복지부보육교직원 직무교육위탁기관선정
(에듀케어아카데미)

ㆍ보건복지부보육교직원위탁기관평가
최우수A등급
ㆍ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평가
온라인 최우수B등급
ㆍ2017년대한민국브랜드만족도1위
(의료직무교육분야/한경Biz)

2017

2009~15

2016

ㆍ고용노동부원격훈련기관
우수훈련기관3년인증
ㆍ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ㆍ고용노동부원격훈련기관 우수훈련기관3년인증
ㆍ여성가족부 가족친화우수기업인증
(사)한국이러닝협회부회장사/부정훈련예방TF장
ㆍ보건복지부보육교직원 직무교육위탁기관선정
(마이에듀교사자람)

2019

2018

ㆍ학습서비스경영시스템인증
(ISO29990:2010)
ㆍ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SQ 인증)
ㆍ장애인인식개선위탁기관지정
ㆍ기관이전(수원→서울)
ㆍ사이에듀평생교육원 합병

ㆍ직업능력개발 국무총리표창
ㆍ대한민국중소기업인대회 모범중소기업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표창
ㆍ어린이안전교육우수교육기관행정안전부장관표창
ㆍ고용노동부원격훈련기관우수훈련기관)5년인증
ㆍ일생활균형 모범운영서울형강소기업선정
ㆍ고용노동부 재택근무종합컨설팅이행협약기관

2021

2020

ㆍ국가품질경영대회 서비스품질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2023

2022

3. 인증현황
노동부 5년인증 우수훈련기관

3. 인증현황
노동부 5년인증 우수훈련기관

‘21년

‘20년

‘19년

3. 인증현황_고용노동부원격훈련기관_5년인증
노동부 5년인증 우수훈련기관

성과평가
수료율
20

수요자 훈련과정
자동
개설률
만족도
등급
모니터링
20

기관건전성
평가

감점 20점 미만
(적합)

감점 20점 이상
(부적합)

5

5

10

역량(현장)평가

가점

훈련
성과
소계

기관
경영

+5

60

6

훈련과정 훈련 훈련전담 훈련생
관리
인프라
인력
관리
8

10

10

6

역량
평가
소계

총점

40

100

총점
(성과평가+현장평가)

인증평가 등급

성과평가, 현장평가 각각
총 배점의 85% 이상 득점

5년 인증

성과평가,현장평가 각각
총 배점의 75% 이상 득점

3년 인증

역량평가 총점 60점 이상

1년 인증

역량평가 총점 60점 미만 또는
성과평가/현장평가 총 배점의 40% 미만

인증유예

-

인증유예

4. 조직현황
노동부 5년인증 우수훈련기관

대표이사
기업부설연구소

평생교육사업본부

보육사업본부

사업전략본부

학점은행사업팀

보수교육사업팀

교육사업팀

경영전략본부

시스템개발팀

교육기획팀

이러닝서비스팀

경영지원팀

▪ HRD 컨설팅

▪ 사이버연수원구축

▪ 신규 전략사업기획

▪ 고객사담당자지원

▪ 인사/채용

▪ 교육체계수립지원

▪ 정보보호체계수립

▪ 콘텐츠개발∙도입

▪ 학습 운영지원

▪ 재무/회계

▪ 고객 가치제안

▪ 시스템유지 보수

▪ 마케팅기획 및 홍보

▪ 콘텐츠 품질관리

▪ 행정 업무지원

▪ 수행 사업지원

▪ 학습지원 및 VOC 대응
※ 이러닝지도사자격증및
CS마스터자격증100% 보유

산업안전교육센터

고객소통센터

5. 주요사업
노동부 5년인증 우수훈련기관

HR Consulting

• 조직개발 및 HRD 전략 수립
• 직무역량모델 도출/진단
• 교육체계 수립

교육운영서비스

• 고객사 HR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이러닝 서비스 제공
• 사회복지, IT, 경영/리더십, 외국어 등 분야별 콘텐츠 제공
• 공공기관, 대기업 및 중소기업, 의료, 보육 등 직무교육 및 개인 역량 강화 교육운영서비스

시스템 구축

• 고객사 시스템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 구축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맞춤식 집체교육

• 조직활성화, 특강
• 맞춤형 교육기획 및 운영서비스

콘텐츠개발 /
시스템 구축

• 고객니즈 분석을 통한 콘텐츠 기획
• 업종/직무별 최적의 콘텐츠 설계 및 개발
• 의료/보육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형 교육과정 개발

평생교육 사업

• 학점은행 (사회복지/ 경영/ 아동 등)
• 전문 자격 과정

6. 고객현황
노동부 5년인증 우수훈련기관

공공기관

상급종합병원

공공 의료원

건강보험공단 금연/건강검진
온라인 위탁 사업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직무
온라인 위탁 사업
한국서비스진흥협회(KOAS)
“CS Master” 자격 위탁 사업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백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경북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外 다수

부산광역시의료원, 대구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순천의료원, 마산의료원,
강진의료원, 남원의료원,
삼척의료원 外 다수

일반기업

어린이집

종합병원

한화손해보험, 서울보증보험,
한전KPS, 더존비즈온, SK매직,
서브원, 한국후지제록스, 신도리코,
펄어비스, 프로텍, 유비케어,
인터플렉스 外 다수

전국 3만개 어린이집
20만명 보육교직원
온라인 보수교육 (‘15년 ~ ‘19년)

분당제생병원, 제주한라병원,
삼육서울병원,
대구파티마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 外 다수

7. 고품질 콘텐츠
노동부 5년인증 우수훈련기관

경영/리더십/자기계발

직무 및 업종 특화

법정 의무교육

외국어

8. 안정된 시스템
노동부 5년인증 우수훈련기관

• USER

• IPS/방화벽

• WEB Server

• DB Server

KT IDC 보안관제센터
• KT IDC 내 상주
- 방화벽 장비 : FG80D
- KT 보안관제센터 서비스

[통합사이버연수원]

• DDos 방어 시스템
• IPS(침입방어), 웹 방화벽 구축
• 주요장비 이중화 (DB, Web, Contents)
• CDN Server

• CONTENTS Server

• Backup STORAGE

• 동영상 / 오디오 송출용 네트워크 : 최대 1Gbps

• 정보유출 방지 솔루션 적용 (경기융합보안지원센터 제공)

• 동영상 / 오디오 스트리밍용 CDN 서비스 이용

→ USB 복사/파일첨부 금지, 개인정보 암호화, 출력물 차단

(효성 ITX CDN)

• 월 단위 학습자 5만명 가능 (동시접속자 2천명 가능)

•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필터링솔루션 적용
→ 공공기관인증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9. 차별화된 운영서비스
노동부 5년인증 우수훈련기관

학습동기부여 및 참여유도
수강신청의 편의성 극대화
신속하고 정확한 가이드 배포

교육 안내

적극 독려를 통한 미수료 방지
학습 편의성 극대화
설문조사 실시

교육결과 분석 및 보고
교육결과 통계 및 관리
결과 Feed-back 및 반영

학습 시작

학습 종료

학습지원모니터링

첨삭 및 수료여부 통보

학습 독려

결과보고/설문분석

가이드 이메일, SMS 발송,
카카오 알람톡 발송

학습 평가 및 제출독려

학습 안내

설문 및 과정유용성 평가

설문 결과를 향후
교육과정 개설 및 학습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수강 신청 및 확정

노동부 5년인증 우수훈련기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