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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러닝뱅크 소개

(주)러닝뱅크
330만명이 선택한 신뢰할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 파트너!

설립일자

대표이사

사업분야

본 사

교육센터

대표전화 홈페이지

2002. 07. 22 (설립 21년차)

한상록

현) 러닝뱅크 대표이사(2007~현재)

전) 컨텐츠원 대표이사(2002~2007)

전) LG인화원 근무(1992~2002)

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예방교육 위탁기관

고용노동부 지정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고용노동부 지정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위탁기관

고용노동부 지정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위탁기관

고용노동부 지정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위탁기관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우수콘텐츠”선정이력

온라인교육, 출강교육, 집체교육, 컨설팅 운영

일반기업 법정의무교육 <민간기업/민간기관>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공기업/공공기관>

러닝뱅크 안전보건원 운영 (송파교육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A동 1006~100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C동 313호

1599-3045 www.learni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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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러닝뱅크 연혁

Since 2002 러닝뱅크는 법정의무교육 시장을 선도한 1세대 전문 교육 기관 입니다.

2021

2020

2019

2018

2021.12 온라인 법정의무교육(2008-2021) 누적 수강생 250만명 돌파

2021.10 11개 업종별 현장 맞춤 안전보건교육 95개 과정 완비

2021.06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바우처 법정의무교육 우수기업 선정

2021.04 신영일과 함께하는 기본법정교육 출시

2020.10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출시(총27개 차시)

2020.09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서비스바우처 에듀테크 분야 공급기업 선정

<한국기업데이터> 2020 기술역량 우수기업 인증서

김현욱과 함께하는 폭력예방교육 출시

2020.01 폭력예방교육 4개과정 여성가족부 추천 콘텐츠 선정이력

2019.07 직장내 괴롭힘방지교육(갑질예방교육) 출시

2019.06 고용노동부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지정

2018.11 금융소비자교육 / 자금세탁방지교육 출시

2018.08 고용노동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선정

2018.07 폭력예방교육 4개과정 출시

2018.06 <고용노동부 승인> 고용보험환급과정 5개 과정 출시

2018.01 서울시교육청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등록

러닝뱅크 송파교육센터 / 고객센터 오픈

2017
2017.12 <고용노동부 승인> 고용보험환급과정 4개 과정 출시

2017.04 러닝뱅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

2016-2015
2016.10 러닝뱅크 인터넷원격훈련기관 선정(고용노동부)

2016.09 함께해요 법정의무교육 시리즈(고용보험환급 4개과정)출시

함께해요 폭력예방교육 시리즈(공기업용 고용보험환급 4개과정) 출시

2016.06 4대 폭력예방교육 출시 (예방지침서 편, 들리지 않는 이야기 편)

2015.12 여성가족부, 러닝뱅크 폭력예방교육 추천콘텐츠 선정

2015.06 4대 폭력예방교육 출시 (stop 편, k상사 이야기 편)

2014-2010
2014.07 러닝뱅크 공공기관 예방교육센터 오픈

2014.06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출시

(No! More! 편, 서로가 몰랐던 이야기 편)

2013.06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출시 (Click! 편, 직장in 조건 편)

2012.07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출시 (방지보고서 편, 어렵지않아요 편)

2011.06 성매매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출시 (그들의 속사정 편, 해답을 찾아서 편)

2010.06 성매매예방교육, 윤리경영교육 출시 (부끄러운 현실 편, 함께해요! 윤리경영 편)

2010.03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출시 (보이는 라디오 편)

2009-2003
2009.07 공기업·공공기관 성희롱ㆍ성매매예방 특별교육 시작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출시 (재희 이야기 편)

2008.11 러닝뱅크 성희롱예방교육센터 온라인 위탁교육 실시

2008.09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출시 (V-무슨 일이 생겼길래 편)

2008.08 오프라인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 시작

2008.05 오프라인 성희롱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2007.01 러닝뱅크 성희롱예방교육센터 오픈

2006.09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출시 (Ⅳ 편)

2004.08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출시 (Ⅲ 편)

2003.11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출시 (Ⅰ, Ⅱ 편)

2002
2002.07 국내최초 법정의무교육 콘텐츠 전문 제작사 설립

2022
2022.12      고용노동부 지정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기관 선정

온라인 법정의무교육(2008-2022) 누적 수강생 300만명 돌파

2022.08 고용노동부 지정 퇴직연금 가입자교육기관 선정

2022.05      ‘3인 3색’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가 3인과 함께하는 폭력예방교육 출시

2022.04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출시(2022 첫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4

2023
2023.01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업종별 현장교육 출시(총25개차시)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03. 러닝뱅크 유관부서 인증
러닝뱅크는 정부 유관부처로부터 10건에 달하는 인증을 획득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5



04. 러닝뱅크 특장점

러닝뱅크는 국내 최대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으로써,
자체 제작한 고퀄리티 콘텐츠와 1:1 전담마크 운영시스템으로 안정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정 인증기관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인증

- 성희롱예방 / 장애인 인식개선 / 퇴직연금 가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기관 인증

자체 제작·안정적인 콘텐츠 공급

- 러닝뱅크 에듀테크연구소에서 직접 설계, 제작

-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과정 지속적인 업데이트

Since 2002경력,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

- 누적 고객사수 9.7만개 사, 누적수강생 300만명

국내 최대 법정의무교육 기업의 노하우

PC / 모바일 수강 가능

-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PC 수강 뿐만 아니라 편리한 모바일 학습 지원

고객중심 1:1 전담마크 운영시스템

- 고객사 전용 ‘사이버연수원‘ 구축 및 운영 무료지원

- 고객사 대상 교육 매니저 1:1 전담마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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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및 법적근거

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 교육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1년에 최소 한 번 전 직원 대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7

교육구분 교육시간 교육대상자 법령근거 및 관련규정 패널티 및 과태료

성희롱예방교육
연간 1회

(60분 이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육 미 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연간 1회

(60분 이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기간제 포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교육 미 이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장 내 괴롭힘방지 교육
연간 1회

(60분 이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권고

개인정보보호교육
연간 1회

(60분 이상 추천)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2항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5억 이하의 과징금
(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별도)

퇴직연금교육
연간 1회

(60분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내

모든 연금가입 근로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교육 미 이수 시,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민간·공공기관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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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분 교육시간 교육대상자 법령근거 및 관련규정 패널티 및 과태료

성희롱예방교육

연간 1회
(60분 이상)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 각급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교육 미 이수 시,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예방교육
위 교육대상 및 「유아교육법」 제7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포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 민간·공공기관 선택 (4대 폭력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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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공기관 선택

교육구분 교육시간 교육대상자 법령근거 및 관련규정 패널티 및 과태료

윤리/부패/청렴교육
-부패방지교육-

연간 1회
(120분 이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 시행령 제88조의2
권고

윤리/부패/청렴교육
-청탁금지교육-

연간 1회 이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 시행령 제42조
권고

윤리/부패/청렴교육
-윤리경영-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권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연간 1회 모든 공직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 권고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연간 1회

