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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HRD Edutech 선도기업

휴넷 기업교육
휴넷 교육을 수료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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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만+

운영 중인 교육 과정

만+

휴넷과 함께 교육을 진행한 고객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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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 트렌드와 휴넷

History
2021

휴넷USA 지사 설립
인공지능교육연구소 출범

2020

LABS 론칭
데일리스낵, 그로우 앱 론칭
4차 산업혁명 인력양성 훈련기관 선정

2019

전문 강사 매칭 플랫폼
파인드강사 인수

2018

국내 최초 온·오프라인 게임러닝 ARGO 출시
수주컨설팅 전문기업 쉬플리코리아 인수

2017

국제품질경영 시스템 ISO 9001 인증
마이크로러닝 플랫폼 SAM 출시

2016

국내 최초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
플립러닝 과정 론칭

2012

IT 이노베이션 대상 수상

2009

전략 MBA 론칭
인터넷 원격훈련기관 A등급

2007

상상마루 론칭
국내 최초 마케팅 MBA 론칭

2003

휴넷MBA 론칭(국내 최초 비학위 MBA)

2002

온라인 교육 사업 시작(e-MBA 시리즈)

1999

1999 휴넷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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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는

Digital Transformation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Digital Learning의 중요성,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디지털로 재편된 학습을 어떻게 적용해 나아갈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디지털을 활용한 HRD는 어떠한 새로운 학습 경험을 줄 수 있을까요?

HRD

HRD 트렌드와 휴넷

01. Digital Learning의 경험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Digitalization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환경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DT를 활용한 개인 맞춤 큐레이션, 디지털 친화적인 학습 등
보다 세부적인 디지털 학습 경험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02. 언택트 환경의 도래
우리는 이제 대면 학습 방식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학습의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03. 성과 지향적 학습
비대면 업무 환경이 활성화 추세를 보이면서,
업무에 대한 평가는 ‘근태’가 아닌 ‘성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학습을 해야할까요?

급변하는 환경 속
HRD는 어떤 역할이 되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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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 HRD를 넘어, 일과 학습의 결합으로.

Beyond Learning,
Beyond HRD
학습 영역

학습영역

Beyond HRD
에듀테크 선도
LXP 중심 플랫폼 개발
평생교육으로의 학습

기업
학습-기억-실행-성과 영역으로의 확장
일과 학습의 결합을 이끄는 콘텐츠 제공
인공지능 학습 최적화

Beyond Learning
성과영역

휴넷 HRD 솔루션

디지털혁신은
학습과 학습자,
그리고 교육담당자를
더욱 가깝게 연결합니다.

학습은 더 이상 업무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휴넷 기업교육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일과 학습의 결합으로서
Learning in the Workplace를 선도합니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디지털 콘텐츠들로 학습을 넘어, HRD를 넘어,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플립러닝

이러닝

VR러닝

큐레이션
게임러닝

Learning
in the Workplace
마이크로러닝

북러닝

인공지능
라이브클래스

휴넷MBA

러닝저니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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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Learning으로의 여정

덕분에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우리 기업만의 AI 교육 비서,

LABS
LABS는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최적화되어
학습자에게는 고도화된 학습 경험을,
교육담당자에게는 교육 업무 지원 기능을 제공하는
LXP와 AI 기반의 클라우드 SaaS 모델입니다.

LABS 및 HRD
HRD 플랫폼
Trend

그 첫걸음엔

LABS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LABS를 만났더라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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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Learning으로의 여정

당신이 교육담당자라면?
xAPI를 활용한 학습 데이터로 구현된 대시보드와 보고서로
고도화된 학습 분석 및 장기적 관점의 학습 전략 수립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지금 우리 기업이 필요한 교육을
추가 개발, 수작업 없이 설정만으로 적용

교육담당자에게는
편의성과
효율성을

학습 정보와 데이터 자동화는 물론,
그토록 시간 걸리던 학습 결과 보고서까지 한 번에
집합 교육 기획/운영/결과 보고까지오프라인 학습 관리의 시스템화로 한층 더 편하게
검증된 국내 최대 강사 및 교육 프로그램 정보 제공으로 업무 시간 단축

당신이 학습자라면?
이러닝, 라이브 클래스, 러닝저니, 커뮤니티 등 다양한 학습 유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경험
마치 넷플릭스처럼 - 분석 알고리즘으로 개인 맞춤형 학습 환경 지원
나의 학습 현황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오직 나만을 위한 큐레이션, 학습 대시보드 서비스 제공받기
실질적으로 실무에 도움 될 수 있는
마이크로러닝, 이러닝, 집합교육, 유튜브 등 다양한 학습 요소 추천받기
인공지능 튜터와의 대화,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

학습자에게는
개인화된
학습경험을

HRD Trend

그 첫걸음엔

LABS가 있습니다.

