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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닝뱅크소개

기업명 ㈜러닝뱅크 대표자명 한상록

기업형태 법인(214-88-14381) 설립일 2002. 07. 22

주소 서울송파구 법원로114 엠스테이트 A동 1006~1007호

홈페이지 www.learning.co.kr 주생산품 법정의무교육

본 사 서울송파구 법원로114 엠스테이트 A동 1006~1007호

교육센터 서울시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C동 313호

년월일 연혁

2002.07 국내최초법정의무교육콘텐츠전문 제작사설립

2008.11 러닝뱅크성희롱예방교육센터위탁교육 서비스실시

2015.12 여성가족부폭력예방교육추천콘텐츠선정

2017.04 고용노동부근로자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지정

2018.08 고용노동부장애인인식개선교육위탁기관지정

2019.06 고용노동부성희롱예방교육위탁기관지정

2020.01 여성가족부폭력예방교육추천콘텐츠선정

2020.07 법정교육누적수강생 100만명 돌파(2008.11~2020.07)

지정명 지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기관 고용노동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고용노동부

장애인인식개선교육기관 고용노동부

인터넷원격훈련기관 고용노동부

지식·인력개발관련평생교육시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업부설연구소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벤처기업인증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인증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형강소기업인증 서울특별시

목적
중소·벤처기업임직원에대한법정의무교육의
온라인교육 서비스제공

특징

국내최대 법정의무교육전문기관
원하는시간에 편리하고간편하게 PC와 모바일로수강
100% 자체제작 교육콘텐츠(128개 과정)
고객사대상 1:1 전담 교육매니저지원
고객사전용 「사이버연수원」 구축 및 운영
외국인근로자를위한 영문콘텐츠제공

서비스개요

인증

사업장정보

연혁

기본정보

러닝뱅크는 중소기업에 맞춰 특화된 모든 법정의무교육과정을 완비하고 현장 고수들과 전문 강사진의 실용적 강의와
Tip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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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대면서비스바우처지원사업이란?

포스트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 한 기업당 최대
400만원 한도의 온라인교육 비용 90%를 선착순으로 긴급 지원합니다. 

1. 대상기업 : 중소기업 (80,000개사내외)

2. 바우처 지원 예산 : 기업당 최대 400만원 (자부담 10% 포함)

3. 구매대상 : 각종비대면 솔루션 및 교육

정부 지원금 바우처 지원

주요 내용

K-비대면바우처플랫폼결제및업무흐름도

☞ 세부내용 비대면바우처플랫폼 홈페이지 참조

https://www.k-voucher.kr/?p=page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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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서비스플랫폼
www.k-voucher.kr

기업제로페이
www.bizzeropay.com

러닝뱅크
www.learning.co.kr

01. 홈페이지에서 바우처지원교육상담신청
(1시간내 상담진행)

10. 세부수강과목 확정및명단/서류제출
(개강 7일전까지)

11. 개강

12. 교육수강

13. 수강종료

14. 교육이수증출력

첨부문서
1. [바우처지원] 러닝뱅크법정의무교육안내

03. 기업제로페이 회원가입(수요기업)
(승인 1~2일소요)

06. 기업제로페이 상품권구매및등록
(40만원상품권구매/등록)
(즉시구매/등록 가능)

첨부문서
5. 기업제로페이바우처상품권등록가이드
6. 기업제로페이바우처상품권등록가이드(예시)

02. 비대면바우처플랫폼 회원가입(수요기업)
(운영: 이노비즈협회, 결제: 제로페이선택)

04. 비대면바우처수요기업 <심사확정>

(수요기업 신청후약1주일 소요)

05. 비대면바우처수요기업 <예산확정> 

(심사확정 후약1~2일소요)

07. 바우처플랫폼에서 러닝뱅크상품검색
(법정교육 상품선택은 사전상담요망)

08. 해당상품수량설정 및거래상담요청

09. 러닝뱅크교육상품 바우처결제

첨부문서
2. 비대면바우처수요기업 모집공고문
3. 비대면바우처수요기업 매뉴얼
4.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업무흐름도

러닝뱅크법정의무교육비대면서비스바우처신청절차

2.  비대면서비스바우처지원사업이란?