(60분 이상)
해당 기관 내

소속 직원 및 학생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등)

권고

갑질예방교육
연1회

(최소학습시간
규정사항 없음)

모든 공직자

<국무조정실 발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 국가공무원법(제56조, 제59조, 제61조, 제63조)
- 지방공무원법(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
- 공공기관운영법(제52조의3)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3조, 제4조)
- 공무원행동강령(제4조, 제13조의3, 제14조의2)
- 근로기준법(제76조의2, 제76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3호)
- 산업재해보상법(제37조제1항제2호

권고



05.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및 법적근거

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 교육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1년에 최소 한 번 전 직원 대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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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공기관 선택

교육구분 교육시간 교육대상자 법령근거 및 관련규정 패널티 및 과태료

인권경영 연간 1회 모든 공직자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권고

정보공개제도 연간 1회 모든 공직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제6조의5&시행령 제3조의2
권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연간 1회
(60분 이상)

모든 공직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 시행령 제50조
권고

구) 인테넷, 스마트폰 중독예방교육

아동학대방지교육
연간 1회

(60분 이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교육 미 이수 시, 
1차 위반 150만원 / 2차 위반 300만원

통일교육 연간 1회 모든 공직자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 &시행령 제5조의3
권고

교육구분 교육시간 교육대상자 법령근거 및 관련규정 패널티 및 과태료

자금세탁방지교육
연간 1회

(보고책임자)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금융회사 내. 단, 카지노사업자 제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8조 제2항
권고

금융소비자보호교육 -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금융회사 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 권고

■ 금융법정교육



06. 러닝뱅크 법정교육의무교육 체계도
러닝뱅크는 국내 최대 법정의무교육 과정(총 16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111개 과정)

[할인패키지]

기본법정 할인패키지(1) 

폭력예방 할인패키지(2)

[민간·공공기관 공통]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10)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6)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6)

개인정보보호교육(7)

퇴직연금교육(2)

영문버전(16)

[민간·공공기관 선택]

성폭력예방교육(7)

성매매예방교육(6)

가정폭력예방교육(6)

정보보안교육(4)

장애인식개선교육(3)

윤리/부패/청렴교육(9)

공직자이해충돌방지교육(1)

갑질예방교육(3)

인권경영교육(2)

정보공개제도교육(1)

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 예방교육(2)

아동학대방지교육(2)

감정노동자보호교육(2)

신고의무자교육(3)

소프트웨어저작권교육(2)

에너지이용합리화교육(1)

[금융법정교육]

자금세탁방지교육(4)

금융소비자보호교육(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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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강교육 (26개 과정)

[민간·공공기관 공통]

성희롱예방교육(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1)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1)

개인정보보호교육(1)

퇴직연금교육(1)

[민간·공공기관 선택]

4대폭력예방 (5) 

고위직 4대폭력예방 (1)

정보보안교육(1)

장애인식개선교육(1)

윤리/부패/청렴교육(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교육(1)

갑질예방교육(1)

인권경영교육(1)

정보공개제도교육(1)

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 예방교육(1)

아동학대방지교육(1)

감정노동자보호교육(1)

신고의무자교육(1)

소프트웨어저작권교육(1)

에너지이용합리화교육(1)

[금융법정교육]

자금세탁방지교육(1)

금융소비자보호교육(1)

비대면실시간교육 (26개 과정)

[민간·공공기관 공통]

[실시간/맞춤] 성희롱예방교육(1)

[실시간/맞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1)

[실시간/맞춤]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1)

[실시간/맞춤] 개인정보보호교육(1)

[실시간/맞춤] 퇴직연금교육(1)

[민간·공공기관 선택]

[실시간/맞춤] 4대폭력예방 (5) 

[실시간/맞춤] 고위직 4대폭력예방 (1)

[실시간/맞춤] 정보보안교육(1)

[실시간/맞춤] 장애인식개선교육(1)

[실시간/맞춤] 윤리/부패/청렴교육(1)

[실시간/맞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교육(1)

[실시간/맞춤] 갑질예방교육(1)

[실시간/맞춤] 인권경영교육(1)

[실시간/맞춤] 정보공개제도교육(1)

[실시간/맞춤] 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 예방교육(1)

[실시간/맞춤] 아동학대방지교육(1)

[실시간/맞춤] 감정노동자보호교육(1)

[실시간/맞춤] 신고의무자교육(1)

[실시간/맞춤] 소프트웨어저작권교육(1)

[실시간/맞춤] 에너지이용합리화교육(1)

[금융법정교육]

자금세탁방지교육(1)

금융소비자보호교육(1)



07. 러닝뱅크 학습운영 프로세스

교육운영은 교육준비, 고객사 별도의 법정의무교육센터
즉, 사이버연수원 구축부터 시작하여 교육 완료 후 - 교육실시 수료증 발급까지 전담 지원합니다.

서류
접수

스마트러닝센터
구축

학습/관리자
모드 지원

계산서발행
/교육비 납부

온라인교육
수료증발급

개강7일전까지 완료 매주 월요일 개강 진행 개별독려 서비스 제공
실시간 학습현황 제공

개강 후 3일 내 계산서 발행
계산서 수령 후 5일 내 교육비 납부

개별/단체 수료증 출력 가능

교육 관련
주의 사항

▶ 자사의 독립적인 법정의무교육센터(PC/Mobile) SITE 구축으로 자체 교육 가능 【 Customizing 】

*예) http://smart.learning.co.kr/그룹id

▶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계산서 수령 후 5일 이내 교육비 납부 필수

▶ 기업 요청에 따라, 연중관리 체계로 지속적인 교육운영 【 신규직원 대상 2개월 이내 교육실시 】 가능

▶ 체계적인 학사관리 【 개강안내 /학습 부진자 /종강안내 - 개별독려 】

▶ 관리자모드 지원 【 학습현황 실시간 확인 가능 / 직접 학습공지 등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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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러닝뱅크 학습지원 모드

러닝뱅크는 고객사 맞춤형 사이버연수원을 무료로 구축하여 제공합니다.
관리자 모드 지원으로 교육담당자는 실시간으로 학습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학습기간 , 진도율 , 수료여부 확인

02. 강의평가 실시, 교육 공지사항, 학습지원 도구

03. 실시간 학습 응대 (Q&A) 및 원격지원 서비스

04. 개별 수료증 발급 및 출력

01. 실시간 학습현황 확인

02. 종강일 이후 기업 보관용 교육 이수 확인증 및

과정 개요서 등 다운로드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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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러닝뱅크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리스트

러닝뱅크는 고퀄리티의 법정의무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제작/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정의무교육 [총 81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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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류 교육과정 과정명 교육기간/차시/시간 실시횟수
비대면 특가

