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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한 가치 01 
고객에게 필요한 가치를 가장 앞장서서 채워주는 기업! 

가치 1 가치 2 가치 3 

기능별 전문인프라 확보 
- (1)콘텐츠제작, (2)시스템, (3)교육운영 

영상촬영/편집 

맞춤형 훈련시스템 개발/운영 

학습운영  

강사섭외 

수료증 발급  

ONE Q – 온라인으로 모든 교육을 
(제작부터 운영, 수료증발급까지) 

학습자들의 니즈와 이슈를 
선점한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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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제작(산업별,  

디지털융합, 법정필수 등) 

다양한 형태 제작 

(드라마, 토크쇼, 다큐 등) 

중견영화제작사 수준의 시설,  

스튜디오 5개 별도구비 

타기관 대비 전문  

콘텐츠 제작인력 및 시설 

최신영상프레임(스토리텔링,  

토크, 유튜브형 PIP) 

시스템 자회사(에듀버스) 분리, 

맞춤형 사이버연수원 제공 

운영전문인력(평생교육사 등) 구성 

- 대규모 위탁훈련 지속 운영 

1 

2 

3 



2021 
고용노동부 주최 디지털융합 훈련과정  런칭  
병무청사회복무연수센터 사회복무요원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 
자회사 ㈜에듀버스 분사 

2020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산업안전보건교육 공동 업무협력 협약 체결 
청년친화 강소기업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 교육청 근로자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런칭 
여성가족부 산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용역 수행  

2019 
여성가족부 성희롱예방교육 스토리보드 공모전 최우수상 
재단법인 드림위드앙상블 양해각서 체결 
연세대학교 BIT 마이크로팹 연구소 양해각서 체결 

2018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경영혁신형(Main-Biz), 혁신형(Inno-Biz) 기업 선정 

VR안전영화공모전 입상(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훈련기관인증평가 우수기관 인증 (3년) 

2017 
산업안전보건 온라인 교육 런칭 
기술평가우수기업인증(NICE 평가정보) 

2016 대한건축사협회와 직무교육 위탁운영 협약 체결(~2020 현재) 

2015 STP(서울테크노파크) 패밀리기업 선정 

2014 벤처기업 인증(기술보증기금)  

2013 기업부설연구소 ‘인적자원개발(HRD)연구소’ 설립 

2012 ㈜올윈에듀로 사명 변경  

2011 고용노동부 원격평생교육시설 인정 

2008 ㈜랜드윈 설립 

주요 연혁 주요 고객사 (누적고객 : 9,000 여개 社)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학교 

협회ㆍ단체 

주요연혁 및 고객사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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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조 03 

산업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집체교육/위험성평가교육 
• 타워크레인 신호수교육 
• PSM/MSDS교육 

영상/교육콘텐츠 제작 

• 드라마 스타일 
• 다큐 스타일 
• 예능 스타일 

AW Production 

자격증 전문교육 

• 국가공인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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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실무교육 
• 건설기술인 교육 
• G-SEED ID(녹색인증전문가 교육) 

• 세무TV • 반도체취업교육 

• 근로자산업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 우편원격교육 

• 디지털융합 교육 

• 산업별 직무역량교육 

• 공통직무역량교육 

• 법정필수/산업안전보건교육 

• 자격증 교육  



사업부문별 소개 04 

디지털 융합 콘텐츠 구성 
(4차산업 기반) 

• 재직자의 디지털 융합기술 역량개발 지원 

• 중소, 중견기업에 교육훈련비 100% 지원                      
(2021년 6월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디지털융합교육 

디지털 역량 + 직무 역량과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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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20개 과정 개설 
(환급과정) 

로봇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블록체인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가상현실 

스마트제조 

인공지능 (AI) 



