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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코리아개요

회사명

브랜드

설립일

자회사

사업

인가

㈜한국토픽교육센터

대표이사 오세형

TOPIK KOREA / 토픽코리아

2011년 6월

직원 수 12명

㈜도서출판 참

HRD e-Learnig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 사업주 직업훈련/

교육서비스 / 출판 · 인쇄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훈련교육기관

교육부 원격평생교육기설 지정기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교육 인가기관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지정 공인교육센터 한국어 및 관광, 경영 분야 전

문 종합 출판사 이러닝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교육 전문기

관 기업부설연구소 인가기관(LMS개발, 콘텐츠 제작)

TOPIK KOREA Vietnam(토픽코리아 베트남 해외법인) 

AI(인공지능) 기술기반 한국어교육 플랫폼 제작 정부지원사업 업체



지속가능한인재양성으로고객의밝은미래를
열어주는만능열쇠

비전

원칙준수
트렌드 변화에 맞춰 양질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고객,  

파트너 그리고 사회와 이익을 공유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동반성장
교육기관으로서공적이익과사적이익의조화를 추구하는선

한 경영 원칙을 준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청년 채용과 긍정적마인드, 강한 체질화 교육을통해 목표를

달성하고 축적된 경험과 능력으로 글로벌 리더,인재를 육성

합니다.     

인재육성

The World Best e-learning leader토픽코리아인재개발교육원



토픽코리아주요사업

2.출판

• 국가자격증 수험서

• 경제·문화 서적

• 한국어교육 전문교재

3.소프트웨어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제작

• 맞춤형 학습관리 플랫폼 LMS  

• 4차산업 소프트웨어 솔루션

• HRD 사업주(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 HRD 국비지원 근로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 HRD 글로벌 한국어

1. HRD-이러닝



HRD 기업교육

가. 디지털융합훈련과정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메타버스, 핀테크 외 20여 종

나. 산업안전보건교육

건설업, 제조업, 보건의료, 서비스업 [사무직, 현장직, 관리감독자]

다. 법정의무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퇴직연금제도, 직장내 괴롭힘 방지, 

장애인 인식개선, 4대폭력예방,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HRD 국비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가. 한국어교원, 손해평가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등

20여개 국가자격증시험 과정 운영.

나. 컴퓨터활용능력

다. IATA 항공물류서비스

HRD 글로벌한국어

가. 한국어교원양성과정

나. 한국어 온라인 콘텐츠 보급. [ TOPIK 초급, 중급, 고급 다국어 버전 ]

다. 글로벌 화상한국어 서비스

토픽코리아주요사업

1. HRD-이러닝



토픽코리아주요사업

교재

가. HRD 이러닝 교재 - 직업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외 10여종

나. HRD 한국어 교재 –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론서, 교수법, TOPIK 등

다. HRD 북러닝 교재 - 베트남 경제 백서, 베트남 법, 베트남 문화

라. 간행물・단행본 발행

한국어

가. 한국어회화코스북

• 참 한국어 1&2

• 참 즐거운 한국어 1~4

나. TOPIK 문제집 시리즈

• 유형편

• PNT시리즈

2. 출판



디지털콘텐츠제작

가. HRD 교수설계

나. 스튜디오 운영 : 촬영 및 편집

다. 디지털콘텐츠자료 기획 및 출판

맞춤형학습관리플랫폼 LMS

가. LMS 기반 홈페이지 구축 지원

나. 기업 사이버 연수원 지원

1) 기업 교육 제작 및 운영 지원

2) 법정의무교육 콘텐츠 CP 공급

3) 일반직무교육 콘텐츠 CP 공급

다. 비대면 원격 화상 강의 솔루션 지원

4차산업소프트웨어솔루션

가. 한국어 코스웨어 개발 (1차 2020 /2차 2021 /3차 2022)  

나. 한국어 대화형 AI 개발 (1차 2020 /2차 2021 /3차 2022)

토픽코리아주요사업

3. 소프트웨어
서비스



운영사이트

TOPIKKOREA원격평생교육원
http://topikkorea.co.kr

TOPIKKOREA인재교육개발원
http://edukhrd.co.kr

도서출판참
http://www.chambooks.kr

TOPIKKOREA국제항공교육원
http://iatatpk.com

TOPIKKOREA온라인한국어학당
https://chamkorean.com

TOPIKKOREA유튜브채널
https://www.youtube.com/user/

TOPIKKOREA

http://edukhrd.co.kr/
http://www.chambooks.kr/
http://iatatpk.com/
https://www.youtube.com/user/


2021

2020

05 한글과 컴퓨터 AI 한국어능력시험(TOPIK) 콘텐츠
공급계약 체결

05 AI(인공지능) 기술기반 한국어교육 플랫폼 제작 정부지원사

2015 09 온라인 참 한국어학당 사이트 개설 및 오픈

업 업체로 선정

2019 11 TK-1 토픽코리아 LMS 온라인 교육 시스템 출시

2014 10 교재 출간을 위한 '(주)도서출판 참' 자회사 설립

09 경상남도 교육청에 동영상콘텐츠 자격증 과정 공급

10 토픽코리아 도서출판 참 '한국어전문위원회' 발족 06 감리교신학대학교 콘텐츠 공급

09 (사)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임원사 선정

2018 09 장애인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고용노동부 장관)

2013 10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운영기관 인증

07 서울시교육청토픽코리아평생교육원(집체교육) 인허가

03 베트남 T-TOPIK 어학원 설립 2012 07 총신대학교 온라인 한국어교원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

2017 09 IATA-ATC 항공승무원, 항공물류반 온라인과정 개강 2011 10 서울특별시원격평생교육시설인가(토픽코리아원격평생교

06 토픽코리아인재개발교육원HRD직장인국비지원과정개강 육원 오픈)

06 (주)한국토픽교육센터 설립

2016 03 하노이 국립대학교 Korean Academy 설립 및 오픈

02 서울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콘텐츠 공급계약

토픽코리아연혁



조직도 ·맨파워

한국어평가연구소

한국어문화세계화위원회

해외법인

해외지사

• 베트남하노이

• 베이징지사

• 홍콩지사

• 필리핀지사

유학사업부교육사업부

평생교육원 한국어교육

• 교육학사관리

• 교육상담관리

• 기획·홍보

• 연구·기획

• 한국어평가

• 온라인한국어

이러닝사업부

HRD 콘텐츠 HRD 마케팅

• 연구·개발

• 법정의무교육

• LMS 제작

• 홍보·마케팅

• 온라인사업

• 유통지원

출판사업부

출판사업

• 편집·기획

• 영업·마케팅

• 유통사업

유학사업

• 교육컨설팅

• 국제교류사업

대표이사



토픽코리아증빙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국립국어원 적합 교육기관 3. 고용노동부 인정기관



토픽코리아증빙서류

5.지식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6.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4.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



토픽코리아증빙서류

9.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증8.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7.중소기업확인서



토픽코리아증빙서류

10.한국토픽교육센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1p) 10.한국토픽교육센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2p) 11.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서



토픽코리아증빙서류

12.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인증서

13. 국제한국어교육전문가 민간자격등록증

14. 이러닝 기업연합회 회원증



토픽코리아증빙서류

17.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15.통신판매업신고증 16.출판사 신고 확인증



CONTACT US

location Information

Address

Tel number

Fax number

e-mail

(07009)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88  (사당동223-1) 토픽코리아 2층

02-6294-5500

02-595-5749

topikkorea@topikkorea.co.kr

mailto:topikkore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