교육담당자·학습자를 위한 차세대 학습 플랫폼 LABS
이제는 단순 LMS 수준을 넘어 구성원의 성장,
그리고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차세대 학습 플랫폼 “LABS”에 주목하세요.

온·오프라인 학습 경계가 사라지다.

온·오프라인 통합 LMS
모든 온·오프라인 교육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어 편리한 관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학습 정보와 데이터 자동화는 물론,
강의 설계/강사섭외/교육운영/결과 보고서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교육, 손쉽게 만들다.

러닝저니 메이커
학습자 및 조직에서 원하는 교육을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하여 손쉽게 설계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업에 딱 맞게 입맛대로 자유롭게 교육을 큐레이션 하세요.

개인별 맞춤 학습을 경험하다.

AI 기반 맞춤형 학습 경험
학습자의 학습 이력을 바탕으로 개인의 부족 역량, 성과 향상 방안 등을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이 외, 개인별 대시보드/게이미피케이션/인공지능 튜터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제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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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Learning으로의 여정

러닝저니 메이커 활용방법
LABS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러닝저니 메이커’는
개인 학습 경험에 집중한 학습 경험 설계 솔루션입니다.
우리 기업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학습 경험을 직접 설계해보세요.

Drag&Drop으로 간편하게!
맞춤형 교육과정 만들기
학습 콘텐츠의 제공순서와 방식, 일정을 간편하게 변경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과정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외부 비정형 콘텐츠 활용
다양한 교육 개설하기
유튜브, 아티클, 소셜러닝, 라이브방송, 퀘스트 등
다양한 외부 비정형 콘텐츠로 과정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한 교육 콘텐츠를
하나의 과정으로 활용하기
학습자 또는 기업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능동적인 학습환경을 구축해보세요.

학습자의 학습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기
일괄 입과, 수강신청 기반으로 입과된 학습자의
학습 구성요소별 학습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보세요.

HRD Trend

그 첫걸음엔

LABS가 있습니다.

LABS 관리자 기능
커스터마이징 요소 기능을 모두 모아 모듈/옵션 구성으로 기능화하였습니다.
이제는 개발 작업 없이 설정만으로 빠르게 적용 가능합니다.

기업 아이덴티티
반영

클릭 한 번으로 우리 기업의 UI, UX 설정

맞춤형 학습유형
설정

우리 기업만의 특별함 추가

라이브 클래스 진행

이제 라이브 클래스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러닝 저니를 통한 총체적 학습 경험
·이러닝, 마이크로러닝, 플립러닝 등 맞춤 솔루션 구성

·메뉴에 따른 학습 유형 통합 및 분류
·기업 전용 명칭 설정 가능

·러닝저니 메이커 기능과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에서 사용
·1:N 라이브 방송 개설 가능

간편한 강사 섭외

번거로운 강사 섭외도 손쉽게 끝내기
·강사 정보 확인, 계약 기능
·연수원 시설 및 강의실 등록 기능

다양한 게시판 유형
선택

내부공지 및 안내 게시판도 입맛대로 설정
·다양한 게시판 유형(일반, 피드형, 카드뉴스, 이미지 전용 등)
·썸네일, 동영상, 추천, 답글, 댓글 등 기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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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Learning으로의 여정

Now
지금, 빠르게.
LABS를 만나보세요.

HRD Trend

그 첫걸음엔

LABS가 있습니다.

소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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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tech

12

편리한 학습 환경 지원

에듀테크 연수원
휴넷 에듀테크 연수원은 개인의 효과적인 학습과
교육 담당자의 교육행정 필수 기능을 종합 지원합니다.