1인 교육비 (원)
비고

할인패키지

기본법정 할인 패키지(1) 상반기 법정의무교육 4개 과정 할인 패키지 4주/4차시/4시간 년간1회 18,000 모바일 지원

폭력예방 할인 패키지(1) 4인 4색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폭력예방 할인패키지 4주/4차시/4시간 년간1회 10,000 모바일 지원

폭력예방 할인 패키지(2) 김현욱과 함께하는 4대폭력예방교육 할인패키지 4주/4차시/4시간 년간1회 10,000 모바일 지원

민간·공공기관
공통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택1)

직장인LAW드맵_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feat. 광희x가영) - 3월中 오픈예정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인식개선토크] 성희롱, 예방을 일상으로!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인식개선토크] 성희롱, 예방을 일상으로!(고위직 관리용)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모두의 법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김현욱과 함께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성희롱예방-남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4주/2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성희롱예방-들리지 않는 이야기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성희롱예방-K상사 이야기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성희롱예방-직장in의 조건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택1)

직장인LAW드맵_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feat. 광희x가영) - 3월中 오픈예정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모두의 법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신영일의 함께해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4주/2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통합) 신영일의 함께해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4주/3차시/2시간 년간1회 8,000 영어/모바일 지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4주/2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택1)

직장인LAW드맵_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feat. 광희x가영) - 3월中 오픈예정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모두의 법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법정매거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신영일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코칭 토크쇼! 가장 보통의 직장 생활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갑질예방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https://www.learning.co.kr/course_list.php?sel1=1&sq_cat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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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류 교육과정 과정명 교육기간/차시/시간 실시횟수
비대면 특가

1인 교육비 (원)
비고

민간·공공기관
공통

개인정보보호교육
(택1)

직장인LAW드맵_개인정보보호교육(feat. 광희x가영) - 3월中 오픈예정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모두의 법정] 개인정보보호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법정매거진] 개인정보보호 교육 4주/1차시/2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신영일의 함께해요 개인정보보호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개인정보보호지침서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퇴직연금교육 (택1) [모두의 법정] 퇴직연금제도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영문버전

[인식개선토크] 성희롱, 예방을 일상으로!(영문버전)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성희롱예방-김현욱과 함께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영문버전)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성희롱예방-남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영문버전) 4주/2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성희롱예방-들리지 않는 이야기(영문버전)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성희롱예방-K상사 이야기(영문버전)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신영일의 함께해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영문버전) 4주/2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통합) 신영일의 함께해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영문버전) 4주/2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영문버전) 4주/2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신영일의 함께해요 개인정보보호(영문버전)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신영일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코칭 토크쇼!(영문버전)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갑질예방교육)(영문버전)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러닝뱅크는 고퀄리티의 법정의무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제작/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닝뱅크는 해당 과정의 고용노동부 지정 법정교육기관입니다.  수강 시 법정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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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류 교육과정 과정명 교육기간/차시/시간 실시횟수
비대면 특가

1인 교육비 (원)
비고

민간·공공기관
선택

성폭력예방교육
(택1)

[인식개선토크] 성폭력, 예방을 일상으로!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인식개선토크] 성폭력, 예방을 일상으로!(고위직 관리용)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모두의 법정] 4대폭력예방교육_성폭력 예방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성폭력예방-[OUT! 성폭력] 4주/2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김현욱과 함께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성폭력예방-[Stop! 성폭력]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성폭력예방-[성폭력예방지침서]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성매매예방교육
(택1)

[인식개선토크] 성매매, 예방을 일상으로!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모두의 법정] 4대폭력예방교육_성매매 예방교육 4주/2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성매매예방-[OUT! 성매매] 4주/2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김현욱과 함께하는 성매매 예방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성매매예방-[Stop! 성매매]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성매매예방-[성매매예방지침서]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가정폭력예방교육
(택1)

[인식개선토크] 가정폭력, 예방을 일상으로!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모두의 법정] 4대폭력예방교육_가정폭력 예방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가정폭력예방-[OUT! 가정폭력] 4주/2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김현욱과 함께하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가정폭력예방-[Stop! 가정폭력]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가정폭력예방-[가정폭력예방지침서]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러닝뱅크는 고퀄리티의 법정의무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제작/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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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뱅크는 고퀄리티의 법정의무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제작/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분류 교육과정 과정명 교육기간/차시/시간 실시횟수
비대면 특가

1인 교육비 (원)
비고

민간·공공기관
선택

장애인식개선교육
(택1)

직장인LAW드맵_사회적 장애 인식개선교육(feat. 광희x가영) - 3월中 오픈예정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신영일의 함께해요 장애 인식개선교육 4주/2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정보보안교육
(택1)

[모두의 법정] 정보보안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법정매거진] 정보보안 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윤리/부패/청렴교육
(택1)

[모두의 법정] 부패방지교육_청렴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모두의 법정] 부패방지교육_부패 및 공익신고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모두의 법정] 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과 부패 및 공익신고) 4주/2차시/2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모두의 법정] 부패방지교육_청탁금지법의 이해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모두의 법정] 윤리경영 실천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법정매거진] 윤리경영 실천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교육 [모두의 법정]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갑질예방교육
(택1)

[모두의 법정] 갑질 예방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갑질예방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영어/모바일 지원

인권경영교육
(택1)

[모두의 법정] 사회적 가치구현과 인권경영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법정매거진] 인권경영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정보공개제도교육 [모두의 법정] 정보공개제도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
예방교육

[모두의 법정]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아동학대예방교육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1H) 4주/2차시/1시간 년간1회 - 모바일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2H) 4주/1차시/2시간 년간1회 - 모바일 지원

감정노동자 보호교육 [모두의 법정]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신고의무자교육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1H)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 모바일 지원

[모두의 법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소프트웨어저작권교육 [모두의 법정]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교육 4주/1차시/1시간 년간1회 6,000 모바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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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류 교육과정 과정명 교육기간/차시/시간 실시횟수
비대면 특가

1인 교육비 (원)
비고

금융기관

자금세탁방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자금세탁방지교육 4주/12차시/6시간 년간1회 50,000 → 30,000 모바일 지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자금세탁방지교육(속성편) 4주/6차시/3시간 년간1회 50,000 → 30,000 모바일 지원

자금세탁방지교육 4주/2차시/3시간 년간1회 50,000 → 30,000 모바일 지원

금융소비자보호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금융소비자보호교육 4주/8차시/4시간 년간1회 50,000 → 30,000 모바일 지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금융소비자보호교육(속성편) 4주/4차시/2시간 년간1회 50,000 → 30,000 모바일 지원

금융소비자보호교육 4주/4차시/2시간 년간1회 50,000 → 30,000 모바일 지원

러닝뱅크는 고퀄리티의 법정의무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제작/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법정교육 [총 6개 과정]



성희롱예방(8)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4) 직장 내 괴롭힘 방지(4) 개인정보보호(5) 퇴직연금(1)

성폭력예방(6) 성매매예방(5) 가정폭력예방(5)

자금세탁방지(4) 금융소비자보호(3)

10. 러닝뱅크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소개

러닝뱅크의 법정의무교육 각 온라인 과정 별 대표 콘텐츠의 상세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김현욱과 함께하는
성희롱예방교육

[신영일의 함께해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신영일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코칭 토크쇼

[신영일의 함께해요]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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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과 함께하는] 성희롱예방교육

● 김현욱 아나운서 + 직장인 대표 + 전문가와 함께 친숙하게 풀어 본 예능 컨셉의 성희롱예방교육 콘텐츠!

