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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중분류 소분류 과정명 난이도 교육기간 교육차시 교육시간 교육비 교재비 총교육비 교재명

1 무역 무역실무 생초보 핵심무역실무 초급 1개월 14 9 ₩100,000 ₩100,000

2 무역 무역실무 사례로 배우는 실전무역실무 중급 1개월 14 7 ₩100,000 ₩100,000

3 무역 무역실무 무역계약 중급 1개월 16 12 ₩100,000 ₩100,000

4 무역 무역실무 수출입대금결제 완전정복 중급 1개월 10 7 ₩100,000 ₩100,000

5 무역 무역실무 무역운송보험 중급 1개월 16 13 ₩80,000 ₩80,000

6 무역 무역실무 통관관세환급 중급 1개월 20 12 ₩80,000 ₩80,000

7 무역 무역실무 초스피드 무역서류 작성법 중급 1개월 6 4 ₩80,000 ₩80,000

8 무역 무역실무 단기완성 영문비즈니스 이메일 초급 1개월 20 13 ₩100,000 ₩100,000

9 무역 무역실무 생초보 환리스크 관리 초급 1개월 15 7 ₩100,000 ₩100,000

10 무역 무역실무 수입실무와 해외소싱기법 초급 1개월 10 5 ₩100,000 ₩100,000

11 무역 무역실무 Incoterms 2020 주요 개정사항 초급 1개월 3 1 ₩0 ₩0

12 무역 무역실무 해외바이어 화상상담 성공 전략 초급 1개월 5 1 ₩0 ₩0

13 무역 무역실무 무역실무 종합 패키지 초중급 1개월 104 72 ₩420,000 ₩420,000

14 무역 무역마케팅 수출마케팅 기초 초급 1개월 10 6 ₩100,000 ₩100,000

15 무역 무역마케팅 바이어를 사로잡는 전시마케팅 중급 1개월 6 4 ₩80,000 ₩80,000

16 무역 무역마케팅 링크드인으로 해외바이어 발굴하기 초급 1개월 3 2 ₩40,000 ₩40,000

17 무역 무역마케팅 아마존 활용 온라인 해외판매 전략 초급 1개월 3 2 ₩40,000 ₩40,000

18 무역 무역마케팅 알리바바(Alibaba.com) B2B 마케팅 초급 1개월 3 2 ₩40,000 ₩40,000

19 무역 무역마케팅 유튜브 활용 실전 마케팅 초급 1개월 3 2 ₩40,000 ₩40,000

20 무역 무역마케팅 온라인 해외마케팅 종합 (링크드인/아마존/알리바바/유튜브) 초급 1개월 12 6 ₩150,000 ₩150,000

21 무역 무역마케팅 실전 국제 비즈니스 협상 중급 1개월 11 6 ₩80,000 ₩80,000

22 무역 무역마케팅 글로벌 비즈니스 협상과 프레젠테이션 중급 1개월 7 4 ₩80,000 ₩80,000

23 무역 통상 / FTA 실전! FTA 활용 초급 1개월 12 8 ₩80,000 ₩80,000

24 무역 통상 / FTA 어서와 통상은 처음이지 초급 1개월 7 4 ₩0 ₩0

25 무역 창업 무역업 창업 첫걸음 초급 1개월 10 6 ₩80,000 ₩80,000

26 자격시험대비 국제무역사 국제무역사 1급 단기완성 중고급 1개월 20 15 ₩100,000 ₩100,000

27 자격시험대비 국제무역사 1급 기출문제 완벽분석(42회) 중고급 1개월 10 6 ₩25,000 ₩25,000

28 자격시험대비 국제무역사 1급 기출문제 완벽분석(43회) 중고급 1개월 10 6 ₩25,000 ₩25,000

29 자격시험대비 무역영어 20일 단기완성 무역영어 중고급 1개월 20 13 ₩100,000 ₩100,000

30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10일만에 바로잡는 Biz Writing 중급 1개월 11 3 ₩49,000 ₩49,000

31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비즈니스가 쉬워지는 Biz E-mail 고급 1개월 16 4 ₩59,000 ₩59,000

32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시드니의 리얼오피스 꿀잼영어 초급 1개월 21 5 ₩69,000 ₩69,000

33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PAGODA 기초회화 I can speak 1 초급 1개월 20 8 ₩65,000 ₩13,000 ₩78,000 i Can Speak 1 Blue