스마트 학습 관리 기능
학습 편의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적인 학습 지원

강력한 관리자 기능
관리 및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자 모드 제공

사내 교육 통합 운영
진행 중인 교육의
통합 관리 기능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
관리자 페이지 내 마법사 기능으로
연수원 서비스 및 디자인 관리

학습 전
학습 중
학습 후

역량진단, 학습경로설계, 학습계획 수립, 큐레이션 통합 검색 기능
온라인/모바일 학습, H-tool을 접목한 스마트 학습창, 학습자료
학습조직(CoP)운영, 학습패턴, 보고서 등록 기능

학사관리
정산관리
결과관리
환경설정

LMS관리, 회원과정관리, 역량평가, 공지사항, 수강생 독려 메일/SMS/앱푸시
정산현황, 위탁훈련의뢰서, 환급 도우미
학습결과, 학점신청, 연간학습플랜
사이트관리, 팝업관리, 기본정보관리

온라인/
모바일 교육

전화 외국어

집합 교육

동영상 다운로드 및 DRM 제공
SLP 역량진단 제공(Success Leadership Framework)

비정형 학습

비대면 라이브 토탈 교육

라이브솔루션
휴넷 라이브솔루션은 온라인 생중계 방송을 통해 장소의 제약없이 실시간 교육,
다양한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비대면 라이브 학습 솔루션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비대면 학습 솔루션
1

프로그램 설문 및 제작의 전문성

2 즉각적 피드백, 학습자간 의견 공유
3 마이크로러닝, VOD 등 추후 교육 확장성
4 더욱 강력해진 관리자 기능
5 자체 스튜디오 보유 및 출장 서비스

이런 교육에 적합합니다.

중요도가 높은 교육
트렌드, 세미나, 전문가 포럼, 신제품 교육 등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교육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교육
계층 교육 등 환경의 영향에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교육

의견 공유가 필요한 교육
즉각적인 피드백과 학습자 간 의견 공유가
필요한 교육

13

Live Solution

LABS 및 HRD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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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ET
CONTENTS
휴넷은 고품질 자체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HRD 트렌드에 맞는 최신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고품질
수상 및 인증으로 검증된
고품질 자체 개발 콘텐츠

트렌드
학습자가 찾아와서 보고 싶은
콘텐츠 제공

만족도
우수한 교육 효과로
높은 학습 만족도 제고

휴넷 콘텐츠

국내외 수상 및 교육 만족도로

입증된 교육 효과성
Japan e-Learning Awards
휴넷 ARGO 특별상 부문 수상

우수 직업교육 훈련경진대회 수상
국내 유일 8년 연속 수상

A등급 인정 환급과정 국내 최대 규모
Digital Transformation, 경영직무,
리더십, 비즈스킬 등 국내 최대 보유

최고 수준 학습자 만족도
전체 만족도 4.8
현업 적용도 4.8
운영 만족도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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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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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의 이러닝

휴넷 오리지널 콘텐츠
휴넷은 다양한 산업군, 직무/직급에 필요한 교육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최신 HRD 트렌드를 반영한 고품질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Original Content

국내 최대, 최고 수준의 콘텐츠 제공
방대한 신규 콘텐츠 제작

전문 Edutech LAB 운영

·매년 100여 개 이상 신규 과정 개발
·다양한 카테고리의 고품질 과정 개발

·100여 명 전문가를 갖춘 내부 연구소 운영
·오리지널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플랫폼 개발에 집중

모든 직무/직급별 과정과 HRD 최신 트렌드를 반영
01

02

03

04

05

직무/직급별
교육 완비

언택트 트렌드
(디지털 컨택트)

D.T 시대
필수 역량
향상 과정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북러닝

법정의무교육
전과정 완비

휴넷 베스트 셀러
hunet MBA
·D.T 시대 전문 경영인 과정(5개월)
·마이크로러닝, 러닝저니 등 AI 튜터 및 챗봇 기능 제공

게임러닝 ARGO
·게임으로 배우는 경영, 리더십 역량
·국내 최초 A등급 획득 게임러닝

북러닝
·직무, 직급별 도서 리스트 선정
·유명 교수, 북튜버 등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북러닝

직무칼리지
·러닝 저니를 통한 총체적 학습 경험
·이러닝, 마이크로러닝, 플립러닝 등 맞춤 솔루션 구성

SAM Prime
·구독형 마이크로러닝 솔루션
·1만여 개 프리미엄 콘텐츠 보유
·자체 콘텐츠 제작도구 SAM 러닝메이커 제공

법정의무교육
·유명 연예인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법정교육
·법정의무교육 전과정 보유

17

Original Content

휴넷 콘텐츠

Beyond Learning, Beyond HRD | 휴넷 기업교육

Learning Journey Solution

직무 칼리지
휴넷 직무 칼리지는 단순히 역량 향상을 위한 일회성 학습이 아닌 지속적 개선과
발전의 여정(Journey)으로서 총체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계층/직무 교육입니다.

