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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사 소개

Ⅰ. 회사 소개
신세계아이앤씨는 1997년에 설립되어
신세계그룹 및 대한민국 IT 시스템과 플랫폼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IT 서비스 기업

Premier IT Partner & Value Creator

신세계아이앤씨는 다양한 산업군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Edu-Tech, AI, Cloud,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Platform 사업을 추구해가는 IT Service & Platform 기업입니다.

대 표 자
기업구분
업
종
위
치

:
:
:
:

손정현
신세계 계열사, 코스피 상장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서울시 중구 메사빌딩

사업분야

IT서비스

AI∙Cloud
서비스

IDC∙
데이터센터
서비스

정보보안∙
SAP
서비스

교육서비스

2021. 07.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1. 03. KAIST & 신세계아이앤씨 AI 연구센터 설립
2020. 03. AWS ‘APN Advanced 컨설팅 파트너’
2019. 12. 신세계아이앤씨 데이터센터 확장 이전(김포센터)
2019. 10.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 부총리상
2018. 09. 대한민국 고용친화 모범경영대상 – 워라밸 우수기업
2018. 04.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 수상(교육솔루션 부문)
2017. 06. 무인점포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2016. 04. 통합 교육플랫폼 ‘SSG EDU’ 런칭
2015. 07. 간편 결제 서비스 ‘SSGPAY’ 런칭
2014. 05. 신세계 그룹 전자책 도서관 오픈
2006. 12. ISO/IEC 20000-1:2005 인증 획득
2006. 05. IT서비스 최초 코스피(KOSPI) 상장
2004. 06. 신세계아이앤씨 데이터센터 완공 (구로)
2004. 02. 신세계그룹 사이버러닝센터 오픈
2000. 11. 코스닥 상장
1997. 04. 신세계아이앤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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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사 소개_교육서비스사업팀 사업 영역

SSG EDU, LIFE VALUE UP EDU-TECH
DT(Digital Transformation)를 위한 학습 플랫폼 서비스, On/Off교육, 콘텐츠 개발, 진단/컨설팅, HRD BPO 에 이르기까지
All in One Education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SG EDU

Platform
플랫폼 서비스

OnTact Service
비대면 학습 서비스

통합교육플랫폼(e-HRD)

e-learning, 북러닝 교육

교육관리, 블렌디드러닝, OJT, 코칭,
E-TEST 등 통합 서비스 제공

유통, 프랜차이즈, IT, 건설, 패션,
제조 등 교육 운영 노하우를 통한
맞춤형 교육체계 수립 및 운영

마이크로 플랫폼

화상교육 서비스(LIVE-On)

Off-line
오프라인 교육

집합교육과정 개발

Consulting
진단 및 컨설팅
진단 서비스

과정 기획 및 개발, 검증된 전문강사
제공 및 집합과정 운영

다면역량진단, 행동/성향진단,
팀/조직문화 진단 제공

Academy

HRD 컨설팅

공통/리더십/직무/글로벌 등
화상교육 서비스 기획 및 운영

검증된 고품질의 강사와 함께하는
직무/공통역량 교육기획 및 운영

니즈 분석 및 제도 설계,
교육체계 수립 등 컨설팅 제공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콘텐츠 개발 및 제공

전사 및 계층교육

HRD BPO

운영 시스템 개선안 도출, 기능 변경
및 위탁운영 서비스 제공

니즈와 목적에 맞는 맞춤형 이러닝,
동영상, 이북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

비전/핵심가치 전사교육, 조직문화,
계층, 승격 교육 기획 및 운영

Micro Learning 플랫폼 및 동영상,
웹진, 이북 등 콘텐츠 서비스 제공

교육기획부터 운영까지 합리적 비용의
가성비 높은 교육 위탁 운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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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사사 소개_교육서비스사업팀 가치 전략
교육서비스사업팀은 안정적인 신용과 외부로부터의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서원 역량향상과 사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AA0
높은 신용등급

