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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방법

전통적인 방법에 의존

자기계발 관심도

10명 중 8명 ‘자기계발’에 관심

1-1. 직장인 자기계발 욕구 및 성향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남녀 1,000명 대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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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기계발 학습 트렌드

자기계발을 위한 최적의 학습 솔루션 제안

직장인자기계발욕구및트렌드

▶ 기존 학습방법들의 한계와 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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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잡지/신문을읽는 시간 감소

사람들과어울리는 시간 감소

* Source : KISDI, 방통위, 디지털타임즈 자료 재구성, 성인 1만명 대상

시간 문제 이동시간, 일정부분 투자시간 필요

비용 문제 직장인에게 부담스런 비용 수반

①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② 저렴한 비용으로

③ 실용적이고 편리한 학습이 가능한 솔루션

편의성 문제 학습장소 & 환경 필요, 학습방법 복잡

▶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미디어’ 대체 현상 발생

▶ 최적의 방안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러닝’ 이 최적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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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오수레 소개

‘오수레’는 다섯수레 가득한 책에 담긴 지식과 정보를 현대적 의미로 해석한 지식백과 서비스입니다.

지식과 정보에 목마른 현대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모바일 기기와 PC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경영, 리더십, 전문직무, 인문/교양, 자기계발 등의 분야에서 방대한 양의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오수레 : 한자성어 오거지서(五車之書)에서유래

키워드 입력만으로 필요한 학습 컨텐츠를 빠르게 검색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기기, PC에서 검색하고 바로 학습

국내 최다 다양한 분야의 20,000 여개 방대한 학습 컨텐츠 제공

1년 5만원의 최소 비용 투자로 최대 학습 성과와 가치 창출

1년 동안 이용 횟수 제한없이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

‘오수레’ 의

다섯(5)가지 확신(SURE)

직장인 자기계발 및 직무교육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스마트러닝 오수레 !

스마트러닝‘오수레’’



2-2. 학습 컨텐츠

경영리더십, 자기계발, 인문, 교양, 어학 분야 2,500개의 방대한 컨텐츠

법정교육 Biz Skill리더십경영일반 MBA

일본어중국어 제2외국어

인문이야기

산업전문

영어

자기계발

세바시인문/교양 생활취미

베스트셀러

테마특강

19개 분야, 2,500개 강좌

스마트러닝‘오수레’’

IT OA



2-3. 학습방법(PC, APP)

모바일 학습과 PC 학습이 연동되어 있어서 이어듣기 가능

필요한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 후에 바로 학습

스마트러닝‘오수레’’

PC 학습사이트(WEB)전용 학습앱(APP) ‘키워드’ 검색



수강신청현황, 학습시간, 수료여부 등 실시간 학습통계 프로그램 제공

2-4. 학습관리 프로그램(교육담당자용) 스마트러닝‘오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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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단체신청 특별혜택

단체신청 및 기업 위탁교육 시 특별 혜택 제공

 학습 우수자 포상

제안내용

50명 이상 단체수강 시 할인혜택 제공!

직원 학습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담당자용 학사관리시스템 제공!

기업에서 필수인 법정 의무교육까지 모두 한번에 해결!

1

2

3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기업 환경에 맞춘 학습사이트 및 앱 제공(로고, 과정체계 커스터마이징)

PC 학습사이트 로고 및 이미지 변경앱 아이콘 / 로그인 이미지 및 홈 화면 변경

* IBM 

3-2. 기업 맞춤형 학습플랫폼 사례

* 유한킴벌리

* 위는 당사 제휴업체의 레퍼런스 구축사례를 활용하였습니다.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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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더존이엔에치 소개 제안사소개

주요사업 특기사항

홈페이지

▶ 평생교육사업

직장인 자기계발을 위한 스마트러닝 ‘오수레’

세무/회계 실무과정, 기업직무교육(고용보험환급) ‘더존이러닝’

재경 실무자 교육,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더존평생교육원’

▶ 영어교육사업

화상 및 전화영어 서비스 ‘인글리쉬(inglish)’

▶ 음악교육사업

음악 & 피아노 교육 소프트웨어 ‘뮤직큐(MusIQ)’

오수레 |  osure.edouzone.co.kr

더존이러닝 |  www.edouzone.co.kr

더존평생교육원 |  www.duzonhrp.com

인글리쉬(inglish) |  www.inglish.co.kr

뮤직큐(MusIQ) |  www.musiqkorea.com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우수훈련기관(S등급) 선정

교육부 ‘교육기부기관’ 선정

‘인글리쉬’ 여성소비자가 뽑은 2012 프리미엄 대상 수상

‘인글리쉬 직영 티칭센터’ ISO 9001:2008 인증 획득

‘뮤직큐’ 2014 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 수상

더존IT그룹의 ‘교육 서비스’ 전문기업

더존이엔이치

교육부 인가 원격평생교육시설

고용노동부 인가 직업능력개발 이러닝훈련기관

한국이러닝산업협회 정식 회원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위탁훈련기관

한국생산성본부 지정 ERP정보관리사 전문교육원



4-2. 더존IT그룹 계열사 현황

ERP,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솔루션, 그룹웨어

IDC, 공인전자문서

전국 직영영업국

Sales & Service

그린팩스

클라우드팩스

기업분석, 신용평가

재무정보제공서비스

세무회계교육

평생교육 사업

영어교육 사업

음악교육 사업

중국현지법인

(북경,심천,청도)

일본 현지법인

필리핀 현지

티칭센터

제안사소개

더존IT그룹강촌캠퍼스 전경



Thank You !
사람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기업의 보험입니다.

http://osure.edouzone.co.kr

1688-4100(내선2)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연구사무동 4층

(주)더존이엔에이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