● 직장에서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사례를 "재연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하여, 더욱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과정 기본정보

과정 목표

과정 소개

· 콘텐츠 형태 |

· 학습대상 |

교육비용 (1인)

· 교육기간/차시/시간 |

· 수료기준 진도율 |

· 성희롱과 관련한 기본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성희롱의 판단기준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예방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한 N번방 사건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 정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성희롱의 발생 원인에서부터 예방을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현욱 아나운서와 직장인 대표 그리고 전문가가 예능의 컨셉을 활용하여 친숙하게 풀어내었다.

PC/Mobile

일반기업/공공기관

4주/1차시/1시간

100% (과제, 시험 없음)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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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상세목차

[김현욱과 함께하는] 성희롱예방교육

과정 특장점

전문가 소개

1. 시작하는 이야기

2. [사연 01 ]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걸까요?"

3. [사연 02] "판단이 애매해요.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4. Drama Episode 01 - '열 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 있다.'

5. Drama Episode 02 - '짧은 치마를 입고...'

6. Drama Episode 03 - '슈퍼 갑과 슈퍼 을'

7. 마치는 이야기

Talk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Talk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Talk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원인

Talk - '성인지 감수성'이란?

Talk -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Talk - 직장 내 성희롱 vs. 직장 내 괴롭힘

Talk -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요건

Talk - 고객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Talk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해결 절차

Talk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방안

예능 토크쇼 형식으로, 재미+학습효과를 한번에 UP

법정의무교육 Since2002 러닝뱅크가 만든, 신뢰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할 때 듣는 법정교육!

김현욱 아나운서와 직장인 대표, 노무 전문가가 함께하는 토크쇼 형식으로

딱딱한 기존 법정교육 콘텐츠에서 벗어나 재미와 학습효과를 모두 잡았습니다.

자체 교육 콘텐츠를 제작, 운영해 온 러닝뱅크가 만든 신개념 콘텐츠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필수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웹 환경은 물론, 원활한 모바일 학습을 지원하여

바쁜 임직원 분들이 출퇴근 시간 등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신동헌 노무사

(現) 러닝뱅크 전문교수

(現) 노무법인 종로 대표 노무사

(現)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現)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컨설턴트

(現) 노사발전재단 고용차별예방 컨설턴트

(現) 네이버파트너스퀘어 소상공인 노동법 전임강사

(現) 한국공인노무사회 조정중재단 운영위원

(前) 삼성물산 건설부문 노사협의회 부대표

(前) SK그룹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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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일의 함께해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신영일 아나운서와 전문가가 함께 대화로 풀어 낸 Q&A 대담 형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콘텐츠!

● 장애인과의 실제 인터뷰를 통하여,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며 학습 동기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과정 기본정보

과정 목표

과정 소개

· 콘텐츠 형태 |

· 학습대상 |

교육비용 (1인)

· 교육기간/차시/시간 |

· 수료기준 진도율 |

· 우리의 인식 속 자리잡은 장애(인)의 개념을 생각하며 실제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해 알고, 장애인 고용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직업 현장에서 어떻게 장애인을 인식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신영일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본다.

또한, 장애인 인터뷰와 내용전문가의 실제 사례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PC/Mobile

일반기업/공공기관

4주/2차시/1시간

100% (과제, 시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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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일의 함께해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과정 특장점

전문 아나운서 / 전문가 / 장애인 함께하는 대화로, 학습동기 UP!

법정의무교육 Since2002 러닝뱅크가 만든, 신뢰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할 때 듣는 법정교육!

신영일 아나운서와 교육 전문가, 그리고 장애인이 함께하는 대화 형식 학습
콘텐츠로 직장 내 장애인과 공존하는 방식에 대해 실질적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경연대회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관련한 필수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웹 환경은 물론, 원활한 모바일 학습을 지원하여바쁜 임직원 분들이 출퇴근 시간 등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과정 상세목차

1. 장애(인)을 인식하다

장애의 개념

장애의 다양성

2. 사람과 사람 사이(공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우수고용사례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가 소개

김영민 강사님

러닝뱅크 전문교수

㈜한국장애인심리지원센터 팀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위촉강사

보건복지부 임상 심리사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코칭 심리학 전공

<수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대회 최우수상 수상

<저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재 <인권 On> 개발

느린 학습자의 진로·직업 교구 <직업의 세계> 개발

<논문>

‘긍정심리기반 코칭 프로그램이

청각장애인들의 장애수용,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술정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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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일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코칭 토크쇼] ‘가장 보통의 직장 생활’

● 신영일 아나운서와 내용전문가 그리고 직장인 대표가 토크쇼 형태로 친숙하게 풀어 낸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콘텐츠!

● 짤막한 애니메이션 형태의 상황 사례와 퀴즈를 통해, 재미와 학습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과정 기본정보

과정 목표

과정 소개

· 콘텐츠 형태 |

· 학습대상 |

교육비용 (1인)

· 교육기간/차시/시간 |

· 수료기준 진도율 |

·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피해 현황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과 관련 법규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대응 전략과 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분들,

혹은 동료의 이유 없는 괴롭힘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많은 직장인들을 위한 신영일의 코칭 토크쇼!

가장 보통의 직장생활에서 괴롭힘 없는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PC/Mobile

일반기업/공공기관

4주/1차시/1시간

100% (과제, 시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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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특장점

전문가 소개

전문 아나운서와 전문가의 Q&A 대담 형식으로 높은 학습 이해도!

법정의무교육 Since2002 러닝뱅크가 만든, 신뢰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할 때 듣는 법정교육!

신영일 아나운서와 개인정보 전문가가 함께하는 Q&A 대담 형식으로

딱딱한 기존 법정교육 콘텐츠에서 벗어나 재미와 학습효과를 모두 잡았습니다.