사업부문별 소개 04 

산업별 성과창출을 위한 
실무교육 구성 

• 직무별 검증된 강사진 구성 
• 직무개론부터 실무사례 교육 
• 현장실무역량강화 및 성과창출 

산업별로 회사의 매출/이익창출에 기여 

물류 

자동차 

소프트웨어(SW) 

섬유패션 

ICT 비즈니스전략 

플랜트/건설/엔지니어링 

식품/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별 직무역량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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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개 과정 개설 (환급과정) 



사업부문별 소개 04 공통 직무역량교육 

일반직무/직급별 교육 

• 기업에서 필요한 직급별/직무별 
공통역량 교육 수행 

마케팅 / 영업 

정보통신기술 (ICT) 

생산품질 / 업무성과 

경영 / 전략 

인사 / 노무 / 회계 

고객만족 / 금융경제 

리더십 / 커뮤니케이션 

산업기술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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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0개 과정 개설 (환급과정) 직급별/공통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회사의 매출/이익창출에 기여 



사업부문별 소개 04 4대법정필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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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스토리보드 공모전 최우수 (2019, 여성가족부) / VR안전영화공모전 입상 (201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만으로 학습 가능 
3개 과목 이상 동시 수강 시 

교육비 할인 제공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시 

1. 장애인 정의 및 장애종류

(15분) 

2. 장애종류별 에티켓(25분) 

3. 발달장애 오케스트라(12분) 

4. 장애관련법령(10분) 
 

[총 62분] 

1. 장애인 정의 및 장애종류

(20분) 

2.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토

크쇼(20분) 

3. 장애인의 정의, 장애종류, 

법령과 사례(20분) 

[총 60분]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토크쇼(20분) 

2. 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 & 

  잘못된 표현 바로 알기 콩트(20분) 

3. 장애의 정의와 장애유형 이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강의(20분)  

[총 60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1. 카사노바 개과천선 프로젝

트(34분) 

2. 에피소드 1~3(15분) 

3. 성희롱 관련 법령, 처벌규

정(12분)  
 

[총 61분] 

1.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희롱 사례(20분) 

2. 성희롱 예방을 위한 토크쇼

(20분) 

3. 성희롱의 정의, 관련법령과 

사례(20분) 
 

[총 60분] 

1. 직장내 성희롱 판단 기준과 

사후대처법 토크쇼 -  

사연소개 및 꽁트 (25분) 

2. 성인지 감수성 OX 퀴즈  

(15분) 

3.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의 (20분)  

[총 60분]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유튜버 + 드라마 드라마 + 토크쇼 + 강의 유튜버 + 드라마 + 다큐 드라마 + 토크쇼 + 강의 꽁트 + 토크 + 퀴즈 + 강의 꽁트 + 토크 + 퀴즈 + 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YFkZeLP0SW4
https://www.youtube.com/watch?v=FE56NAtDKqs
https://www.youtube.com/watch?v=qrP5wHkv9Ng
https://www.youtube.com/watch?v=UATwRknyPZQ
https://youtu.be/uXFsofBeHfE
https://youtu.be/iZ5uhXPDRUQ


사업부문별 소개 04 4대법정필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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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스토리보드 공모전 최우수 (2019, 여성가족부) / VR안전영화공모전 입상 (201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만으로 학습 가능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함 

1.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및 사례(10분)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및 법령

내용 분석(15분) 

3. 판단요소 및 사례(30분) 

4. 대처방안(10분) 
 

[총 65분] 

1.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정의 및 주요 

포인트( 17분) 

2. 직장내 괴롭힘의 유형 및 사례(17분) 

3.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17분) 

4.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9분) 

[총 60 분]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 실시 

1. 데이터3법(7분) 

2. 개인정보보호개요(15분) 

3. 교육의필요성(7분) 

4. 개인정보보호관련법령 및 유출예방

수칙(33분) 
 

[총 62분] 

1. 데이터3법의 이해(17분) 

2. 개인정보보호개요(12분) 

3. 교육의필요성(5분) 

4. 관련법령(18분) 