총체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러닝저니 솔루션
러닝저니 솔루션
마이크로러닝

전에 청강하셨던
학습경험은 어떠셨나요?

대면/비대면
워크숍

이러닝

Learning
Journey

진단

배우긴 했는데요…
기억나질 않네요.
북러닝

독서통신, 카드뉴스
아티클학습, 게임러닝 등

어렴풋이 기억나긴해요!
근데.. 아직 업무 적용은
못하고 있어요.

※ 다양한 교육 솔루션을 연속성 있게 맞춤 셋업
※ 지속적인 학습 여정으로의 교육을 제공

러닝저니 메이커로 맞춤 학습 여정 설정

휴넷 LABS를 이용한
간편한 설정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LXP

HRD 토탈솔루션 차원의

Drag&Drop으로 우리 기업만의
학습 여정 손쉽게 설정

마이크로러닝, 온라인, 북러닝,
오프라인, 버추어러닝, 플립러닝의
자유로운 연계

진단부터 역량모델링, 교육체계
수립 및 과정개발까지
ONE STOP 서비스

진단-교육과정
-컨설팅 제공

Learning Journey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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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저니로 이끄는 휴넷 직무칼리지
hunet 핵심직무 코어 칼리지 라인업
DT/DX

리더십

회계

세일즈

마케팅

HR(M,D)

초격차를
만드는
디지털 리더

New
팀장리더십

리더라면
회계하라

세일즈 리더십,
성과를
디자인하라

퍼포먼스
마케팅
챌린지

조직혁신
전문가

데이터
문제 해결력

New
핵심인재
역량 강화

왕초보
회계 챌린지

(변화관리전문가)

세일즈
뉴노멀
: 전략적 세일즈

※ 라인업 과정명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1년 개발 계획)

직무칼리지 미리 살펴보기

※ 솔루션, 기업, 계층, 직무 맞춤으로 설정 가능

리더십칼리지 [팀장 성과관리]
진단

이러닝
정형과정

대면 워크숍
+액션플랜

마이크로러닝+
북러닝+아티클

진단+
액션플랜

리더십
역량진단 (사전)

팀장 리더십
성과관리

대면
성과관리 W/S

코칭리더십
원 포인트레슨

리더십 역량진단
(사후)

팀장 리더십
전략&실행

액션 플랜
수립

[북러닝]
리더스 인사이트

액션플랜
수행

아티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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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 성과에 집중한 탁월한 교육효과

1DAY 집합교육 플립러닝
온라인 이론 학습과 오프라인 1DAY 실천 학습을 통해
52시간 근무제에 적합한 워라밸 교육을 경험해보세요.

남들과 다르게, 똑똑하게 교육하자
교육비 걱정 없이

1DAY 교육으로

남다른 교육 효과로

똑똑하게

똑똑하게

똑똑하게

·집합교육 대비
합리적인 교육비!
·정부 교육비 최대 90% 지원

·단 하루 교육으로 워라밸
근무환경 최적화
·업무공백 최소화!

·先 온라인 이론 학습,
後 오프라인 실천 학습
·토론/참여 학습 중심으로
학습 몰입 UP

비교불가! 휴넷 플립러닝만의 특별함
휴넷 플립러닝은
최초입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 획득
국내 최초 플립러닝 A등급 인증
·플립러닝 전용 APP ‘와플’

휴넷 플립러닝 대표 과정

휴넷 플립러닝은
최다입니다
·스마트훈련 과정 최다 보유
국내 최다 자체 개발 플립러닝
콘텐츠 *2020년 기준 65개
·최대 규모 수강생 운영

휴넷 플립러닝은
최고입니다
·先 플립러닝 교수설계 역량 NO.1
·수강생을 위한 최고의 교육
·2회 이상 재수강률 80%
·수강생 만족도 4.82점

Flip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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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강사진 보유

오프라인 교육
휴넷은 국내 최고 강사매칭 플랫폼인 휴넷 파인드강사와
복합지식문화공간 휴넷캠퍼스를 통해 최고의 오프라인 교육을 선보입니다.

오프라인 교육도 역시 휴넷
강사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

·교육담당자와 강사를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
·기업교육 정보 제공 : 강사 / 프로그램 / 연수원 등
·유명인, 전문가 정보 제공 및 콘텐츠 개발

TREND
트렌디한 교육콘텐츠를
가장 빠르게!

BEST
분야별 최고 전문 강사를
한 곳에서!