자체 교육 콘텐츠를 제작, 운영해 온 러닝뱅크가 만든 신개념 콘텐츠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에 대한 필수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웹 환경은 물론, 원활한 모바일 학습을 지원하여

바쁜 임직원 분들이 출퇴근 시간 등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현실 강사님

러닝뱅크 전문교수

인류의 지혜 대표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교수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산하기관 법정의무교육 전문강사

<자격>

한양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갑질 근절교육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전문강사

인권교육 전문강사

과정 상세목차

INTRO. 학습내용 및 학습목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최근 통계자료 활용

관련 이슈 점검 및 현 실태 파악

01.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피해 현황

0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03.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04.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대응 전략 및 처리 절차

OUTRO. 직장 내 괴롭힘 없는 사회문화를 위한 실천 수칙

사례와 퀴즈를 활용한 다양한 구성의 본학습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전략과 슬기로운 회사 생활을 위한 팁 제공

[신영일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코칭 토크쇼] ‘가장 보통의 직장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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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일의 함께해요] 개인정보보호

● 신영일 아나운서와 전문가가 함께 대화로 풀어 낸 Q&A 대담 형식 개인정보보호교육 콘텐츠!

●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학습 효과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과정 기본정보

과정 목표

과정 소개

· 콘텐츠 형태 |

· 학습대상 |

교육비용 (1인)

· 교육기간/차시/시간 |

· 수료기준 진도율 |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보호가 왜 중요한지 설명할 수 있다.

· 개인정보 처리(취급) 시 유의점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초연결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발전함에 따라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와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신영일 아나운서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적인 개념, 실천사항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시대와 데이터 경제시대가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배워본다.

PC/Mobile

일반기업

4주/1차시/1시간

100% (과제, 시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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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특장점

전문가 소개

전문 아나운서와 전문가의 Q&A 대담 형식으로 높은 학습 이해도!

법정의무교육 Since2002 러닝뱅크가 만든, 신뢰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원할 때 듣는 법정교육!

신영일 아나운서와 개인정보 전문가가 함께하는 Q&A 대담 형식으로

딱딱한 기존 법정교육 콘텐츠에서 벗어나 재미와 학습효과를 모두 잡았습니다.

자체 교육 콘텐츠를 제작, 운영해 온 러닝뱅크가 만든 신개념 콘텐츠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수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웹 환경은 물론, 원활한 모바일 학습을 지원하여

바쁜 임직원 분들이 출퇴근 시간 등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조희준 교수님

러닝뱅크 전문교수

(주) 씨에이에스 상무이사

서울디지털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전문강사단

개인정보영향평가 전문인력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심사원

<저서>

개인정보 보안 매뉴얼 공동 저자

정보보호전문가 공동 저자

과정 상세목차

Log-in)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한 최신 사례를 활용함으로써 강력한 학습 동기 부여

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2. 개인정보보호의 실천

Log-out) 내 정보를 지키는 TIP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용어

개인정보보호와 4차 산업혁명법

제도 안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천사항

개인정보 취급 시 유의점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가명정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켜야 하는 실천 팁 제공

[신영일의 함께해요]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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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러닝뱅크 법정의무교육 오프라인과정 소개

러닝뱅크는 찾아가는 출강교육 / 비대면 실시간교육 Pool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출강교육

Since2002 노하우, 전문강사진 확보

고객사 맞춤 전문강사 선정 및 강의안
Customizing 구성 (전과정 가능)

전국적으로 보유한 전문강사 풀로
원하는 지역 어디든 가능

교육운영부터 증빙서류까지
필요한 자료 일체제공

시공간 제약 없는 편리한 진행

TWO - WAY (양방향 소통) 강의

전문 강사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

각 분야별 검증된 전문 강사진 구성
고객사 NEEDS를 반영한 맞춤형 강의
(전과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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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강교육

Since2002 노하우의 러닝뱅크 & 각 분야의 전문강사진과 함께하는 출강교육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업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하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러닝뱅크 출강교육 특강 교육비 가이드

※ 참고사항

- 상기 교육비는 1시간(1과정) 특강 기준이며, 다회차 및 여러 시간/과정 진행 시 강사료는 하향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교육비는 절대기준이 아니라 참고용 제시 가이드로, 교육과정/인원/시간/장소/회차/교육난이도 및 진행 강사진 등 다른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사료를 제안합니다.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은 4개 과정 개별교육/통합교육/위촉강사 여부 등 세부 조건에 따른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구분

교육인원

비고

50명이하 50~100명 100~300명 300명 이상

일반강사 350,000 400,000 450,000 550,000 해당분야 전문자격을 갖추고, 강의경력 5년 이상

전문강사 450,000 550,000 650,000 850,000 해당분야 전문자격을 갖추고, 강의경력 7년 이상

우수강사 550,000 650,000 850,000 1,250,000 전문강사 중 만족도가 특히 우수한 강사(상위 10%)

유명강사 별도 협의 방송인/대학교수 등 저명인사

(단위: 원,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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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시간교육

각 분야별 전문 강사 진행

일방향적인 동영상 강의가 아닌 고객사 NEEDS를 반영한 실시간 LIVE 맞춤형 강의로 진행됩니다.

교육과정

진행플랫폼

증빙서류

진행절차

기본 법정교육 전 과정

ZOOM을 기본으로 하며, 고객(기관) 요청에 따라 라이브 스트리밍 가능한 플랫폼으로 진행

교육 종료 후 ‘교육 실시 확인서’ 전달

(강의는 실시간 LIVE로 진행되며 저작권 문제로 VOD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진행절차 교육 확정 교육 진행 교육 종료 교육 정산

니즈파악 및
강사 추천

교육내용
커스터이징

라이브
화상강의

확인서
전달 피드백

계산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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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력 및 경력 /강의영역 성명 학력 및 경력 /강의영역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 개발학 석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자문위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희롱·성폭력 근절 집중지원센터 자문위원

[강의영역]
폭력예방 통합교육/고위직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성인지 향상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성희롱·성폭력 외부 상담 및 조사/성희롱·성폭력 방지 기관
컨설팅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 1999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강의영역]
성희롱예방교육/성폭력 예방교육/고위직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법률상담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과정수료
- 2022 제 44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 법무부 위촉 강사
- 변호사협회 위촉 강사

[강의영역]
성희롱예방교육/성폭력 예방교육/생활법률/법률상담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석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 젠더십향상교육원 수석컨설턴트

[강의영역]
폭력예방 통합교육/고위직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커뮤니케이션(MBTI, DiSC)교육/갈등 관리교육/비즈니스매너
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고려대학교 노동법학과 석사과정 중
- 공인노무사/ 일반행정사
- 위험성평가 전문가(안전보건공단)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폭력예방 전문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강사

[강의영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노사관계 교육,컨설팅/기초노동법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한국외국어 대학교 법학과 석사
- 공인노무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전문강사

[강의영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개인정보보호법 교육 퇴직연금교육/성과관리교육/평가보상 컨설팅 임
금체계컨설팅 /적정도급컨설팅

12. 러닝뱅크 출강교육 전문 강사진 소개

국내 최고 수준의 러닝뱅크의 전문 강사진을 소개합니다!
다년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풍부한 강의 경험으로 전문지식과 강의 노하우를 생생하게 전달하여 드립니다.