34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PAGODA 기초회화 I can speak 2 초급 1개월 20 7 ₩65,000 ₩13,000 ₩78,000 i Can Speak 2 Blue

35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PAGODA 기초회화 I can speak 3 초급 1개월 20 9 ₩65,000 ₩13,000 ₩78,000 i Can Speak 3 Blue

36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PAGODA 원어민회화 SLE 1 중급 1개월 24 7 ₩70,000 ₩15,000 ₩85,000 Speaking Listening Expression Compact

37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PAGODA 원어민회화 SLE 2 중급 1개월 24 7 ₩70,000 ₩15,000 ₩85,000 Speaking Listening Expression 2 compact

38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PAGODA 원어민회화 SLE 3 중급 1개월 20 10 ₩70,000 ₩10,000 ₩80,000 SLE Compact Edition Level 3

39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188개 상황으로 배우는 Biz 스피킹 (1) 초급 1개월 15 15 ₩70,000 ₩22,000 ₩92,000 비즈니스 영어회화 표현사전

40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188개 상황으로 배우는 Biz 스피킹 (2) 초급 1개월 15 15 ₩70,000 ₩70,000

41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188개 상황으로 배우는 Biz 스피킹 (3) 초급 1개월 15 15 ₩70,000 ₩70,000

42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100% 뉴욕 현지 리얼리티 영어 - 기본 영어 표현 (1) 초급 1개월 20 20 ₩80,000 ₩15,000 ₩95,000 100% 뉴욕 현지 리얼리티 영어 Basic English

43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100% 뉴욕 현지 리얼리티 영어 - 기본 영어 표현 (2) 초급 1개월 20 20 ₩80,000 ₩80,000

44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100% 뉴욕 현지 리얼리티 영어 - 인싸들의 진짜 영어 표현 (1) 초급 1개월 20 20 ₩80,000 ₩15,000 ₩95,000 100% 뉴욕 현지 리얼리티 영어 Social Life

45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100% 뉴욕 현지 리얼리티 영어 - 인싸들의 진짜 영어 표현 (2) 초급 1개월 20 20 ₩80,000 ₩80,000

46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100% 뉴욕 현지 리얼리티 영어 - 뉴요커의 생활 영어 표현 (1) 중급 1개월 20 20 ₩80,000 ₩15,000 ₩95,000 100% 뉴욕 현지 리얼리티 영어 Real Life

47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100% 뉴욕 현지 리얼리티 영어 - 뉴요커의 생활 영어 표현 (2) 중급 1개월 20 20 ₩80,000 ₩80,000

48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15초 따라 하기 비즈니스 영어 (1) 초중급 1개월 20 12 ₩70,000 ₩15,000 ₩85,000 비즈니스 영어 특급패턴 202

49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15초 따라 하기 비즈니스 영어 (2) 초중급 1개월 20 12 ₩70,000 ₩70,000

50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한국인이 많이하는 이메일 영어실수- 유형편 초중급 1개월 20 8 ₩60,000 ₩25,000 ₩85,000 비즈니스 이메일 영어표현사전

51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한국인이 많이하는 이메일 영어실수- 실전편 초중급 1개월 20 8 ₩60,000 ₩25,000 ₩85,000 비즈니스 이메일 영어표현사전

52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영어 말하기 실수 완벽 가이드 (1) 중급 1개월 20 13 ₩70,000 ₩24,500 ₩94,500 말하기 영작문 트레이닝: 어휘편

53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영어 말하기 실수 완벽 가이드 (2) 중급 1개월 20 13 ₩70,000 ₩70,000

54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두유]신비한 비즈니스 어휘 1 중급 1개월 13 9 ₩77,000 ₩77,000

55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두유]신비한 비즈니스 어휘 2 중급 1개월 14 9 ₩77,000 ₩77,000

56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두유]신비한 비즈니스 어휘 3 중급 1개월 12 8 ₩77,000 ₩77,000

57 외국어 비즈니스 영어 10분만 쓰자! BIZ 이메일 초급 1개월 20 15 ₩60,000 ₩60,000

58 외국어 비즈니스 일본어 스쿠스쿠 일본어 기초 1 초급 1개월 22 6 ₩69,000 ₩17,000 ₩86,000 NEW 스쿠스쿠 일본어 기초완성 上

