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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 1. VUCA의 시대 기업의 핵심역량
글로벌 경영전략 컨설팅회사인 맥킨지(McKinsey)가 선정한 세계 경제 키워드 VUCA,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생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성장 기회 요인을 도출하여 경쟁우위 전략을 수립·실행할 수 있는 경영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VUCA 시대의 도래

VUCA의 시대, 기업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
“예측치를 믿을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맥킨지가 선정한 세계 경제 4대 키워드

변동성이 크다!
(Volatility)

복잡하다!
(Complexity)

해당산업의환경분석력과거시적관점보유
[전략경영및경영전반이해]

불확실하다!
(Uncertainty)

안정성 강화를 위한 비용관리 및 재무 관리 역량
[회계 재무 지식]
수익창출을 위한 전사 마케팅 강화 및 서비스 개선
[마케팅 지식]

모호하다!
(Ambiguity)

효율적인사업관리및전략적의사결정역량
[인사조직관리지식]

“위험과 기회,
양면의 속성을 지닌
미래 50년”

“조직원들의 경영전반을 아우르는
지식 수준이 곧 기업의 수준”

* 자료 : McKinsey Strategy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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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 2. 전략 의사결정은

CEO의 몫?

과거와 달리 급변하는 초(超) 경쟁환경에서는 CEO의 Insight와 역량에만 의지하여 기업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기업의 성패는 뛰어난 CEO 개인의 결정이 아닌 조직 內 개개인의 상시적 의사결정에 좌우됩니다.

과거의 경영환경에서의 전략적 의사결정

초 경쟁환경에서의 전략적 의사결정

기업을둘러싼환경변화가급작스럽거나복잡하지않음

기업을둘러싼환경변화가빠르고복잡하고동시에일어남

CEO의의사결정이기업전체의방향을결정

더이상CEO 혼자서전략을수립할수없음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Specialist 강조!

전략적 사고와 경영역량을 갖춘 Generalist 육성 강조!

* 초 경쟁환경 :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새로운 기술이나 예기치 못한 기업의 등장, 업종 통합 등으로 기업이 극심한 경쟁을 벌이는 것을 의미 (D’aveni, R. A (1994). HyperCompetition : Managing the dynamics of strategic maneuvering. Ny : The Fre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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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 3. MBA를 통해 길러지는 기업의 핵심인재
이제 기업은 자신의 분야에서 확고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Specialist뿐만 아니라,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확장할 수 있는 경영전반 지식을 갖춘
Generalist를 함께 양성하는 인재 전략으로만 충분한 경영역량을 갖출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MBA 학습입니다.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Generalist 인재 양성

Generalist

MBA강의를통한경영지식습득
실무사례를통한Insight 향상

 넓은경영자의시야획득

조직 개개인의
Insight 개발 필요

강
점

동문Pool을통한외부네트워크확장

 다양한업무분야의조율가능
 각분야별사업기획포착

Specialist
강
점

 자기분야의확고한전문성
 전문분야에서의탁월한업무
성과

경영전반에대한이해를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발굴
현장에서빠른전략적의사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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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도구

행복한 성공파트너
교육특전

Smart MBA의 특장점
4만 명 이상의 동문을 배출한 국내 온라인 MBA 名家로서의 12년 노하우를 집대성한 휴넷 Smart MBA는, Trendy한 경영지식에 Smart한
학습 Tool을 더하여 완벽히 새롭게 태어난 실용 MBA 과정입니다.