진O혜 변호사송O덕 전문강사

이O철 변호사

김O영 노무사 신O헌 노무사

김O하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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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력 및 경력 /강의영역 성명 학력 및 경력 /강의영역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경북대학교 사회복지실천전공 박사과정 수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전문강사
- 성폭력상담원,가정폭력상담원,
- PREPARE⁄ENRICH 공식상담사

[강의영역]
폭력예방
통합교육/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고위직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성인지)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전문교육/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여성폭력 수사전문 강력형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
- 법무부 법 전문강사
- 경기도 교육청 성인권 보호 전문가 자문위원
- 2017 여성가족부장관상 강연대회 최우수상

[강의영역]
성희롱예방교육/성폭력예방교육/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고위직 성희롱예방교육/고위직 성폭력예방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
- 한양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4대폭력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전문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전문강사
- 사회복지사1급

[강의영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청렴윤리/반부패교육/아동학대예방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상명대학교 경영학 학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전문강사
- 법무부 위촉 전문강사
- 국민권익위원회 기본강사

[강의영역]
폭력예방 통합교육/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성인
지 향상교육/성평등교육/인권교육/아동학대예방교육/가족친화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러닝뱅크 폭력예방통합교육 SME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석사 과정 중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전문강사
- 스토킹 가해자 재발방지교육 ,갑질 가해자 재발방지교육 이수
성폭력 가해자 재발방지교육 이수

[강의영역]
폭력예방 통합교육/성희롱·성폭력예방·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고위직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성인지 감수성 교육/양성평등교육
청렴윤리/반부패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삼육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명지대학교대학교 교육학 박사수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 가정폭력상담원, 성폭력상담원
- 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

[강의영역]
폭력예방 통합교육/양성평등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
육 인구교육/아동학대예방교육/성공적부모역할훈련교육

12. 러닝뱅크 출강교육 전문 강사진 소개

국내 최고 수준의 러닝뱅크의 전문 강사진을 소개합니다!
다년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풍부한 강의 경험으로 전문지식과 강의 노하우를 생생하게 전달하여 드립니다.

박O연 전문강사우O순 전문강사

이O실 전문강사

정O정 전문강사 신O라 전문강사

이O주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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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실천여성학 석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4대폭력예방 전문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 경기도가족재단 우리아이지킴이 홍보대사
- 국세청 조직문화혁신 자문위원
- 양주시설관리공단,과천도시공사 성고충 자문위원

[강의영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 성교육/4대
폭력예방교육/인권교육/인성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학사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
- 개인정보 안전지도사
- 국제 재난 안전지도사 1급, 2급
- Emergency First Response 자격
- 심폐소생술 강사과정 수료

[강의영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4대 폭력예방교육/심폐소생술
교육/재난안전교육 아동안전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 학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
- 버크만코리아 퍼실리테이션터 수료
- 분노조절지도사 자격증, 서비스 강사 2급
- 아동학대예방 아동안전교육 수료
- KBC ARTS 코칭리더십 과정 수료
- 한국코치협회 KAC 자격증

[강의영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개인정보보호법 교육/4대 폭력예방교육
교육조직활성화교육 스트레스,정신건강 관리 교육/서비스 통합 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계원조형예술대학교 가구디자인과 졸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
- 아동 학대 예방교육 전문가 과정
- 심폐소생술 (대한심폐소생술협회)
- 개인정보안전성확보조치과정 이수
- 개인정보보호교육강사자격과정 이수
- CS강사 2급 자격

[강의영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성인지 감수성교육/폭력예방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석사
- 계명대학교 여성학과 박사수료
- 사회복지사(2급)
- 건강가정사
-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강의영역]
폭력예방통합교육/성인지감수성 교육/양성평등교육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컨설팅/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준법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국민대학교 경영학 박사수료
- 국민대학교 경영학 석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
- 감정노동관리사

[강의영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 청렴교육/통합폭력예방교육

12. 러닝뱅크 출강교육 전문 강사진 소개

국내 최고 수준의 러닝뱅크의 전문 강사진을 소개합니다!
다년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풍부한 강의 경험으로 전문지식과 강의 노하우를 생생하게 전달하여 드립니다.

박O연 전문강사박O애 전문강사

황O정 전문강사

김O숙 전문강사 김O주 전문강사

신O희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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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숙명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언론학 석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강사
- 성희롱예방교육 지도사
- 감정코칭 2급,
- 이미지메이킹 지도사
- 취업컨설턴트 1급

[강의영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
근로자안전보건교육/중대재해처벌법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상담심리학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 사회복지사 2급
- 보육교사 2급
- 가정폭력상담원
- 성폭력 전문 상담원
- 장애인인권전문강사

[강의영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인권교육 성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성매매,에이즈
예방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서울지방노동청 민원상담위원

[강의영역]
성희롱예방교육/괴롭힘 방지교육/노동법/노사전략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

[강의영역]
성희롱예방교육/괴롭힘 방지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노동법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

[강의영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폭력예방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

[강의영역]
성희롱예방교육/괴롭힘 방지교육 폭력예방교육/조직문화, 조직활성화 외

12. 러닝뱅크 출강교육 전문 강사진 소개

국내 최고 수준의 러닝뱅크의 전문 강사진을 소개합니다!
다년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풍부한 강의 경험으로 전문지식과 강의 노하우를 생생하게 전달하여 드립니다.

신O래 전문강사이O민 전문강사

김O원 전문강사 김O미 전문강사

김O선 전문강사안O호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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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
- 20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

[강의영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
인권교육/장애인 EAP 기업상담 전문가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

[강의영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폭력예방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

[강의영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폭력예방교육/성희롱 고충상담원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대전폭력예방통합교육연구소 소장
- 한국폭력예방교육강사협회 이사

[강의영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폭력예방교육/성희롱 고
충상담원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

[강의영역]
청렴교육/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괴롭힘 방지교육/조직활성화 교육 외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

[강의영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양성평등교육

12. 러닝뱅크 출강교육 전문 강사진 소개

국내 최고 수준의 러닝뱅크의 전문 강사진을 소개합니다!
다년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풍부한 강의 경험으로 전문지식과 강의 노하우를 생생하게 전달하여 드립니다.

최O희 전문강사김O민 전문강사

문O근 전문강사 배O주 전문강사

최O미 전문강사김O심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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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

[강의영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폭력예방교육/성인지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전문강사

[강의영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양성평등교육/폭력예방교육/성인지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충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식개선·인권강사

[강의영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글로벌비즈니스 매너 강사

[강의영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 CS교육/비즈니스매너교육/안전
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강의영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인성교육
인권교육/웃음치료/소방안전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강의영역]
윤리경영/청렴교육/소통교육/인문학교육/스트레스관리교육

12. 러닝뱅크 출강교육 전문 강사진 소개

국내 최고 수준의 러닝뱅크의 전문 강사진을 소개합니다!
다년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풍부한 강의 경험으로 전문지식과 강의 노하우를 생생하게 전달하여 드립니다.