59 외국어 비즈니스 일본어 스쿠스쿠 일본어 기초 2 초급 1개월 22 4 ₩69,000  - ₩69,000

60 외국어 비즈니스 일본어 스쿠스쿠 일본어 기초 3 초급 1개월 22 8 ₩69,000 ₩17,000 ₩86,000 NEW 스쿠스쿠 일본어 기초완성 下

61 외국어 비즈니스 일본어 스쿠스쿠 일본어 기초 4 초급 1개월 22 8 ₩69,000  - ₩69,000

62 외국어 비즈니스 일본어 100% 현지 영상으로 배우는 패턴 일본어 (1) 초중급 1개월 20 20 ₩70,000 ₩16,500 ₩86,500 힘내라! 독학 일본어 첫걸음 멀리뛰기

63 외국어 비즈니스 일본어 100% 현지 영상으로 배우는 패턴 일본어 (2) 초중급 1개월 20 20 ₩70,000 ₩0 ₩70,000

64 외국어 비즈니스 일본어 100% 현지 영상으로 배우는 패턴 일본어 (3) 초중급 1개월 20 20 ₩70,000 ₩0 ₩70,000

65 외국어 비즈니스 일본어 다락원 Biz 일본어 마스터 - 이메일 편 고급 1개월 20 8 ₩70,000 ₩9,000 ₩79,000 (최신수정판) OK! 비즈니스 일본어 문서작성

66 외국어 비즈니스 일본어 다락원 Biz 일본어 마스터 초급 초급 1개월 20 13 ₩60,000 ₩15,000 ₩75,000 일본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일본어회화 -기본편-

67 외국어 비즈니스 일본어 다락원 Biz 일본어 마스터 중급 중급 1개월 20 13 ₩60,000 ₩15,000 ₩75,000 일본 비즈니스 상담을 위한 일본어회화 -실전편-

68 외국어 비즈니스 일본어 다락원 Biz 일본어 마스터 고급 고급 1개월 20 13 ₩60,000 ₩12,000 ₩72,000 에비스 비즈니스 일본어

69 외국어 비즈니스 일본어 일본어 초급 탈출! 마법의 180회화 (1) 초급 1개월 20 15 ₩60,000 ₩15,900 ₩75,900 두발짝 생활 일본어

70 외국어 비즈니스 일본어 일본어 초급 탈출! 마법의 180회화 (2) 초급 1개월 20 15 ₩60,000 ₩60,000

71 외국어 비즈니스 일본어 일본어 고수되기! 마법의 100문장 중급 1개월 20 15 ₩70,000 ₩8,500 ₩78,500 일상에서 배우는 일본어 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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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외국어 비즈니스 일본어 100% 현지 인터뷰로 배우는 리얼 일본어 중급 1개월 20 10 ₩70,000 ₩12,000 ₩82,000 힘내라! 일본어 단어장

73 외국어 비즈니스 일본어 일본으로 떠나자! 베라베라 여행일본어 1 초급 1개월 15 13 ₩70,000 ₩14,800 ₩84,800 백퍼 여행 일본어

74 외국어 비즈니스 일본어 일본으로 떠나자! 베라베라 여행일본어 2 초급 1개월 15 13 ₩70,000 ₩70,000

75 외국어 비즈니스 일본어 먹거리로 배우는 베라베라 여행일본어 초급 1개월 15 13 ₩70,000 ₩70,000

76 외국어 비즈니스 일본어 일본 지역 축제로 배우는 베라베라 여행일본어  초급 1개월 15 13 ₩70,000 ₩70,000

77 외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파고다 중국어 기초 회화 (상) 초급 1개월 19 7 ₩79,000 ₩15,000 ₩94,000 파고다 중국어 기초회화

78 외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파고다 중국어 기초 회화 (하) 초급 1개월 19 6 ₩79,000  - ₩79,000

79 외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1분 말하기 중국어 트레이닝 1 (1) 초급 1개월 15 15 ₩70,000 ₩13,000 ₩83,000 카이신 중국어 회화 3

80 외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1분 말하기 중국어 트레이닝 1 (2) 초급 1개월 15 15 ₩70,000 ₩70,000

81 외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1분 말하기 중국어 트레이닝 2 (1) 초중급 1개월 15 15 ₩70,000 ₩13,000 ₩83,000 카이신 중국어 회화 4

82 외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1분 말하기 중국어 트레이닝 2 (2) 초중급 1개월 15 15 ₩70,000 ₩70,000