검증된 전문가와 커리큘럼

Smart한 학습도구
• 70-20-10 모델 스마트학습도구

• 최고의 교수진이 보증하는 커리큘럼

• 스마트러닝 최적화

• 실무 지향적 커리큘럼과 최신 사례

• 편리한 e-Book교재 제공

• NCS 인증 교육과정

• 과목별 진단 서비스

휴넷

• 스마트패드 함께 구매 가능

Smart MBA
실용적인 교육특전

Since 2003…
4만 명 동문을 배출한

• 오프라인 트렌드 특강 제공
• 데일리 인사이트 과정 제공

“국내최고의 온라인 MBA”

• 경영능력인증시험 2급 자격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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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BA의 특장점 : 1. 검증된 전문가와 커리큘럼
탁월한 강의력과 생생한 실무(현장) 중심의 컨텐츠 구성력을 갖춘 검증된 교수진으로 휴넷 Smart MBA의 프리미엄을 더했습니다.

최고의 교수진이 보증하는 실무 지향적 커리큘럼
생생경영학

조영탁 대표

• ㈜ 휴넷 대표
• 경영컨설팅 대가
• 인기 경영 메일링 운영자
(행복한 경영이야기)

인사조직

전략경영

이동현 교수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한국의 경영대가 30인 선정
(매경이코노미)
• 수강생 만족도 1위 교수

윤석화 교수

회계재무

•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 오프라인 강의만족도 1위
• 실무경험에 입각한 실전형 강의

마케팅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2009, 12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우수강의상 수상
• 2011년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

정도진 교수

유원상 교수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한국기업경영학회 부회장
• 한국 마케팅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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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BA의 특장점 : 1. 검증된 전문가와 커리큘럼
5개의 과정이 모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커리큘럼의 공신력을 더했습니다.

전 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증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
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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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BA의 특장점 : 2. Smart한 학습도구
휴넷 Smart MBA의 모든 컨텐츠는 글로벌 학습 트렌드인 702010 모델을 적용한 러닝 플랫폼 – Smart MBA Platform을 통해 제공됩니다.

702010모델을 적용한 Smart MBA Platform
학습 설계의 New Global Trend

Smart 학습도구

“702010”
자기
주도
학습
Tool

비정형적 모멘텀

본 학습

(공유 / 소셜러닝)

현업 적용 (경험)
/ 현업 공동학습

(자기주도학습)

공유
/
소셜
러닝
Tool
현업
적용
/
협력
학습
Tool

H-노트

“H-Tools”

[자기주도학습 솔루션]
반복학습 및 학습 내재화를 돕는
나만의 스크랩 노트 서비스

[기억재생 솔루션]
망각곡선 이론을 근거로 학습전이를
H-리마인더 촉진시키는 능동적 복습 서비스
[상시학습 솔루션]
지속적/반복적 자극을 통해 학습
H-스토리 습관을 만드는 Daily 컨텐츠
[심화학습 솔루션]
추천도서 공유 및 상호추천을 통해
H-라이브러리학습자간 스터디 및 정보공유 가능

H-툴킷

[심화학습 솔루션]
현장에서 바로 쓰는 다양한 툴킷
및 가이드로 현업적용도 UP

[심화학습 솔루션]
공동학습 기반의 문제해결형
H-클래스 심화학습(Action Learning) 운영

※ 702010 모델이란?
2015 ATD ICE에서 찰스 제닝스(Charles Jennings), 요세 아레츠(Jos Arets), 그리고 비비안 하인넨(Vivian Heijnen)이 제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던 학습 프레임.
이들은 정형화된 교육훈련에만 의존하는 기계적 교육계획을 비판하고, 10%의 정형 학습과 20%의 비정형적 학습(소셜러닝을 포함한), 70%의 현업 경험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702010 모델”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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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BA의 특장점 : 2. Smart한 학습도구
Smart MBA Platform 을 통해 사전 사후 온라인 진단, 온라인 강의, 매월 제공되는 오프라인 특강은 물론 학습 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Tool들에
간단히 접근 가능합니다.

Smart MBA Platform을 통한 완전학습

커리큘럼 학습
• MBA 정통 커리큘럼과 국내 실무
사례가 접목된 실용 MBA 커리큘럼을
수강생 만족도 1위 교수, 선호도 1위
교수 등 대한민국 최고 교수진들을
통해 배우실 수 있습니다.