정O아 전문강사김O진 전문강사

박O라 전문강사 김O영 전문강사

조O영 전문강사김O희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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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력 및 경력 /강의영역 성명 학력 및 경력 /강의영역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고용노동부 위촉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 (재)경기도여성 연구원

[강의영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청렴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한국생산성본부(KCP) 수행파트너

[강의영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예절교육/조직활성화교육/ 
사내강사양성교육/퍼실리테이팅기법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공기업평가원 교육위원

[강의영역]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예정교육/글로벌비즈니스 매너교육
소통교육/스트레스 관리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강의영역]
인문학(감성,CS,메디컬)/부모교육 컬러테라피집단상담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 삼육대학교 경영학 학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전문강사단
- ISMS
- P 인증심사원
- ISO 27001 국제 인증심사원

[강의영역]
개인정보보호교육/기업정보보안교육 정보보안컨설팅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전문 강사
-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 강사
- 중앙교육컨설팅 교육사업부 이사

[강의영역]
개인정보보호교육 기업정보보안교육

12. 러닝뱅크 출강교육 전문 강사진 소개

국내 최고 수준의 러닝뱅크의 전문 강사진을 소개합니다!
다년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풍부한 강의 경험으로 전문지식과 강의 노하우를 생생하게 전달하여 드립니다.

장O연 전문강사노O진 전문강사

조O준 전문강사 이O희 전문강사

박O희 전문강사기O경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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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력 및 경력 /강의영역 성명 학력 및 경력 /강의영역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고려대학교 감사행정학 석사
- CISSP(국제공인 정보보안전문가)
- CISA(국제공인 정보시스템감사사)
- CPPG(개인정보관리사)
- BS10012(개인정보보호경영관리체계)
- ISO27001(정보보호경영관리체계)
- ITILF(IT서비스관리체계)
-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KISA)

[강의영역]
개인정보보호교육/기업정보보안교육 정보보안심사/컨설팅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수료
- SGS Korea ISO International Lead Auditor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 자격보유(ISO27001, BS10012, ISO20000, ISO28000, ISO9001, ISO22301, ISMS
- P, CIA, CISA, 정보시스템감리원 CISM, CISSP, PIA, CLOUDF, CBCI, ITIL v3, COBIT, 
SCJP)

[강의영역]
개인정보보호교육/기업정보보안교육

- 러닝뱅크 법정교육 전문강사
- 고려대학교 감사행정학 석사
- CISSP(국제공인 정보보안전문가)
- CISA(국제공인 정보시스템감사사)
- CPPG(개인정보관리사)
- BS10012(개인정보보호경영관리체계)
- ISO27001(정보보호경영관리체계)
- ITILF(IT서비스관리체계)
- 개인정보보호 교육 전문강사(KISA)

[강의영역]
개인정보보호교육/기업정보보안교육 정보보안심사/컨설팅

12. 러닝뱅크 출강교육 전문 강사진 소개

국내 최고 수준의 러닝뱅크의 전문 강사진을 소개합니다!
다년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풍부한 강의 경험으로 전문지식과 강의 노하우를 생생하게 전달하여 드립니다.

옥O택 전문강사이O훈 전문강사

정O원 전문강사



13. 러닝뱅크 법정의무교육 실적 (집계)
러닝뱅크는 2022년 누적수강생 300만명을 돌파하며, 매년 많은 고객사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러닝뱅크 법정의무교육 전체 실적
( 집계일 기준 : 2022.12.20 )

러닝뱅크 법정의무교육 연도별 수강생 수

전년대비 수강인원

가파른 성장

구분
온라인교육 출강/집합교육 합계

고객사 수 교육인원 고객사 수 교육인원 고객사 수 교육인원

2022년 9,013 598,895 336 11,172 9,349 610,067

2021년 9,563 662,016 237 6,351 9,800 668,367

2020년 7,918 627,702 232 7,616 8,150 635,318

2019년 3,639 319,262 493 41,634 4,132 360,896

2018년 1,389 192,435 427 61,609 1,816 254,044

2017년 1,051 91,214 269 49,328 1,320 140,542

2016년 610 71,263 234 38,226 844 109,489

2015년 278 38,557 235 23,623 513 62,180

2014년 203 33,497 254 29,397 457 62,894

2013년 145 30,609 247 29,591 392 60,200

2012년 104 30,404 187 24,267 291 54,671

2011년 82 17,528 174 25,669 256 43,197

2010년 57 15,709 117 23,110 174 38,819

2009년 47 5,862 81 9,582 128 15,444

2008년 6 854 47 4,378 53 5,232

누적실적 34,105 2,735,807 3,570 385,553 37,675 3,12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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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러닝뱅크 주요 고객사 (2019~2022년 기준)
2002년부터 매년 2,000개 이상의 고객사가 러닝뱅크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서 러닝뱅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분 온라인교육 출강교육

중앙공기업

지방공기업

- 금융결제원

- 금융보안원

- 한국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전력거래소

- 한국투자공사

- 한국교육방송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예금보험공사

- 국가철도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시청자미디어재단

- 한국문화재재단

- 한국장학재단

- 한국이민재단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해운조합

- 한국생산성본부

- 서울도시가스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관광재단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시복지재단

- 가평군복지재단

- 경기문화재단

- 전주문화재단

- 기술보증기금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세계김치연구소

- 전자부품연구원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한국기술자격검정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한국저작권보호원

- 한국재정정보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천문연구원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인천환경공단

- 인천항보안공사

- 제주관광공사

- 제주문화예술재단

- 성남도시개발공사

- 경남개발공사

-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특허정보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한의약진흥원

- 한국나노기술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 국립산림치유원

- 아시아문화원

- 국립발레단

- 국립대구과학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신용회복위원회

- 한국전기공사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능률협회

- 전국은행연합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군인공제회

- 한국마사회

-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지역난방안전

- 한국상하수도협회

- 한국서부발전

- 한식진흥원

- 금융결제원

- 우정사업본부

- 경륜경정사업본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관광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투자공사

- 한국전력거래소

- 중소기업유통센터

- 한국체육산업개발

- 동북아역사재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설근로자공제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제방송교류재단

- 영화진흥위원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전기공사협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창원시설공단

- 시흥시시설관리공단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인천신용보증재단

- 울산신용보증재단

- 강원신용보증재단

- 충북신용보증재단

- 서울지방우정청

- 과천도시공사

- 인천공항운영서비스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경기평택항만공사

- 고양상공회의소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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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러닝뱅크 주요 고객사 (2019~2022년 기준)
2002년부터 매년 2,000개 이상의 고객사가 러닝뱅크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서 러닝뱅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분 온라인교육 출강교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 국무조정실