83 외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다락원 Biz 중국어 마스터 초급 회화 초급 1개월 20 15 ₩60,000 ₩12,000 ₩72,000 처음 배우는 비즈니스 중국어 회화

84 외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다락원 Biz 중국어 마스터 실전 회화 (1) 중급 1개월 15 11 ₩60,000 ₩13,500 ₩73,500 Useful! 비즈니스 중국어

85 외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다락원 Biz 중국어 마스터 실전 회화 (2) 중급 1개월 15 11 ₩60,000 ₩60,000

86 외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다락원 Biz 중국어 마스터 현지 회화 (1) 고급 1개월 20 15 ₩60,000 ₩14,000 ₩74,000 (최신개정)OK! 비즈니스 중국어

87 외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다락원 Biz 중국어 마스터 현지 회화 (2) 고급 1개월 20 15 ₩60,000 ₩60,000

88 외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나의 겁 없는 중국출장 중국어 - 만남&회의편 초급 1개월 20 10 ₩70,000 ₩15,000 ₩85,000 나의 겁 없는 중국출장 중국어

89 외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나의 겁 없는 중국출장 중국어 - 꽌시편 (1) 초급 1개월 20 10 ₩70,000 ₩15,000 ₩85,000 나의 겁 없는 중국출장 중국어

90 외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나의 겁 없는 중국출장 중국어 - 꽌시편 (2) 초급 1개월 20 10 ₩70,000 ₩70,000

91 외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나의 겁 없는 중국출장 중국어 - 출장편 (1) 초급 1개월 14 7 ₩70,000 ₩15,000 ₩85,000 나의 겁 없는 중국출장 중국어

92 외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나의 겁 없는 중국출장 중국어 - 출장편 (2) 초급 1개월 13 7 ₩70,000 ₩70,000

93 외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나의 겁 없는 중국출장 중국어 이메일편 중급 1개월 14 7 ₩70,000 ₩15,000 ₩85,000 나의 겁 없는 중국출장 중국어

94 외국어 비즈니스 중국어 문화와 함께 배우는 중국어는 처음이지? 초중급 1개월 20 13 ₩80,000 ₩80,000

95 외국어 기타 비즈니스 외국어 씬짜오 베트남어 문법 초중급 1개월 15 7.6 ₩50,000 ₩50,000

96 외국어 기타 비즈니스 외국어 씬짜오 베트남어 실전 회화 초급 1개월 15 7.6 ₩50,000 ₩50,000

97 외국어 기타 비즈니스 외국어 씬짜오 베트남어 첫걸음 입문 1개월 15 7.6 ₩50,000 ₩50,000

98 외국어 기타 비즈니스 외국어 씬짜오 베트남어 회화 중급 중급 1개월 15 7.6 ₩50,000 ₩50,000

99 외국어 기타 비즈니스 외국어 씬짜오 베트남어 회화 초급 고급 1개월 15 7.6 ₩50,000 ₩50,000

100 외국어 기타 비즈니스 외국어 씬짜오 비즈니스 베트남어 고급 1개월 15 7.6 ₩50,000 ₩50,000

101 외국어 기타 비즈니스 외국어 올라 스페인어 회화 초급 초급 1개월 15 15 ₩60,000 ₩60,000

102 외국어 기타 비즈니스 외국어 엑시또스 비즈니스 스페인어 회화 초급 1개월 15 15 ₩60,000 ₩60,000

103 외국어 기타 비즈니스 외국어 쁘리벳 초급 러시아어 초급 1개월 15 15 ₩60,000 ₩60,000

104 외국어 기타 비즈니스 외국어 하라쇼 비즈니스 러시아어 중급 1개월 15 15 ₩60,000 ₩60,000

105 외국어 기타 비즈니스 외국어 할로 왕초보 인도네시아어 회화 초급 1개월 15 15 ₩60,000 ₩60,000

106 외국어 기타 비즈니스 외국어 스망앗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어 중급 1개월 15 15 ₩60,000 ₩60,000

107 직무 마케팅/경영 페이스북 마케팅 실전기법 초급 1개월 6 8 ₩50,000 ₩50,000

108 직무 마케팅/경영 인스타그램 마케팅 실전기법 초급 1개월 5 2 ₩50,000 ₩50,000

109 직무 마케팅/경영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시크릿 코드, 시장을 읽어라! 초급 1개월 10 10 ₩85,200 ₩14,800 ₩100,000 골목의 전쟁, 소비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110 직무 마케팅/경영 일잘러를 위한 10가지 협상의 기술 입문 1개월 10 10 ₩85,000 ₩15,000 ₩100,000 협상이 이렇게 유용할 줄이야