Smart MBA 진행단계
• Smart MBA 과정의 현재
진행상태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mart 학습 Tool
• 효과 극대화를 위한
Smart학습 Tool을 제공합니다.

MBA 인사이트 플러스
과목별 진단 시행

• MBA학습에 깊이를 더해 줄
데일리 인사이트!
• 비즈니스 리더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여 제공합니다.

• 휴넷 Smart MBA를 수강하기 전 vs.
수강하고 난 후 어떤 능력, 어떤 역량이
달라질까요?
• 사전진단 vs. 사후진단을 통해 보유 능력을
비교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MBA 트렌드 특강 신청
• 오프라인에서 생생한 인사이트를
체득할 기회!
• 매달 새로운 특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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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MBA의 특장점 : 3. 실용적인 교육특전
학습 성과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온/오프라인 심화 학습 기회는 물론, 학습 성취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자격증 발급까지. 수많은 온라인 MBA 중
오직 휴넷 Smart MBA만이 제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특전입니다.

휴넷 Smart MBA만의 특별한 교육특전

매월 제공되는
Trend Watching

매일 제공되는
휴넷 최고의 Insight

오프라인
트렌드 특강

데일리 인사이트
컨텐츠

(월 1회)

(매일 1개)

학습 성과를
증명할 실질적 혜택

경영능력인증
시험 2급
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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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 1. 핵심만 다루는 실용적 커리큘럼
휴넷 Smart MBA는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직결되는 커리큘럼만 압축하여, 통합적 시각 함양과 전략적 사고로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이끌
전략적 인재를 육성하도록 최적화된 가장 실용적인 MBA 프로그램입니다.

핵심만 다루는 “휴넷 Smart MBA”

회계재무
회계·재무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경영도구로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의사결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는 역량을 키운다!

마케팅

인사조직

마케팅의 메가트렌드를 읽고, 미래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시장을 창조하고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역량을 키운다!

인적자원을 확보, 개발, 배치, 평가하는 인사전략과
시너지(성과)를 창출하는 조직관리를 통해 경영현장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역량을 키운다!

전략경영
전략 수립과 실행을 위한 핵심이론과 방법론을 습득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존속시키는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을 키운다!

생생경영학
글로벌 리더들이 선도하는 경영 트렌드 및
기업의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주요 경영활동을
경영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야를 얻는다!

14

커리큘럼 : 2. 과학적인 학습

Flow

휴넷 Smart MBA 각 과정은 온라인 MBA 컨텐츠 13년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가 최적의 시나리오와 학습 구조 설계하였습니다.
목표 설정부터 학습, 사례분석, 체화(體化)를 통한 역량 향상까지, 그 어떤 MBA 프로그램보다 빠르게 학습 성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MBA 전문가가 설계한 과학적 학습 Flow

1. Focusing
- 도입사례

2. Learning

3. Doing

- 본 강의 (2~3개)

-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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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umping

- Biz Insight (심화사례)

- 퀴즈 & 서머리

- Biz Innovation
(의견작성 및 공유)

- Good to Great
(MBA 칼럼)

커리큘럼 : 3. 과정별 세부 커리큘럼 구성

전략경영

모듈

기업과 경영

경영컨설팅의 대가

서울대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탁월한 기업을
만드는
인사조직관리

회계
관리

마케팅
전략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경력
현 ㈜ 휴넷 대표이사
전 금호그룹 회장부속실

마케팅

회계재무

과정 상세 내용 [Course profile]

구조도 [Course Roadmap]

위대한기업과탁월한리더

학력

인사조직

글로벌 리더들이 선도하는 경영 트렌드 및 기업의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주요 경영활동을
경영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야를 얻는다!