복합지식문화공간

·사람과 교육과 문화의 만남, 복합지식문화공간
·오프라인 공개교육, 직무교육, 강사특강, 문화행사,
공간대여

SMART
100명의 연구원이 만드는
최적의 커리큘럼

FRIENDLY
20년 교육 운영 경험으로
감동케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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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超)불확실성 시대의 생존전략

hunet MBA
hunet MBA는 디지털 변혁 시대에서 성공하는 경영 핵심내용을
실용적으로 담아내어 비즈니스 현장 적용 및 활용이 용이한 경제적ㆍ학습 콘텐츠입니다.

D.T 시대 전문 경영인, 단 5개월이면 충분
마이크로러닝부터 러닝저니까지, AI 챗봇 기능 등 손쉬운 학습을 통해 단 5개월의 학습 커리큘럼을 거치면 누구나
D.T 시대 전문 경영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러닝
러닝저니
AI 챗봇 기능

hunet MBA
300개

학습 경험

5개월 러닝 저니

학습 플랫폼

러닝저니 플랫폼
AI튜터+챗봇+게이미피케이션

학습 구성

마이크로러닝, 버추얼 세미나 등
학습부터 현업까지 총체적 학습경험

강사 및 커리큘럼

학계 및 업계 최고전문가
/ D.T 커리큘럼

자격

경영능력인증시험

마이크로
러닝

디지털 혁신
리더를 양성하는

hunet
MBA

자격증

비즈니스
트렌드

글로벌
D.T사례

hunet 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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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에 프리미엄을 더하다!
실무 지향 커리큘럼을 다양한 학습경험을 통해 만나보세요

경영학

전략경영

인사조직

마케팅

회계재무

다양한 학습경험

마이크로러닝

케이스 스터디

북러닝

평가/과제

Job aid

AI
토의/토론

버추얼 세미나

게이미피케이션

AI튜터

탁월한 강의력을 갖춘 검증된 교수진

박형철 대표

이동현 교수

윤석화 교수

한광모 부사장

유원상 교수

이승윤 교수

정도진 교수

(머서 코리아)

(가톨릭대)

(서울대)

(머서 코리아)

(고려대)

(건국대)

(중앙대)

·한국의 경영대가
30인 선정
·수강생 만족도 1위

·서울대 우수
강의상 수상
·신진경영학자상 수상

·고려대 EMBA
최우수 강의상
·고려대 연구 우수 교수
한국마케팅학회 이사

·휴넷오프라인
강의만족도 1위
·전)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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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P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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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러닝 최적화 플랫폼

SAM PRIME
지식을 구독하다, SAM PRIME
1만여 개 지식 콘텐츠
1만여 개 프리미엄 지식콘텐츠로 매일 조금씩,
말랑말랑한 지식충천

7분의 즐거움!
짧게 핵심만 담아, 부담 없는 7분
모바일 앱, PC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매월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
트렌드/비즈니스/직무/외국어/인문 등
매월 신규 콘텐츠 업데이트로 트렌디하게

SAM PRIME을 더욱 특별하게 활용하기
관심 주제 기반
큐레이션 기능 제공

학습 포인트를 통한
게이미피케이션

대시보드로 학습현황
한눈에 보기

쉽게 제작하는 우리 기업만의 콘텐츠
기업의 자체 동영상 직무과정 개발을 위한 러닝메이커 기능을 제공,
콘텐츠 제작 도구를 활용해 자체 과정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콘텐츠
Contents
POOL

휴넷 제공
마이크로 러닝 콘텐츠

SAM
PRI
ME
휴넷 제공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Contents
POOL

노하우 및
현장 중심의
자체 제작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기존 콘텐츠

콘텐츠 제작 도구 활용 자체 콘텐츠 제작
제작 콘텐츠 기획
1 콘텐츠 기획
·자체 제작 콘텐츠
·유튜브/외부콘텐츠

콘텐츠 제작/편집

콘텐츠 업로드

2 스마트폰을 활용한 자체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생산

유튜브 등 외부 콘텐츠

자체제작 콘텐츠

손쉬운 외부 링크 등록

콘텐츠 편집 프로그램 무료 제공

콘텐츠 관리

콘텐츠 제작 활성화

3 자체 콘텐츠 손쉬운 관리
현장 적합성과 효율성 강화된 학습
포트폴리오 완성

4 참여 동기 부여 확산
전사에 파급되는 혁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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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서 배우는 차세대 HRD 솔루션