5. 개인정보유출예방방지(8분) 
 

[총 60분]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강의(크로마키+모션그래픽) 유튜버 + 드라마 + 다큐 꽁트 + 토크 + 퀴즈 + 강의 꽁트(토크쇼) + 강의 

3개 과목 이상 동시 수강 시 

교육비 할인 제공 

https://www.youtube.com/watch?v=SAkRLgP8CDA
https://www.youtube.com/watch?v=SIk0aLaPfwg&t=368s
https://www.youtube.com/watch?v=Qe2dkKkpGc8&t=20s
https://youtu.be/kr-kWf_OPR0


사업부문별 소개 04 기타법정필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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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수강해야 할 법정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청탁금지법(윤리/청렴) 

4대폭력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감정노동자 교육 

직장내 갑질예방/재발방지교육 

사회적가치 구현과 인권경영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심폐소생술 및  
사고시 응급처치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업종/직무별 수강해야할 법정교육 



사업부문별 소개 04 산업안전보건교육 

㈜올윈에듀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가장 편리하다, 보기 좋다, 믿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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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클릭하시면 샘플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편리하다 보기 좋다 

모듈화된 교육과정, 젊은 강사진, 산뜻한 교안 

법규(공통)  
사고예방(공

통) 
직업병 

(산업별) 

유해/위험 작
업환경(기업

별) 

변경모듈 고정모듈 

믿어진다 

편리하다 보기 좋다 

모듈화된 교육과정, 젊은 강사진, 산뜻한 교안 

법규(공통)  
사고예방(공

통) 
직업병 

(산업별) 

유해/위험 작
업환경(기업

별) 

변경모듈 고정모듈 

믿어진다 

• 산업안전보건교육평가 A등급 기관(2022) 

• 온라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최초 승인 및 최다수행기관 근로자 정기교육 연간 진행 시, 원가대비 교육비 할인 혜택 

https://www.youtube.com/watch?v=jv5NUO3xuW0&t=128s
https://www.youtube.com/watch?v=TdS236WHBVE&t=13s
https://www.youtube.com/watch?v=0Q-Nr-RWNLI&t=102s
https://www.youtube.com/watch?v=jv5NUO3xuW0&t=128s
https://www.youtube.com/watch?v=TdS236WHBVE&t=13s


사업부문별 소개 04 위탁훈련 

교육 커리큘럼의 확정 및 전문 강사 섭외  

필수 교육인력 확정 또는 마케팅 / 홍보를 통한 교육 대상인력 

확보 수료증 발급 

고객사 역할 

강의 영상 촬영 및 편집  

고객 니즈를 반영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교육운영 및 결과  보고  

올윈에듀 역할 

고객사와 올윈에듀의 강점을 극대화 

비즈니스 모델의 유연성(확장성) 증가 

업무 효율성 증대 

시너지 효과 

11 

직종별 필수 교육 위탁운영 (최초교육, 전문교육, 보수교육 등) 

교육대상인력 확정 

학습운영 

수료증 발급 

강사섭외 

강의영상촬영 

시스템 개발/운영 

고객/올윈에듀 고객 올윈에듀 



사업부문별 소개 04 자격증 교육 

과정구성 

미래의 신직업으로 떠오르고 있
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가스, 
에너지,공조냉동,소방,위험,  
전기 관련 기사(산업) 및 
기능사 자격증 교육 운영  

과정구성 

공인중개사, 직업상담사, 
경비지도사로 구성된  
국가전문 자격증 과정 

10년 넘게 운영한 노하우로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   

과정구성 

토목시공,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기계설비, 토질 및 기초기
술사, 조경기술사에 이르기까지 
종로기술사학원 대표 강의들의  

사이버 교육 콘텐츠 구성  

국가기술 자격증 국가전문 자격증 종로기술사학원 제휴 협력교육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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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국가전문자격증 
교육교재(Book)와 인터넷 동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자격증 교육 과정 