1개월차. 생생경영학
조영탁 대표 (㈜휴넷 대표)

생생경영학

전략과 전략우위

전략경영과
경쟁우위

인사조직
관리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관리

공인회계사

차시
1. 기업경영과 경영자
2. 경영환경의 변화와 경영의 미래
3. 리더십의 본질과 리더의 역할
4. 기업의 존재이유와 미래를 위한 비전
5.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한 행복경영

6. 인적자원관리와 핵심인재 확보
7. 동기부여와 직원몰입
8. 조직 커뮤니케이션과 임파워먼트
9. 공정한 평가와 보상
10. 선진적인 조직구조 구축
11. 기업문화와 기업의 경쟁력
12. 경영전략과 사업다각화
13. 산업구조분석과 경쟁우위 확보
14. 플랫폼 전략과 오픈 이노베이션
15. 변화관리와 혁신전략
16. 무형자산의 축적과 기업가치 제고
17 회계재무의 이해와 회계정보의 활용

주요저서
고객을 사로잡는
마케팅 전략

행복에너지(2013)
행복경영(2007)

기업과 경영

행복한 경영이야기 1, 2권(2004)

위대한 기업과
탁월한 리더

100억 연봉 CEO(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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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STP와 4P MIX
19. 고객중심 마케팅과 고객만족경영

20. 위대한 경영자가 되는 법

커리큘럼 : 3. 과정별 세부 커리큘럼 구성

전략경영
전략경영

모듈

전략경영의
기초
수강생 만족도 1위
외부환경/
내부능력분석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국제경영)

내외부
환경분석

전략
수립

전략
실행

현,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대학원 학과장

사업전략 수립

현, 한국전략경영학회 이사
현, 휴넷 전략자문교수
전, 미국 듀크대학교 경영대학원 방문 교수
전, 가톨릭대학교 기획부처장

주요저서
깨달음의 경영(저서)
CEO히딩크: 게임의 지배(저서)

회계재무

차시
1. 전략적 사고
2. 전략이론 기초

3. 거시환경분석
4. 산업구조분석
5. 전략집단 및 경쟁자 분석
6. SWOT 분석과 7S Model
7. 비즈니스 시스템과 가치사슬
8. 핵심역량분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학사)

경력

마케팅

과정 상세 내용 [Course profile]

구조도 [Course Roadmap]

전략경영의
기초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박사-경영전략)

인사조직

전략 수립과 실행을 위한 핵심이론과 방법론을 습득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을 존속시키는 전략적 의사결정 역량을 키운다!

2개월차. 전략경영
이동현 교수 (가톨릭대)

생생경영학

혁신적
사업방식

전략 실행

디지털 혁명과 기업의 e-Business 전략(저서)

혁신적 사업방식

강한 기업의 지식 경영과 지배구조(저서)
디자인, 디자인 산업, 디자인 정책(저서)
경쟁전략의 이해와 실천방법(상)(하)(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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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업전략의 수립
10. M＆A와 전략적 제휴
11. 절범세계적 경쟁의 도래와 글로벌 전략
12. 경쟁전략의 수립
13. 초경쟁 전략
14. 불확실성과 시나리오 경영
15. 조직과 전략평가시스템
16. 변화관리
17. 파괴적혁신
18. 가치혁신
19. 비즈니스 모델 혁신
20.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창출

커리큘럼 : 3. 과정별 세부 커리큘럼 구성
3개월차. 인사조직
윤석화 교수 (서울대)

생생경영학

모듈

인프라의
구축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차시

1.
전략적 인사조직을 위한 2.
인프라 구축
3.
4.