게임러닝 ARGO
휴넷 자체 게임러닝 ARGO
경영의 모험을 떠나라, ARGO
가상의 기업사례를 바탕으로 게임의 규칙에 따라
전략적 의사결정과 경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게임러닝 프로그램

장르

경영시뮬레이션

대상

직장인(사원, 대리)

난이도

초급

참여인원

약 20~25명이 4~5팀 구성

리더십 모험을 떠나라, ARGO
가상의 기업사례를 바탕으로 게임의 규칙에 따라
리더십의 핵심을 학습하고 실천을 통해
성과창출을 경험할 수 있는 게임러닝 프로그램

장르

리더십 어드벤처

대상

직장인(팀장 및 보직자)

난이도

초·중급

참여인원

약 20~36명이 4~6팀 구성

Game Learning AR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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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2018 일본 이러닝 어워즈 최우수상 국내 최초 A등급 획득 게임러닝

A등급 획득
게임러닝
ing Award
earn
s
E-l

게임러닝 ARGO만의 특별 솔루션!
탁월한 교육 효과성
·경영순환구조에 대한 지식 습득
및 최적의 의사결정 도출
·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들을
효과적으로 체득

원활한 학습환경 지원
·PC, 태블릿, 모바일 등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도록 원활한
학습환경 제공

타사 대비 월등한 솔루션
·업계 유일 커스터마이징
·업계 최고 교육 편의성

온/오프라인 연계 플립러닝으로 교육 효과 UP!
온라인 사전학습

오프라인 사후학습

E-Learning

Game Based Learning

플립러닝
<4주 이론 학습>
오프라인 학습 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이론 학습

Flipped Learning

<8시간 1DAY 학습>
최대 30명, 5팀이 오프라인에서
가상으로 조직을 구성 후 게임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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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멘토와 함께하는 도서학습

북러닝
휴넷 북러닝은 국내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직접 선정·개발한 분야별 필독서로,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북멘토들이 쉬운 해설과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전문 도서해설 솔루션입니다.

함께 읽고, 이해하고, 배우는 요즘 책방

과정에 맞춰
기본 제공하는 도서로

1권당 2시간씩
전문가의 쉬운 해설로

해설은 기본!
인사이트와 다양한 독서의

함께 읽어요

쉽게 이해해요

경험을 제공해요

프리미엄 커리큘럼
01

직무/직급별 비즈니스 필독서 선정

02

전문가가 직접 콘텐츠 개발 참여

03

인플루언서가 들려주는 깊이 있는 인사이트 제공

Book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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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직급별 도서 라인업
경제경영, 마케팅, 세일즈, 트렌드, 커뮤니케이션, 기획력, 자기계발, 스트레스 관리 등
과정별 제공되는 필수 도서를 통해 직무/직급별 교육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경제/경영

리더십

트렌드

워크스마트

자기계발

인문/교양

필수 도서를 통해 직무/직급별 교육

북튜버가 내 ‘북멘토’
인플루언서, 북튜버, 분야별 전문가가 ‘북멘토’가 되어 쉬운 해설을 제공합니다.

HUNET 대표 북멘토
셀럽/인플루언서

분야별 전문가

북크리에이터

구독자 3.85만명

지식을 말하다
심리 전문가

스타트업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DT/IT 전문가

정신분석 전문가

김경일 교수

임정욱 대표

임세현 센터장

김지현 상무

신영철 의사
구독자 2.75만명

책읽찌라

건축학 전문가

트랜드 전문가

리더십 전문가

스피치 전문가

비즈니스 전문가

구독자 16만명

유현준 건축사

김용섭 소장

이은형 교수

정은길 대표

스캇해리슨
CEO

널 위한 문화예술

29

Book Learning

휴넷 콘텐츠

Beyond Learning, Beyond HRD | 휴넷 기업교육

커리큘럼 기반 비대면 학습

라이브클래스
라이브클래스란 장소와 환경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환경에서
실시간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 토론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라이브 스트리밍과 다른가요?
라이브클래스는 단순히 시청만 하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달리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제작한 라이브 교육 과정입니다.

커리큘럼 기반
연속성

높은 수준의
교육 목표

전이 및 적용을 위한
협동 위주의 학습

토론, 실습 등
다채로운
학습 활동

휴넷 라이브클래스, 어떻게 배우나요?
Flip
Virtual

그룹활동에 대한 갈증?

