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파코 회사소개
우리가 함께하는 지식공유와 자기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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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HRD Partner “ Value-focused HRD Partner ”입니다.

• K-Digital Training 기관선정및성수캠퍼스오픈(2021.11)
• 알파코스튜디오오픈(2021.08)
• 2020년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Best HRD) 선정
• 경영혁신형중소기업인증(2020.05)
• 누적고객사2,000개, 누적교육생200만돌파(2017.12)(2016~)

미래와
새로운 도전기

회사연혁

회사명

대표이사

설립일

직원수

사업내용

기관등급

사업장
소재지

홈페이지

회사개요

주식회사 알파코

이윤성

1999년9월1일(사업영위기간 : 만22년)

47명

우편원격훈련(통신연수), 스마트훈련, 도서출판
인터넷원격훈련(사이버), K-digital training

원격훈련 3년 인증, 우수훈련기관(2019년)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아이에스비즈타워 2401호~2404호

www.alpaco.co.kr

성숙과 체질
강화기

(2011~2015)

• 고용노동부, 훈련기관평가4년 연속최우수(1위)
• 직업능력개발원, NIPA 스마트러닝시범사업자선정
• 스마트러닝/ICT 사업개시
• 누적고객사1,500개, 누적교육생100만돌파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우수기관인증
• 산업인력공단, 우수프로그램경진대회금상
• 인터넷원격훈련(이러닝) 개시
• 누적고객사1,000개, 누적교육생50만돌파

성장과 품질
향상기

(2005~2010)

창업과
기반다지기

(1999~2004)

• 1999년9월1일 설립
• 동업계최초Web 기반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 통신교육프로세스개발
• 누적고객사400개, 누적교육생20만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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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역
고객의 니즈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솔루션 제공 “Total Learning & Development Partner”입니다.

재경관리사 자격대비북러닝

- 기존/집필서적을 학습매체로 한 교육
- 고객 교재 선택형 자기주도 학습
- 400 여개 환급 과정 보유
- 4,000 여개비환급 과정 보유

DT교육

- 체계화된 교육 로드맵을 통한 학습자 수준,
직무 별 맞춤교육 제공

- 국내 유수의 금융권, 대기업, IT기업에서
검증된 교육 제공

이러닝

-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학습
- 튜터 및 학습자간 상호작용 가능
- 총 600 여개 과정 보유

고객사의 역량 모델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
고객사 니즈에 맞춘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학습자 중심의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관리 시스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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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및인력현황
과정개발 및 교육운영 분야 인력 집중 배치를 통한 안정적, 고품질 서비스 제공합니다.

조직체계 : 3개 본부, 1개 실, 1개 센터
인원현황 : 정규 직원 47명 / 교·강사 843명

조직특징 : 핵심 분야(개발, 운영, 시스템, 물류) 자체 정규 인력 집중 배치(34명)

6



조직구성및인력현황
운영인력 및 전직원 교육관련 자격증 취득 의무化. 고품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재육성 강화

경력기간 비율

10년 이상 13.6%

10년 미만 ~ 5년 이상 22.7%

5년 미만 ~ 3년 이상 9.1%

3년 미만 ~ 1년 이상 34.1%

1년 이하 20.5%

소계 100%

자격증명 인원 비율

이러닝 지도사 32명 82%

인적자원개발사 15명 38%

평생교육사 7명 17%

CS관리사 7명 17%

소계 44명 100%

전공명 인원

교육공학 5명

교육학 2명

경영 및 기타 4명

소계 11명

5년 이상 경력
50% 이상

전문성 강화

자격보유 의무화

HR전문가 육성

전공자 위주의 개발팀

개발인력 전문성 강화

* 중복 소지자 합산 * 과정개발 인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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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및인력현황
각 분야별 전문지식 보유자 및 현장 경험 풍부 강사 다수 보유

실무 5년이상 93%업계 최다 843명 보유

학력 인원 비율

박사 85 10.1%

석사 292 34.6%

학사 466 55.3%

소계 843 100.0%

경력 인원 비율

15년이상 180 21.4%

10~14년 214 25.4%

5~9년 340 40.3%

5년 미만 109 12.9%

소계 843 100.0%

학력별현황 경력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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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평가현황
알파코는 원격훈련 3년 인증기관 입니다.(2회 연속 3년 우수훈련기관, 2004년 이후 A등급 유지)

기타정부인증현황3년인증(우수훈련기관)

*  출처: 직업능력심사평가원
https://www.ksqa.or.kr/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2020.9)
고용노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굿 콘테츠 서비스 인증(2019.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2020.5)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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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서(2020.12)
여성가족부



주요고객사
창사 이래 22년간 원격교육 사업 주력, 주요 대기업의 교육 파트너가 되어 장기 교육 중

대기업/기타
(약 500개)

그룹 신세계그룹, 한화그룹, 롯데그룹, 현대중공업그룹

전자 삼성전자,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SDI

중공업 & 건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유통 & 서비스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한화겔러리아, 한화호텔&리조트, 
호텔신라, 조선호텔 등

금융
(59개)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MG새마을금고, 농협

증권 KB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 한화증권 등

생보 KB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손보 KB손해보험, 동부화재,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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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적
연간 500개 고객사, 25만명 이상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서비스하는 선도 기관

16만명
(2019년)

25만명
(2020년)

26만명
(2021년. 추정)

*최근 3개년간 교육실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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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식공유와 자기성장!

알파코가 함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