전략적 HRD 구현
ㆍ성장비전과연계하는인재양성전략 수립
ㆍ역량및 경력관리를위한HRD 체계마련

교육의 질적 향상
ㆍ전문교수설계를통한학습효과극대화
ㆍ평가기반의단계적인개선 체계마련

인적자원개발
대상수상
(’18 플랫폼부문)

업무 효율화
인적자원개발 대상 원격훈련기관3년인증 원격평생교육시설
한국HRD협회
서울중부교육청
고둉노동부

집합평생교육시설 인터넷통신훈련과정
서울중부교육청 최우수콘텐츠, 노동부

ㆍ프로세스화를위한지식공유체계기반제시
ㆍHRD 시스템통합을통한업무능률의향상

비용 효율화
ㆍ고객사가보유한Resource의적극 활용
ㆍ정형화교육 外 다양한Optional Solution 제시

정부 기관인가 자격 및 수상
원격, 집합 등 평생교육시설 인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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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SSG EDU 특장점

Ⅱ. SSG EDU 특장점_기능 특징
全산업군, 全연령대의 학습자와 실무자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SSG EDU 기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는 환경을
앞서가기 위하여 계속 진화 중입니다.

Exclusive APP

Personalization

Enhanced Security

WEB/APP 무상제작

개인맞춤

보안강화

SSG EDU 특화 기능

User 맞춤 기능

Multi Use

강력한 보안기능

학습자 개인맞춤 특화

보직자 특화

교육실무자 운영 특화

#다양한활용 #자기주도학습

#보안강화 #유출방지

#맞춤형교육 #학습 큐레이션

#역량분석 #현황통계확인

#플립러닝 #과정개설편의

#콘텐츠체계 #가성비과정개발

콘텐츠 재활용성

워터마크, 캡쳐 방지

학습자 편의 기능

현황, 통계 즉시 파악

교육코스 Set-Up

콘텐츠 컨설팅

다양한 학습콘텐츠를
자유롭게 조합하고 활용하여
쉽고 자발적으로
학습가능한 환경 구성

동영상, 이북, 웹진 등
모든 콘텐츠에 워터마크 적용
안드로이드 환경 캡쳐 방지

개인 별 Dashboard
관심콘텐츠
학습자 간 콘텐츠 추천
학습포인트 및 학점
나의 교육계획수립

필수교육 이수현황 통계확인
역량진단수행
진단결과 분석(직급,직무별)
결과 리포트 확인

On-Off Line 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Mix하여
정규과정화 하는
코스웨어 기능

내부 생산된 콘텐츠를
쉽게 알고, 보고, 찾을 수 있는
고효율 개발 로드맵 제시
(콘텐츠 목적과 성질에 맞는
콘텐츠 체계 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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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SSG EDU 특장점_서비스 특징
단순 서비스 제공이 아닌 끊임없는 고도화를 거친 노하우로 디테일까지 갖춘 EDU-TECH 플랫폼을 경험해보세요.

이용자 최우선 편의 기능

Enhanced UI/UX

간편로그인을 통한 편리한 ID, PW 관리
• 개인정보보호 및 계정관리의 최고 수준 보안 적용
• 데일리퀴즈, 학습포인트, IDP, 코칭 등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다양한 기능 제공
•

•
•

•

직관적인 카테고리 구성 및 최적화 학습환경 구현
APP/WEB 에 맞는 별도구성으로 각 디바이스 특성에
맞는 UI 설계
자사의 Identity 반영한 설계 가능

SSG EDU
Service
통합 검색과 큐레이션
•
•

•

콘텐츠 형태 구분 없는 통합 검색
검색이력 관리를 통한 콘텐츠 큐레이션
직급별, 직무별, 직책별 학습이력 관리를 통한
콘텐츠 데이터 분석 및 지원

학습성과 FeedBack
•
•

•

학습성과에 대한 적시적 피드백 확인
간단한 퀴즈부터 심화된 대규모 Test 까지 운영 가능
콘텐츠 만족도 별점 부여, 댓글, 토론 등 다양한
Feedback 데이터 분석 및 제공