Micro

플립+버추얼 과정으로 해소!
의견은 됐고, 데이터로 말하라

온라인
이론 학습

버추얼
실시간 상호작용
기반 학습

Virtual

핵심 Micro 과정으로 간편하게 듣고,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Q&A 해결!
AI가 알려주는 비즈니스 전략

오프라인

마이크로러닝

버추얼

실습 학습

이론 학습

실시간 상호작용 기반 학습

Liv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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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된 학습 몰입 경험

VR/AR 러닝

주도 몰입형 솔루션, 휴넷 VR/AR 러닝
체험이 어려운 과정에 탁월
· 고객 응대
· 안전 체험
· 스킬 교육

휴넷만의 특별 솔루션
· 마이크로러닝 결합
·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
·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가격대비 뛰어난 효과성
· 실제 교육 대비 뛰어난 비용 절감
· 실제같은 리얼함

※ 본 사진은 실제 VR 러닝 체험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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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필수 교육

법정의무교육
휴넷은 믿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인·지정 법정의무교육 위탁 기관입니다.
어렵고 복잡해보이는 법정의무교육, 쉽고 재미있는 휴넷 교육으로 학습하세요!

법정교육 ONE STOP 솔루션
ONE STOP SOLUTION

콘텐츠

· 모든 법정교육 완비
· 최신의 고품질 과정
· 모듈화 교육 가능

운영

· 맞춤형 독려체계
· 교육 이력 관리
· 365 학습문의 응대 관리

서비스

· 크로스 확대 과정
· 영어과정 제공

시스템

· 기업 전용 교육
연수원 제공
· 편리한 모바일 교육
· 고도화된 시스템 안정성

법정교육, 휴넷에서 들어야 하는 이유

New

Compact

Fun

All-Pass

매년 신상교육을

최소 시간으로

재미있고

쉽게 수료해요

· 매년 개발
· 개정 법령 반영

· 법정 최소시간 기준으로
실용적 구성

·연예인X전문가 콜라보

· 맞춤형 독려체계로
수료율 UP

Compulso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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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X전문가 콜라보레이션으로 교육 몰입도 향상
New
2021년
신규과정!

요즘 대세 최양락&팽현숙 부부가 떴다!

직장인 고민타파
무엇이든 물어부부

New
2021년
신규과정!

· 성희롱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국내 최초 아이돌 콜라보레이션

이달의 소녀와 함께하는
지식 퀴즈쇼

· 개인정보보호 교육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 감정노동자보호 교육

연예인X전문가 콜라보레이션 교육

4대 폭력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 및
권고교육

4대 폭력 예방 및
감정노동자보호교육

김태진

김학도

심진화&김미려

잼 아저씨, 김태진과
함께 퀴즈쇼로 풀어보는
4대 폭력 예방교육

개그맨, 김학도와 함께
버라이어티 예능쇼로
배워 보는 법정교육

개그맨, 심진화&김미려와 함께
보이는 라디오로
배우는 법정교육

전문가와 함께 배우는
우리 사업장에 맞는
필수 교육

교육 과정

교육 과정

교육 과정

교육 과정

· 성희롱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개인정보 보호교육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 성매매 예방교육
·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기타 필수 교육
안전보건교육
전직(재취업)지원교육

· 안전보건교육 전과정
· 전직지원교육
(진로설계,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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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케어시스템
휴넷은 업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 및 전문인력 보유로
365일 무중단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토탈 케어 시스템

35

Beyond Learning, Beyond HRD | 휴넷 기업교육

365일 무중단 서비스

시스템 안정성
휴넷은 업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 및 전문인력 보유로
365일 무중단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계 최고 보안 시스템
약 300,000명 동시 접속 가능

국내 최고
장비 안정성

30

· 3중 방화벽 구성 (KT 클린존, 네트워크, Web)

만명

동시접속

· 서버/장비 이중화 구성
· 하이앤드급 Database 서버 및 시스템 환경 제공
· 자체 VM(Virtual Machine)기반의 유연한 서버 확장성

금융사 보안 점검 미통과 건수 0건

완벽한
보안체계

100

%

보안 점검

· ISMS 인증 기업
· 보안관리 전담 조직 운영
· 외부 침입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능별 전담 인력 100% 활용

국내 최대
IT 전문 인력

210

명

전담 인력

· 에듀테크랩 인력 60명
· D.T 랩 인력 110명
· 운영 인력 40명

* 2020년 12월 기준

System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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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보안 관리 프로세스
보안관리 프로세스 적용
내용 반영