(업부흐름순 01~13참조)

https://www.learning.co.kr/k-voucher.php
https://www.bizzeropay.com/main_0001_01_bzpay.act
https://www.bizzeropay.com/login_0001_01_bzpay.act
https://www.k-voucher.kr/user_join.php
https://www.k-voucher.kr/search.html?find_object=title&orderby=1&c_code=&find_text=%EB%9F%AC%EB%8B%9D%EB%B1%85%ED%81%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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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닝뱅크법정의무교육바우처지원과정패키지

러닝뱅크는 기본법정교육(9개분야), 안전보건교육(3개분야), 전체법정교육(12개분야) 패키지로 구성하며수
요기업이 정부지원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경우, 자사에서 필요한 법정교육을 모두 선택하여도 1인당 실교육비

3,000원~5,000원만 부담하고 수강할 수 있게 됩니다. 

※ 법정교육 선택 과정 안내
- 기본법정교육 패키지(09개분야):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개인정보보호, 직장내괴롭힘방지, 퇴직연금, 

아동학대방지, 윤리/부패/청렴, 감정노동자보호, 디지털중독예방교육
- 안전보건교육 패키지(03개분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년4회), 관리감독자교육(년1회), 신규채용자교육(상시)
- 전체법정교육 패키지(12개분야): 기본법정교육(9개분야) + 안전보건교육(3개분야)

※ 교육비 예시(A 중소기업 직원 80명이 전체법정교육 패키지 수강의 경우)
교육비 4,000,000원(면세) = 정부지원금(90%) 3,600,000원 지원 + 실교육비(10%) 400,000원

※ 잔여 바우처 금액을 초과하는 수강인원은 일반교육비로 별도 결제(계산서 발행) → 교육은 동시 실시
① 초과인원 ≤ 50명 경우 일반교육비 과목당 3,000원 ② 초과인원 ＞ 50명 경우 일반교육비 과목당 2,000원

기본법정교육 패키지(09개분야)

안전보건교육 패키지(03개분야)

전체법정교육 패키지(12개분야)

과정명(상품명)
교육비

30,000원

35,000원

50,000원

정부지원(바우처)90%

27,000원

31,500원

45,000원

자부담(실교육비)10%

3,000원

3,500원

5,000원

1인당 교육비
비 고

기본법정 09개분야 자유선택

안전보건 03개분야 자유선택

전체법정 12개분야 자유선택

비대면 바우처 지원 <법정의무교육> 90% 지원 시 실교육비

https://www.learning.co.kr/smart.course.new.php
https://www.learning.co.kr/safety.course.php
https://www.learning.co.kr/smart.course.new.php?sq_cate1=2#pageTa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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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정의무교육위탁기관선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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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위탁교육강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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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교육위탁교육강사기준

근로자안전보건 원격 <자체교육> 강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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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안전보건교육] 인터넷원격교육 강사 기준
http://blog.naver.com/lb070905/222005739017

5.  안전보건교육위탁교육강사기준

근로자안전보건 원격 <위탁교육> 강사 기준

근로자안전보건원격 <위탁교육> 강사의경우
대부분의위탁교육기관에서인기있는노무사나
변호사등무자격강사의동영상강의가많은데
이는 <위탁교육> 강사기준에부적합하므로
안전보건교육실적이불인정될수있습니다.

http://blog.naver.com/lb070905/22200573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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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러닝뱅크주요고객사소개

2002년부터매년 3,000여개이상의고객사가러닝뱅크를통해비대면법정의무교육을수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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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러닝뱅크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법정의무교육 파트너

고용노동부 지정 원격훈련기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장애인인식개선교육기관 여성가족부 추천 우수콘텐츠성희롱예방교육기관

· 교육상담/견적문의/교육신청

법정의무교육 접수센터

(☏1599-3045 온라인교육1번, cs1004@learning.co.kr)

· 계산서 발행/입금확인

경영지원팀(☏02-6929-4952, csy@learning.co.kr)

· 과정준비/교육운영

교육운영팀(☏02-868-6413, cs@learning.co.kr)

https://www.learning.co.kr/master.sub1.php
https://www.learning.co.kr/master.sub1.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