학원 경영학 박사 (조직행위론 전공)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 학사

시너지를
창출하는
조직관리

시너지를
창출하는
조직관리

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 Montclair State University 조교수

비전제시와 조직설계
조직구조 설계
조직문화 분석
인프라 구축을 통한 조직개발

5. 직무분석 및 설계
6. 인적자원계획
7. 인적자원의 확보
8. 인재육성을 위한 방법
9. 조직공정성과 인사고과: 효율적 고과방법
10. 조직공정성과 인사고과: 고과오류 및 방법
11. 조직공정성과 보상관리
12.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견해
13. 효과적인 조직관리 리더십1
14. 효과적인 조직관리 리더십2
15. 창의성과 몰입을 이끄는 조직관리
16. 시너지를 이끄는 팀 경영(Team
Management)

(미국 New Jersey소재)

[Review]
전략적인사조직의적용

수상내역

회계재무

과정 상세 내용 [Course profile]

구조도 [Course Roadmap]

서울대 우수강의상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경영대

마케팅

인적자원을 확보, 개발, 배치, 평가하는 인사전략과 시너지(성과)를 창출하는 조직관리를 통해
경영현장에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역량을 키운다!

[Intro]
경영환경변화와
인사조직관리

학력

인사조직
인사조직

전략경영

전략적 인적자원
활용

2009,12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우수강의상 수상
2011년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
18

17.
18.
19.
20.

커뮤니케이션
조직의사결정
Boundary Spanning
갈등관리와 협상전략

커리큘럼 : 3. 과정별 세부 커리큘럼 구성

구조도 [Course Roadmap]

모듈

마케팅

기업경영과
마케팅

전략
Overview

마케팅과 마케팅
전략 프로세스

한국 마케팅학회 이사
학력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경영학 박사 (마케팅)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전략경영

시장환경 분석

마케팅
전략
프로세스
시장
개관환
경분석

시장환경
STP 전략
분석

현, 한국기업경영학회 부회장
현, 한국마케팅학회 이사

전, Singapore Management

19

1 기업경영과 마케팅: 기업 경영의 두 기둥
2 마케팅전략의 궁극적 목표
: 좋은 마케팅, 나쁜 마케팅, 이상한 마케팅
3 전략적 시장지향
4 마케팅 개념의 진화와 마켓 3.0의 시대
5 마케팅 전략 개발 프로세스 개관
6 거시환경분석과 소비자(Customer) 분석
7 경쟁 (Competition)과 자사 (Company) 분석

마케팅 4P 믹스

마케팅 트렌드와
패러다임

20 마케팅 매가트렌드 (+ 경험경제 시대의 도래)

마케팅
트렌드와
패러다임

University 조교수

과정 상세 내용 [Course profile]
차시

13 상품 전략 (Product Strategy)
14 서비스 마케팅과 브랜드 전략
15 가격 전략 (Pricing Strategy)
16 유통 전략 (Place Strategy)
17 사례분석 및 인사이트
: 누가 좋은 유통 파트너인가? (Sonance)
18 촉진 전략 (Promotion Strategy)
19 사례분석 및 인사이트
: 경쟁의 판도를 뒤바꾸는 마케팅전략
(Good Year)

마케팅
4P 믹스

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전, 한양대학교 조교수

회계재무

STP 전략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현, 한국유통학회 이사

마케팅
마케팅

8 시장세분화 (Segmentation)
9 표적시장 선정 (Targeting)
10 포지셔닝 (Positioning)
11 관계마케팅과 B2B 마케팅
(+조직구매자의 이해 + CRM)
12 사례분석 및 인사이트
: 고객의 마음을 꿰뚫는 STP (Nesle Italy)

경영학 석사

경력

인사조직

마케팅의 메가트렌드를 읽고, 미래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시장을 창조하고
기업의 가치를 제고시키는 역량을 키운다!