보안정책 수립

보안대상 결정

방안마련

위험(취약점) 분석

리스크 기록

보안 대책 가능 여부 판단

YES
보안 대책 실행

ISMS에 기반한 보안정책

2016년 최초로 ISMS를 취득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시설, 장비, 조직, 문서, 정책 균형 잡힌 보안관리체계 확립
지속적 관리 및 체계적 대응 프로세스 확립

NO

37

System Stability

토탈 케어 시스템

38

Beyond Learning, Beyond HRD | 휴넷 기업교육

맞춤형 운영 서비스
휴넷은 기업별 전담 조직 및 전담 운영 대표를 배정하여
기업별 맞춤형 운영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운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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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니즈에 맞춘

맞춤형 운영 지원
휴넷은 기업별 전담 조직 및 전담 운영 대표를 배정하여
기업별 맞춤형 운영을 지원합니다.

기업별 전담 조직 구성

운영
전문성

전담인력
역량인증제도

10년 전문
인력

연속성, 적합성, 전문성,
평가를 거쳐
본부·팀·직급별
인력 구성

국내 최초
운영 역량 육성을 위한
직무 College 운영 및
인증 시행

해당 사업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유한
교육업계 경력 10년의
전문 인력 투입

맞춤형 운영 모델 설계
연수원 세팅

학습 전

학습 중

학습 후

구체적인
기업 과정 협의

맞춤형
운영 프로세스 및
시스템 세팅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학습독려를 위한
피드백 적용

교육담당자
업무지원을 위한
후속조치 실행

고객 요구 사항 및
조직 특수성 수렴

맞춤형 운영 프로세스
세팅 및 컨펌

맞춤형 운영 및 이슈 사항
모니터링/해결

고객 주요 이해 관계자
업무 지원

Operation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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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을 활용한 고객 응대
카카오톡 보내듯 쉽게 물어보고 답해주는
인공지능 학습 친구
· 카카오톡/페이스북/라인/텔레그램 등과 연동
· 고객사 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PC 연수원 내
서비스로 탑재

단순한 질의 응답을 넘어
학습 코칭 서비스 제공
· 학습 플랫폼 전반의 학습 이력을 분석하여
맞춤형 과정 추천
· 나의 학습 현황 간편 파악 및 학습 문의

맞춤형 휴넷 큐레이션
현재 직장 생활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은?

다음 중
좋아하는 운동은?

어떤 문화활동을
좋아하세요?

개인
태그 설정

학습 내용에 따른 유사성

학습자의 역량과 커리어 목표 기반

학습
경로 추천

태그에 맞는
과정 우선 노출

· 실무 성과로 이어지는 지식 습득 가능
· 학습자의 관심 분야 및 직무 관련 분야에 대한 최신 콘텐츠 제공
· 밀레니얼 세대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재미있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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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고객행복 실현

교육 문의 응대 및 만족도 관리
휴넷은 365일 고객행복센터와 다양한 상담 채널 운영으로
학습 관련 문의와 장애 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응대가 가능합니다.

365일 인하우스 고객행복센터 운영

365일 학습
문의 응대
· 학습상담
평일 : 08:00~18:00
토요일 : 09:00~18:00
· 기술원격지원
평일 : 09:00~21:00
주말 및 공휴일 : 09:00~18:00

100% 정규직
콜센터 운영

CTI상담 시스템으로
실시간 완벽 응대

· 2011년 콜센터 인하우스
전환 및 정규직화
· 책임감과 사명감 있는
인력으로 지속 육성 관리

· 실시간 답변 가능한 정보공유
사이트 운영
· 학습관리 시스템
· 튜터관리 시스템

1588-6559
[ 고객행복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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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상담 시스템 구축
문의사항 등록·응답
SMS 자동 발송

처리 속도 최소화

문의 유형 분류
(고객행복센터)

학습자 문의 접수

· 행정 문의
· 학습 내용 문의
· 시스템 장애 문의

다양한 상담 채널 운영

카카오톡 상담
일대일 실시간 채팅
전화예약

24시간 내 답변,
VoC 내용 수시 공유

요청 사항 해결

· 즉시 처리
· 24시간 답변 완료

주요 내용 수시
공유·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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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

대한민국 대표 35,000여개 기업이 휴넷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Learning in the Workplace를
실현하는 맞춤 솔루션, 지금 만나보세요.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5,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차 8층

Tel 1588-6559 | Web hrd.hu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