임직원 역량 성장의 Key Point는 고도화된 플랫폼 서비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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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SSG EDU 특장점_타사 대비 강점
Un-Tact 문화와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 경제 동결로 Post Covid 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높은 교육성과를 위해 기존 온라인 교육보다 고객사가 보유한 자료의 콘텐츠化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더 이상 이러닝에서 찾지 마세요
: 고객사 콘텐츠(직무매뉴얼, 동영상)의 교육제작 및 운영

• 흩어져 있는 자사 매뉴얼을 모아 체계적 학습도구로 활용하세요
: 부서별, 직급별, 직책별 그룹화 가능

• 자사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만들어 보세요

고객사 맞춤
콘텐츠 제작/활용

: 교육담당자가 만드는 쉽고 빠른 콘텐츠 제작 Tool

•
•
•
•

10만여 이상 학습자의 피드백으로 고도화 시킨 학습 기능
워터마크, 사진캡처 방지 등 철저한 보안 기능
정부 권고사항 이상의 보안관리와 신속한 지원 서비스
복잡한 비밀번호 암기는 그만! 카톡과 네이버 계정 연동 간편로그인

검증된 보안
효율적 운영

•
•
•
•

시공간의 제약 없는 대상그룹 만의 전용 WEB/APP 제작
OnᆞOff 교육을 자유롭게 묶는 블렌디드 코스 기능에 화상교육까지
역량진단부터 OJT까지 개인별 역량향상 One Stop 서비스
직무전문가인증 기능을 통한 사내전문가 양성 Tool 기능

All Round EDU Care

EDU-TECH 플랫폼서비스

임직원 성장과 경쟁력 Level Up을 위한 최적화 플랫폼 SSG 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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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SG EDU 교육서비스

Ⅲ. SSG EDU 교육서비스_기능 구성도
SSG EDU 는 고객사의 HRD 방향에 따라 필요한 기능만 선택/조합 할 수 있어
고객사에 최적화된 교육플랫폼을 서비스합니다
신세계그룹 및 파트너사 등 10만여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역량 향상과 사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적화 기능을 개발 및 운영하여
각 기능의 운영 디테일까지 고도화된 플랫폼 입니다

• 콘텐츠/시스템 보안

• 사내자격

• 지식공유 아카이브

• 학습이력관리

• 코스웨어

• 이러닝∙북러닝

• OJT 기능

• 콘텐츠개발

• 마이크로 플랫폼

• 챗봇/간편로그인

• 다면 역량진단

• 시험/퀴즈/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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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SG EDU 교육서비스_맞춤형 UX/UI 및 완벽 보안 제공
HRD 니즈와 특징에 적합한 디자인 및 교육환경 구현을 통해 자사의 Identity를 담아낸 플랫폼을 제공하며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
간의 안정된 품질의 학습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UX/UI 제공

멀티디바이스 보안 완벽 구현

[B사 메인 화면]

콘텐츠
워터마크
기능탑재

콘텐츠
캡쳐제한
기능탑재

정보보안팀
분기별점검

개인정보
현장보안
실사점검

[A사 메인 화면]

디자인
커스텀

모듈화된
기능

레이아웃

챗봇
간편검색
*워터마크 정보
커스터마이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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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SG EDU 교육서비스_학습관리 : 학습이력통합관리 (학습자)
통합된 SSG EDU 교육 시스템에서 사내·외 모든 형태의 교육 신청부터 수료까지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집합/사이버/독서통신) 운영
교육과정 등록

수강신청 및 학습

학습이력 통합관리

■ 기대효과

On·Off-Line 교육에 대한
체계적 DB관리

사내·외 집합과정

카테고리 별 검색

사이버 과정

PC/모바일 학습

독서통신 과정
기타(매뉴얼 등)

개인별∙연도별 학습이력 및
교육 결과 데이터 관리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개인별 ∙연도별 학습이력 관리