4개월차. 마케팅
유원상 교수 (고려대)

생생경영학

커리큘럼 : 3. 과정별 세부 커리큘럼 구성

전략경영

구조도 [Course Roadmap]

모듈

기초

재무정보
활용의
기초

기업의 자산운용에

오프라인 만족도 1위

대한 이해

학력

경력

기업의
자산운용
에대한
이해

자금조달과

자금조달과 경영성과와
재무안정성 수익성분석
평가

현,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전, 금융위원회 회계제도심의위원
전,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

재무안정성 평가

전,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팀장
전, West Texas A&M University Assistant

1 재무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
2 경영자가 알아야 할 재무정보
3. 재무정보의 국제화
4 자산의 종류와 위험자산의 구분
5 자산금액의 인위적 조작과 식별
6 저성장시대의 금융자산 투자

8 위험과 자본비용의 측정
9 부채와 자본의 균형 : 최적자본구조
10 New 재무안정성 평가지표
11 손익계산서의 진화 : 포괄손익계산서

경영성과와

12 재고자산을 통한 전략적 손익조정

수익성 분석

13 경영자의 수익성 분석과 투자자의 수익성 분석
14 현금흐름에 따른 기업유형의 구분

전, 자산운용협회 (간접투자) 회계위원회
부위원장

회계재무
회계재무

7 부채와 자본을 통한 자금조달방법과 비용

경영학 박사 (Ph.D.) University of Kentucky
경제학 학사 (B.A) 서강대학교

마케팅

과정 상세 내용 [Course profile]
차시

재무정보 활용의

회계학 석사 (M.S.) 한양대학교

인사조직

회계·재무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경영도구로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의사결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는 역량을 키운다!

5개월차. 회계재무
정도진 교수 (중앙대)

생생경영학

투자
원가정보를
의사결정과
활용한
기업가치
의사결정

원가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

Professor

투자의사결정과

자격

기업가치

CFM (American)
CMA (American)
20

15 원가의 구분과 원가계산방법
16 원가행태를 활용한 경영의사결정
17 의사결정과 관련원가
18 경영의사결정의 꽃, 투자의사결정
19 기업의 내재가치 측정
20 주가를 통해 본 기업의 시장가치

Smart MBA
HRD Total Solution Provider!

INDEX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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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도구 : 1. 능동적 학습을 위한 Smart Tools
학습 전, 중, 후에 기대되는 학습경험 설계를 통해 다양한 학습자원(자극) 및 Tool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학습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학습을
구성해 나가는 “자기조직학습환경(SOLE, Self-Organized Learning Environment)”을 제공합니다.

능동적 학습을 위한 자기조직학습환경(SOLE) 구축

Smart Tools

H-Assessment (진단)
• CBT학습 솔루션
(Competency-Based Training)

학습 전

학습 중

현재수준과 기대수준 간의
Gap 확인
→ 학습목표 수립

학습 후
사전/사후진단 간의 비교 결과 및
현재수준과 비교수준간의 Gap 확인
→ 심화학습 계획 수립

H-Note

나만의 맞춤 노트를 완성시켜
반복학습 & 학습의 내재화

• 자기주도학습 솔루션

H-Toolkit

(복습기간까지 사용 가능)

협업에서 바로 활용하는 유용한 툴킷 및 가이드 제공

• JIT 솔루션

H-Class

공동학습 기반의 문제해결형(Action Learning) 협력학습
→ 집단지성 시너지 창출

• 학습조직, 집단지성 솔루션

H-Library

추가지식자료 및 추천도서 제공 및 학습자간 상호 공유

• 심화학습 솔루션

H-Reminder

Ebbinghaus의 망각곡선을 기반으로 한
학습전이를 촉진시키는 복습 서비스

• 기억재생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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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H-Note

학습도구 : 1. 능동적 학습을 위한 Smart Tools

H-Note 서비스는 학습 중 유용한 학습내용을 스크랩하고 메모하여 나만의 노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 학습 도구입니다. 학습이 종료된
이후에도 H-Note를 통해 효과적으로 재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파일 다운로드 및 인쇄를 통해 나만의 오프라인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솔루션] H-Note

1 학습화면 스크랩 + 메모가 기능한
H-Note 클릭

2 학습 중 중요내용 메모 및 저장

3 나의 노트에서 반복학습 진행

* 학습자 주도로 학습한 내용을 통합 관리하고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개인화된 노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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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H-Toolkit

학습도구 : 1. 능동적 학습을 위한 Smart Tools

H-Toolkit 서비스는 현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툴킷 및 가이드를 제공하여, Learning by Doing을 실현시키고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인
비즈니스 성과 극대화를 돕는 실용적인 서비스입니다.