- 문화체육관광부

- 고용노동부

- 연세대학교

- 서울시립대학교

- 강원도립대학교

- 충남도립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 경인여자대학교

- 숭의여자대학교

- 단국대학교

- 서경대학교

- 대전대학교

- 광운대학교

- 강동대학교

- 김해대학교

- 동원대학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금융위원회
- 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 대구지방국세청

- 인천지방국세청

- 광주지방국세청

- 대전지방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 교육부
- 국세청

- 동부지방산림청

- 대구시청

- 원주시청

- 창원시청

- 여수시청

- 과천시청

- 광명시청

- 구리시청

- 안산시청

- 김포시청

- 부천시청

- 시흥시청

- 오산시청

- 화성시청

- 의성군청

- 산청군청

- 강남구청

- 서초구청

- 마포구청

- 사상구청

- 수영구청

- 광산구청

- 수원시청

- 송파구청

- 서초구청

- 중구청

- 문경대학교

- 여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연암대학교

- 주안대학교

- 송곡대학교

- 서울미디어대학교

- 국제영어대학교

- 수원과학대학교

- 대구예술대학교

- 진주교육대학교

- 군산간호대학교

- 기독간호대학교

- 동양미래대학교

- 동주대학교

- 성결대학교

-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 국제뇌교육종합대학교

-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서울사이버대학교

- 숭실사이버대학교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 겐트대학교

- 성포고등학교

- 성안고등학교

- 원주공업고등학교

-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 설화고등학교

- 덕성여자고등학교

- 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 작전여자고등학교

- 정선고등학교

- 원덕고등학교

- 천안오성고등학교

- 학산고등학교

- 괴산고등학교

- 김해영운고등학교

- 성균관대학교

- 울산대학교

- 용인대학교

- 한국폴리텍1대학

- 한국폴리텍2대학

- 고려사이버대학교

- 숙명여자고등학교

- 한양공업고등학교

- 위례고등학교

- 신장고등학교

- 하남경영고등학교

- 혜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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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러닝뱅크 주요 고객사 (2019~2022년 기준)
2002년부터 매년 2,000개 이상의 고객사가 러닝뱅크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서 러닝뱅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분 온라인교육 출강교육

국내기업

외국계기업

- 현대자동차

- 현대중공업

- 현대로템

- LG유플러스

- LG상사

- LG하우시스

- 롯데제과

- 롯데카드

- 롯데케미칼

- 롯데글로벌로지스

- 롯데아사히주류

- 한화토탈

- 한화시스템

- CJ올리브네트워크

- 르노삼성자동차

- 삼성전자판매

- GS홈쇼핑

- GS파워

- GS파크24

- 라인플러스

- 라인프렌즈

- 카카오메이커스

- SK실트론

- SK 가스

- 농심켈로그

- 고려해운

- 광동제약

- 한성자동차

- 쿠팡

- 인터파크

- 위메프

- 쏘카

- 와디즈플랫폼

- NS쇼핑

- 공영홈쇼핑

- 크몽

- 해피랜드

- 코레일로지스

- 딜라이브

- 세아상역

- 이테크건설

- 중부모터스

- 한국잡월드

- 사람인HS

- 한국선불카드

- 케이에스넷

- 매경출판

- 케이조선

- 알펜시아 리조트

- 롯데제과

- 롯데정밀화학

- 현대위아

- LG화학

- 한화에너지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 농심켈로그

- KT&G

- 숨코레일네트웍스

- 한전KDN

- 경동나비엔

- 동아출판

- 이노션

- SJ그룹

- 크린팩토메이션

- 용평리조트

- 글래드호텔앤리조트

- 메르세데스벤츠

- BMW

- 포르쉐

- 폭스바겐

- 마이크로소프트

- 랄프로렌

- 불가리

- 베르사체

- 스와로브스키

- GE

- 네슬레

- 3M

- 뉴스킨

- DELL

- 바이엘

- 아스트라제네카

- 아스텔라스제약

- 화이자제약

- UBC제약

- 암웨이

- 존슨앤드존슨

- 얀센

- 듀폰

- 후지필름

- 지멘스

- 일렉트로닉아츠

- 로슈

- 닐슨서비스

- 시몬스

- 보테가베네타

- 시세이도

- 발렌티노

- 밀레

- 바이어스도르프

- 암페놀센싱

-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 갤트로닉스

- ASML

- 리모아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 하니웰

- 레노버

- 이솝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 아이큐비아이

- 메르세데스벤츠

- GM

- 하이네켄

- 델몬트

- 불가리

- 리치몬트

- 지멘스

- 스펙트리스

- 아스텔라스제약

- 에자이

- 요꼬가와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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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러닝뱅크 주요 고객사 (2019~2022년 기준)
2002년부터 매년 2,000개 이상의 고객사가 러닝뱅크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대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서 러닝뱅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분 온라인교육 출강교육

금융/보험

신문/방송

- 하나은행

- 한국산업은행

- 경남은행

- 하나저축은행

- KB저축은행

- 아주저축은행

- 한국투자저축은행

- ES저축은행

- 세람저축은행

- 호주뉴질랜드은행

- 소시에테제네랄은행

- 바덴뷔르템베르크주립은행

- MUFG은행

- DBS은행

-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 유바프은행

- 웰스파고은행

- 중국건설은행

- 노바스코셔은행

- JP모간체이스은행

- BNP파리바은행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 JP모간증권

- 한화투자증권

- 미래에셋자산운용

- 키움투자자산운용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 IBK캐피탈

- 한국증권금융

- SY오토캐피탈

- 우리글로벌자산운용

- 맥쿼리자산운용

- 포트코리아자산운용

- 파인만자산운용

-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 DB생명보험

- 푸르덴셜생명보험

- 라이나생명보험

- IBK연금보험

- A1손해사정

- GA코리아

- 대구은행

- 삼성증권

- 한국증권금융

- AIA생명보험

- 서울보증보험

- 한화손해보험

- JTBC- 매일방송

- 매일경제TV

- 조선방송

- YTN

- JNC방송

- 기독교텔레비전

- 법률방송

- 국악방송

- 울산방송

- 중앙일보

- 조선일보

- 한겨레신문

- 매일경제신문

- 한국경제신문

- 한국전기신문

- CMB동서방송 - 아시아투데이

43



감사합니다.

본 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A동 1006~1007호

교육센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C동 313호

대표전화 1599-3045 / 홈페이지 www.learning.co.kr

교육상담 및 견적문의

온라인교육 문의

☏ 1599-3045 (내선1번)

E. cs1004@learning.co.kr

집체/출강/라이브교육/컨설팅 문의

☏ 1599-3045 (내선2번)

E.  live@learning.co.kr

계산서 발행/입금확인

☏ 02-6929-4952 (경영지원팀)

E.  csy@learning.co.kr

과정준비/교육운영

☏ 02-868-6413 (교육운영팀)

E. cs@learning.co.kr

330만이 선택한 신뢰할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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