사업부문별 소개 04 영상콘텐츠 제작 

맞춤형 홍보영상 및 드라마, 다큐 등 제작 중견제작사 수준의 시설 및 인프라 구축 

13 



사업부문별 소개 04 영상콘텐츠 제작 

14 

고객의 니즈, 콘텐츠 특성 등에 따른 제작 이미지 클릭 시, 샘플영상 제시 

PIP형(유튜브 지식채널) 

예능형 
(스토리텔링, 꽁트, 심화강의 등) 

GOGO형 
(주제토크, 현장탐방, 심화강의) 

드라마형 
(스토리텔링 기반 PULL 버전) 

토크쇼형(주제토크, 심화강의, 퀴즈) 꽁트 + PIP 

https://www.youtube.com/watch?v=r-is15j3hdg
https://www.youtube.com/watch?v=qrP5wHkv9Ng
https://www.youtube.com/watch?v=jqpe0SJzRKQ
https://www.youtube.com/watch?v=UOpCSvw9N5s
https://allwinedu.net/contents2/sample/AT96/01.mp4
https://allwinedu.net/contents2/sample/AT96/01.mp4
https://www.youtube.com/watch?v=jv5NUO3xuW0


사업부문별 소개 04 기타 – 반도체 취업교육 

연세대학교 등 대학교 FAB시설과 제휴하여 반도체 분야 취준생 현장공정실습 운영 

FAB시설 현장촬영 / 제작된 온라인 공정실습 콘텐츠 운영 (연구소 명의 수료증 발급) 

반도체 공정실습 

취업 및 직무특강 콘텐츠 운영 

오프라인 취업 및 직무특강 + 취업 컨설팅  

교육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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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취준생 교육 및 취업지원사업 



업무체계 및 프로세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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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작 프로세스 

원고분석 PPT 디자인 촬영, 편집 콘텐츠 제작 업로드 

원고가이드,  

원고 수정편집본 

강사 원고 검수,  
수정 등 질 관리 

원고 디자인 

개발용  

디자인 원고 최종본 

현장촬영 및  
영상편집 

음성 확인 

1차영상 편집물 

음성편집 

최종 페이지 구현 

제작물(인트로 등) 

홈페이지 

운영 준비 

개발물 검수 및 
최종 업데이트 

최종 개발물 
포팅 

음성적용한 

최종 편집물 



업무체계 및 프로세스 05 

메인 홈페이지  

기업맞춤형 사이버 연수원(직접 수강신청 및 학습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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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사이트 운영체계 

디지털융합 훈련과정 사이버연수원 https://digital.allwinedu.net https://www.allwinedu.net 

기업맞춤형 사이버 연수원 (학습자 명단 확보 후 단체입과) 



주요사업실적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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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주요실적 

병무청사회복무연수원, 대구은행,  

엘지유플러스 콘텐츠 위탁제작(2021) 

현대/기아자동차 전 임직원 
직무 및 법정필수교육(2020~) 

NHN, IBK서비스 등 법정필수교육 

(2020~) 

중앙아시아 플랜트 교육 제작 

(투르크메니스탄 수출/2020)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무교육  

5년 연속 독점 운영 

산업안전보건교육 디지털융합교육  
연 인원 10만명 이상 수강 
(온라인교육업계 최대규모) 

월 평균 4천명 이상 수강 
(온라인교육업계 최상위권 규모) 

자체교육 주요실적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안전보건  

온라인교육 위탁 운영 



주요인증 07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2018)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2018) 

• 벤처기업 인증(2018) 

• 강소기업 인증(2019~2020) 

혁신 기업 

 공식기관 인증 

• 원격평생교육시설 인증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인증 

• 성희롱예방교육기관 인증 

• 장애인인식개선교육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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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9길 47(한신IT타워 2차), 1403호 

T. 1688-2447 

F. 02)6280-0411 

E. all@allwinedu.com 

H. http://allwined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