[JIT 솔루션] H-Toolkit
실행을 통한
학습!

전략방향 도출을 위한 SWOT 분석
SWOT 환경요인 도출 사례

performance

분석 툴

SWOT 분석을 통한 전략과제 도출

after

Before

Time

* 협업에서 즉시 활용을 유도하는 툴킷 및 가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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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H-Class

학습도구 : 1. 능동적 학습을 위한 Smart Tools

H-Class를 통해 온라인 교육의 상호작용 제약과 오프라인 교육의 시/공간 제약을 극복하여, 동료학습자들과 아이디어 및 의견을 공유하고,
댓글을 통한 협력학습을 진행하며 집단지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학습조직 솔루션] H-Class

의견 공유 및
댓글을 통한
학습자 간
시너지 창출

Q
.

여러분이 경험한 Good Marketing의 사례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왜 그 사례를
Good Marketing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벤치마킹 할 요소는 무엇이 있을지 탐색해보세요.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실행방안 정리
공유하기

* 공동학습 기반의 문제해결형 심화학습(Action Learning)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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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H-Library

학습도구 : 1. 능동적 학습을 위한 Smart Tools

H-Library는 전문가 추천 도서 정보 확인과 더불어, 학습자간 도서 추천이 가능한 공간이며, 학습과 관련된 지식자료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
학습자의 심화학습을 돕는 살아있는 지식 나눔 서비스입니다.

[심화학습 솔루션] H-Library

Download

Upload

*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추천 도서 & 지식자료, 학습자 간 추천 &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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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H-Reminder

학습도구 : 1. 능동적 학습을 위한 Smart Tools

H-Reminder는 학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상기(remind)시킬 수 있도록 Hermann Ebbinghaus의 망각곡선을 근거로 학습종료 후 익일, 3일,
7일, 30일 후의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주요 학습내용을 발송하는 학습기억 재생 도구입니다.

[기억재생 솔루션] H-Reminder
[에빙하우스(Hermann Ebbinghaus)의 망각곡선]

1

리마인더 도착확인

2

핵심내용 리뷰

3

퀴즈로 학습성취도 점검

4

현업 적용 tool 활용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이론으로 사람의 기억은 학습 후
10분이 지나면 망각이 시작되어 1시간이 지나면 학습한
정보의 50% 가량을 망각하게 되고, 하루 뒤에는 70%,
한 달 뒤에는 80% 이상을 잊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망각으로부터 기억을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습”이다.

* 학습 종료 후 학습의 전이를 촉진시키는
기억 재생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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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도구 : 2. 스마트러닝 최적화 컨텐츠
내용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시나리오 설계, 스마트기기에 최적화된 화면 설계로 스마트러닝에 최적화된 프리미엄 컨텐츠를 서비스합니다.

스마트러닝 최적화 컨텐츠

•

PC-Mobile간 100% 진도 연동

•

PC-Mobile간 동일경험 제공

•

스마트러닝전용플레이어를사용하여
배속기능등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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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도구 : 3. 편리한 e-Book 교재
검색, 북마크, 자동 넘김, 메모 등 유용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eBook 제공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스마트기기와 PC 양쪽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편리한 e-Book 교재 제공

※ 과목별 출력교재 별도 제공 가능 (권 당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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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도구 : 4. 과정별 사전-사후 진단 서비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설계된 사전 – 사후 진단을 제공,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세부 역량 별로 자신의 현재 수준과 기대 수준간의 Gap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역량개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과정별 사전-사후 진단 서비스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야 하지?

현업에 어떻게
적용하지?