※ 사외교육 신청/결과 보고 시 결재 연동

과정등록부터 수료까지
지원 가능한 시스템으로
업무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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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SG EDU 교육서비스_콘텐츠 : 이러닝
직무, 어학, 리더십 등 현장에서 검증된 프리미엄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트렌드, 스킬, 인기를 반영한 분야별 최고의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유형 별 프리미엄 과정 보유

| 카테고리 별 과정 수

이러닝

북러닝

환급/비환급 과정
모바일 병행 학습
Course 형태의 시리즈 학습

베스트셀러 및 신간 도서 제공
학습자간 토론/공유학습 가능
이러닝 교보재 활용 가능

1,000여개 이상 보유

2,000여개 이상 보유

어학

지식콘텐츠

북미권, 아시아권 등 선택적 전화어학
영어/일어/중어/불어 등
다양한 언어학습 가능

동영상,웹진,오디오북 등 멀티미디어 활용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법률, UX디자인 등 특화 카테고리 보유

650여개 이상 보유

1,500여개 이상 보유

‘ 카테고리 別 신규 콘텐츠 수시 도입 ’
공통

리더십

• 인문/교양
• 비즈 스킬
• 사람, 조직, 성과관리
• 변화/혁신

1,100 여개

500 여개

경영직무

• 경영, 마케팅, 인사, 재무
• 영업, CS, 구매, 물류

1,400 여개

글로벌

• 시험대비, 전화, 화상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1,400 여개

*별도 비용 책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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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SG EDU 교육서비스_콘텐츠 : 법정의무교육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의무교육이란, 全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최소 1회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며
법정권고교육은 강제성은 없으나 법령근거에 의해 국가에서 권고하는 교육입니다.

의무

권고

교육명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안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감정노동자교육

교육시간

연1회 1시간이상

연1회1시간이상

연1회1시간이상

-

-

대상

근로자를사용하는
모든사업장의전직원

근로자를사용하는
모든사업장의전직원

모든사업주및근로자

모든사업주및근로자

고객응대근로자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법제13조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교육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제86조

근로기준법제76조,제93조

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의2

처벌내용

교육미이수시최대500만원

법위반시최대5억원
미이수과태료별도

교육미이수시최대300만원

-

법위반시최대1,000만원

Ⅲ. SSG EDU 교육서비스_콘텐츠 : 과정/콘텐츠 개발
SSG EDU의 대·내외 과정 개발 노하우를 통한 자사만의 콘텐츠 제작으로 비스포크된 최적의 학습을 경험 해 보세요.

| 과정/콘텐츠 개발 형태
[Video] PPT

[Video] 모션그래픽

E-Book

■ 기대효과

최적화된 과정 제작
니즈에 맞는 다양한 형태
• 파워포인트(PPT)와 전문 영상
편집프로그램 혼합하여 제작
• 체계적인 이론 학습에 적합

[Video] 캠타시아

• 인포그래픽, 지식채널e형, 3D CG,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해 정보 전달
• 기업 이념, 경영사례 소개에 적합

[Video] 방송물

•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작비
• 프로모션, 상품매뉴얼에 적합

Webzine
[블로그형]

[카드뉴스형]

개발부터 운영까지
통합 관리 가능

…

• PC, POS 등 실제 사용 화면을
영상화하여 제작
• OA, 시스템 등 매뉴얼 제작에 적합

• 지식채널e형, 다큐형, 인터뷰형 등
다양한 포맷의 영상 제작
• 경영진 메시지, 직무교육에 적합

• 짧은 제작 기간 및 수정 용이
• 일터(적시) 스마트러닝 학습
• 프로모션, 상품매뉴얼에 적합

장기적 콘텐츠 활용
저비용의 지속적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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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SSG EDU_운영서비스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점과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학습지원 시스템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전담 책임제 운영

온/오프라인 위탁 운영

BPO 운영

고객사 담당자를 배정하여
문의사항, 필요사항 등의
즉각적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코스학습 등
영역 별 특화 전담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학습지원을 제공합니다.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기획부터 운영 및 보고까지
HRD 업무 프로세스를 대행합니다.

24H 챗봇 응대

원격지원서비스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챗봇으로
언제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화면을 함께 보며 설명하고
문제점 해결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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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CONTACT
신세계아이앤씨 교육서비스사업팀
이주연담당
cupi@shinsegae.com
02-3397-14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