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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KCLS

한국사이버진흥원은 민간자격증, 기업 HRD, 학점은행제 등

민간에서부터 기업교육까지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원격 평생교육기관

대표이사

경영 / 기획

* 중ㆍ장기플랜

* 시장성분석

* 인사관리

(HRM)

㈜한국사이버진흥원

2010 .10 . 27

홍형훈 대표

50명

원격평생교육원 / 학점은행 / 민간자격증 / 콘텐츠 제작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23길 31

구미시청/ 포항시청 / 관악구청 / 상공회의소 / 잡코리아 / 조선일보 / 한국경제 / 더존 등

기업부설연구소

* LMS 솔루션개발

* API 모듈개발

* 콘텐츠개발

* 시스템유지관리

교육운영

* 교육운영

* 온라인학습지원

* 학습자교육지원

* 교육행정업무

마케팅

* 위탁교육컨설팅

* 홍보마케팅

* 고객사관리

* 제휴업무



History
ABOUT  KCLS

2010 10월 – ㈜에이플랜 법인 설립

2011 1월 – APLAN 원격평생교육원 설립

2013 3월 – 디웍스에듀케이션 소프트웨어 1억 6천만원 수주개발

4월 – koita 인정 ㈜에이플랜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6월 – ㈜굿러닝 IT서비스 2천만원 수주개발

7월 – ㈜보건복지사이버교육원 소프트웨어 6천만원 수주개발

2014 3월 – 교육부 학점인정과정 11과목 승인 학점인정과정(교육교사과정)

6월 – ㈜한국사이버진흥원 법인명 변경

2015 1월 – 민간자격 심리상담사 2급 외 17과정 강좌오픈

7월 – 경찰청 및 국방부 M.O.U 협약

2016 2월 – 민간자격 심리상담사 1급 외 30과정 강좌오픈

11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과정 원격 콘텐츠 심사 통과

2017 4월 –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선정

2018 1월 – 고용노동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과정 도입, 중국 시장 진출

2019 6월 – 국가자격증 20개 과정 도입, 국가자격증 유료 과정 도입

7월 – 포항시 평생학습원 M.O.U 협약

8월 – 관악구 M.O.U 협약

2020 1월 – 국가공인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승인

5월 – 더존 M.O.U 협약

7월 – 구미시 평생교육원 M.O.U 협약



Busines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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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서비스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All-In-One” Education Service를 제공함.

민간자격증사업부문

* 민간자격증발급기관

- 50만명이상회원보유

* 50개이상기관협약

- 교육기관, 공공기관, 협회, 

대학교 등업무제휴

HRD 사업부문

* 고용노동부 HRD 승인

- 고용노동부 승인원격

위탁기관

- 1만개이상의기업회원

직무교육 진행

노동부법정사업부문

* 노동부인증법정교육기관승인

원격교육기관

- 성희롱, 개인정보, 4대폭력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내일배움카드국가자격증

과정운영

Contents 개발및판매

* 콘텐츠개발및판매

- 민간자격증 콘텐츠제작

- HRD 콘텐츠개발

Platform 제작및임대서비스

* 교육시스템개발

- LMS 시스템개발

- 홈페이지 개발및운영

* 플랫폼임대

- LMS 시스템판매

- 홈페이지 판매



미래 교육을 선도할 ‘온라인 교육’ 전문 회사

Vision
ABOUT  KCLS

VISION
미래교육에대한영감, 미래교육의새로운창조

정량적목표 정성적목표

국내매출 50억원

해외매출 500억원

IT교육업계 1위

글로벌교육 TOP10

혁신적인기업, 신뢰받는기업

신규교육시장을만드는창조적리더

아시아최고의온라인교육회사

세계최고의교육인재가일하고싶어하는기업

지역과나라의구분없이, 지속가능한교육미래에공헌하는온라인교육환경, 

교육인적자원, 그리고교육콘텐츠를통해미래사회에대한영감고취



민간자격증등록증(1, 2급)

ABOUT  KCLS

1. 인증 허가서 _ 한국사이버진흥원 교육 인증서

산업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등록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서 원격훈련과정인정서

Permission (1/2)



ABOUT  KCLS

2. 서비스 인정서 _ 원격교육기관 업무 인증서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Permission (2/2)



Partners
한국사이버진흥원은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 서비스, 공공기관과 함께하여

성공적인교육 파트너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http://weekly.cnbnews.com/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F9cm51JXbAhWDULwKHVH1CbkQjRx6BAgBEAU&url=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32009065718154&psig=AOvVaw3ZtomVjdT_MMrsOdD_3Dp3&ust=1526952756520241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AoaGY1pXbAhXQNpQKHSubBjcQjRx6BAgBEAU&url=http://www.image114.co.kr/?document_srl=121799&psig=AOvVaw36ckybaXKzvxNczuHYHUY1&ust=1526953227958619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B4KjV1pXbAhUCJpQKHQ0cCk0QjRx6BAgBEAU&url=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HF6x&articleno=&psig=AOvVaw2pbIX6cO87y1oY_bHAL239&ust=1526953271092541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smdvs1pXbAhUJT7wKHSUZB0gQjRx6BAgBEAU&url=http://www.bi.go.kr/promote/center/insertCenterPage.do?centerId=smubi0365&psig=AOvVaw0DKLfxzEQjPWe-qQ6buvM2&ust=1526953405212263




타기관 교육과정운영사례



Strategy Strategy Strategy

01 02 03

학습자중심의
맞춤형교수설계

고품질 HTML5
콘텐츠개발

안정적
사업관리

학습자 중심 콘텐츠 설계로
교육의 질 제고

HTML5 개발 경험 인력
투입으로

무결점 콘텐츠 개발

완벽한 사전 준비를 통한
안정적 사업 수행

내용전문가
섭외

내부검수

ㅍ
ㅊ

감수 전문
협회

사업 Risk 요소에 대한 사전 준비



“ Think Next, Make Tomorrow ”

한국사이버진흥원이함께합니다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