[사후진단]

[사전진단]
학습 진행 시 보다
집중해야 할 학습
내용 확인을 통해

사전진단과 비교,

사전-사후
비교를 통한
향상도 분석

“개인별 맞춤 학습

지식 수준 및 발휘
역량 수준의
변화를 확인하고
현업적용 가이드를

목표를 수립”

받음

얼마나
알게 되었지?

Mobile 제공

※ 본 진단은 휴넷 Smart MBA의 효과적인 학습 계획 수립과 현업에서의 성과 지원을 위해 개발된 진단 도구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능력단위의 훈련기준 내용과 휴넷 Smart MBA 교수진의 자문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되었습니다.
30

Smart MBA
HRD Total Solution Provider!

INDEX

제안 배경

Smart MBA의 특장점

1. 매월 오프라인 트렌드 특강 제공
2. 매일 데일리 인사이트 과정 제공
3. 경영능력인증시험 2급 자격 발급
4. 경제적 비용

커리큘럼

학습도구

행복한 성공파트너
교육특전

교육특전 : 1. 매월 오프라인 트렌드 특강 제공
동문 네트워크의 場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영의 최신 트랜드를 읽고 적용할 수 있도록 월 1회 오프라인 특강을 제공합니다.

오프라인 트렌드 특강 매월 무료 제공

경영
트렌드

인문
통섭

입학식

경제
전망

•

분기별 1회 실시

•

분기별 1회 실시

•

분기별 1회 실시

•

프로그램 (예시)

•

프로그램 (예시)

•

프로그램 (예시)

1월

‘상상’을 자극하는 ‘문학’

2월

불황을 이기는 세일즈 전략

3월

경제전망 주요 지표

4월

‘사고’를 깨우는 ‘역사’

5월

불황을 이기는 마케팅 전략

6월

쉽게 읽는 경제

7월

‘통찰’을 키우는 ‘철학’

8월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 전략

9월

쉽게 푸는 경제

10월

‘창조’와 만나는 예술

11월

2016 글로벌 경영 트랜드

12월

2016 글로벌 경제 전망

•

월 1회 MBA Trend 특강

교수진

- 인문학 전문 교수진

•

교수진

- MBA 교수진
- 현장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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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진

- 경제 전문가

교육특전 : 2. 매일 데일리 인사이트 과정 제공
휴넷 Smart MBA 학습 기간 동안 경영, 리더십, 인문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할 컨텐츠를 매일 1개씩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MBA 인사이트 플러스 컨텐츠 매일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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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특전 : 3. 경영능력인증시험 2급 자격 발급
5개 과정의 학습을 모두 수료한 학습자는 경영능력인증시험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능력인증시험 자격증 발급
2급 자격 취득 과정

2급 자격증은, MBA 전과목 수료조건 충족 시 취득 가능 (별도 요건 없음)

전체
과정
수료

1급 자격 취득 과정

평가/
과제
Pass

MBA
수료인증서

경영능력인증
시험 2급

1급 자격증은, 2급 자격 취득자에 한해 ‘1급 시험 응시 → 성적 충족 시’ 취득 가능.
(객관식 및 주관식, 총 100문항. 각 과목별 40점 이하 과락, 1과목 이상 과락 시 불합격)

경영능력인증
시험 2급

자격
시험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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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능력인증
시험 1급

교육특전 : 4. 경제적 비용
기업회원으로 신청하시면 프리미엄 회원인 골드클래스 회원 가격에 학습하실 수 있어 더욱 저렴하며, 정부 지원제도(고용보험환급) 활용 시
최대 687,600원까지 환급 받으실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환급금은 노동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당 교육비 (기업특가 적용)
구분

교육비

비고

일반회원

1,300,000원

5개월 과정

고용보험 환급과정으로 신청시 교육비 예시(일반회원 기준)
구분

교육비

정부 환급액

실 교육비

우선지원기업

1,300,000

687,600

612,400

중견기업

1,300,000

470,400

829,600

대기업

1,300,000

294,000

1,006,000

※ 환급액은 제도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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