111 직무 마케팅/경영 4차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 초급 1개월 10 3 ₩50,000 ₩34,000 ₩84,000
경제읽어주는남자의 디지털 경제지도(지식노마드)

/ 마케팅의 정석(책길)
112 직무 법정교육 슬기로운 보안생활_언택트 시대에 필요한 정보 지킴 매뉴얼 입문 1개월 4 2 ₩20,000 ₩20,000

113 직무 법정교육 오늘부터 선진국 지성인_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입문 1개월 2 1 ₩20,000 ₩20,000

114 직무 법정교육 갑ㆍ분ㆍ사(갑질 분위기 사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1개월 1 ₩10,000

115 직무 OA [HD]MS Word 2016 기초 익히기 초급 1개월 10 5 ₩20,000 ₩20,000

116 직무 OA [HD]MS Excel 2016 기초 익히기 초급 1개월 21 8 ₩42,000 ₩42,000

117 직무 OA [HD]MS PowerPoint 2016 기초 익히기 초급 1개월 20 8 ₩40,000 ₩40,000

118 직무 OA [HD]MS Access 2016 기초 익히기 초급 1개월 20 8 ₩26,000 ₩26,000

119 직무 OA [HD]MOS Word (Expert) 2016 자격증 따기 중고급 1개월 20 9 ₩40,000 ₩40,000

120 직무 OA [HD]MOS Excel (Expert) 2016 자격증 따기 중고급 1개월 23 12 ₩46,000 ₩46,000

121 직무 OA [HD]MOS PowerPoint 2016 자격증 따기 중고급 1개월 20 8 ₩36,000 ₩36,000

122 직무 OA [HD]MOS Access 2016 자격증 따기 중고급 1개월 21 10 ₩42,000 ₩42,000

123 직무 OA [HD]팁으로 배우는 엑셀(Excel) 중급 1개월 13 2 ₩26,000 ₩26,000

124 직무 OA [HD]팁으로 배우는 파워포인트(PowerPoint) 중급 1개월 13 2 ₩26,000 ₩26,000

125 직무 OA [HD]팁으로 배우는 한글 중급 1개월 11 2 ₩22,000 ₩22,000

126 직무 OA [HD]한글 2018 제대로 배우기 중급 1개월 20 8 ₩40,000 ₩40,000

127 직무 IT비즈니스 [데이터 인문학] 데이터로 사고하라 입문 1개월 10 3 ₩100,000 ₩100,000

128 직무 IT비즈니스 사례로 알아보는 AI Transformation 기술 입문 1개월 10 10 ₩103,000 ₩17,000 ₩120,000 AI 최강의 수업

129 직무 IT비즈니스 AI 이노베이션 입문 1개월 13 13 ₩50,000 ₩50,000

130 직무 IT비즈니스 처음 배우는 딥러닝(Deep Learning) 입문 1개월 10 10 ₩116,000 ₩24,000 ₩140,000 모두의 딥러닝

131 직무 IT비즈니스 모두를 위한 데이터 분석 with Excel(Power BI) 입문 1개월 16 16 ₩100,000 ₩20,000 ₩120,000 만만한 실무 데이터 분석 with Excel

132 직무 프로그래밍 모던웹개발을위한 JAVA9프로그래밍 고급 1개월 20 21 ₩150,000 ₩36,000 ₩186,000 카이 호스트만의 코어 자바 8

133 직무 프로그래밍 실전 개발자를 위한 Spring Framework 중급 1개월 22 23 ₩150,000 ₩32,000 ₩182,000 웹 개발자를 위한 Spring 4.0 프로그래밍

134 직무 프로그래밍 파이썬을 이용한 자동화 스크립트 중급 1개월 25 26 ₩150,000 ₩30,000 ₩180,000 처음 시작하는 파이썬

135 직무 프로그래밍 실습과 함께하는! 데이터베이스 MySQL편 중급 1개월 20 21 ₩140,000 ₩45,000 ₩185,000 Real MySQL

136 직무 프로그래밍 실습과 함께하는! 데이터베이스 Oracle 12c 중급 1개월 21 22 ₩150,000 ₩45,000 ₩195,000 한권으로 끝내는 오라클 11g 부터 12c 완벽 바이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