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임직원 육성의
최상의 솔루션!
HUNET

중소기업

무료 교육 솔루션 제안
HUNET

중소기업 임직원 육성은 달라야 합니다!
 사업주 교육비 부담 Zero!
 학습자 업무 공백 Zero!
 전용 교육 연수원 Open!
 법정필수, 직무교육, 리더십까지 One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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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 배경

모두가 어렵지만 성공하는 기업은 늘 있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요?
바로 인재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HUNET

hrd.hu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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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 배경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인재육성 방법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자원과 비용 고려
 업무 공백 최소화 필요
 내부 전문가 부재 극복
인재육성 꼭 해야 하나?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지!

중소기업의 경우 잦은 퇴사와 한정된 자원의 분배라는 이슈에서

설사, 인재육성에 뜻이 있어도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와 내부

인재육성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서 실행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HUNET

hrd.hunet.co.kr

4

Ⅰ. 제안 배경

중소기업의 인재육성 어려움을 반영하여 휴넷은 고용보험환급제도를 활용한 무료 교육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현재 국내 유수 대기업에서 실행되고 있는 500여개의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은 물론 맞춤형 교육 체계 수립, 전용 학습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교육 담당자 행정 업무 대행을 One Stop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고품질
콘텐츠
맞춤형
교육체계
전용 연수원
(PC/Mobile)

전문 교육
운영서비스
HUNET

hrd.hunet.co.kr

현대자동차/한국전력공사 등 국내 유수 기업과 기관에서
활용 중인 500여개 핵심 과정 무료 제공(우선지원기업 기준)
산업 별, 주제 별, 직급 별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 체계
수립을 지원하고 그에 맞는 과정을 추천
전용 연수원을 통해서 우리 회사 직원들만의 학습 공간을 PC와
어플리케이션(iOS/안드로이드 지원)에서 구축하여 제공
고용보험환급 신청 대행은 물론, 전용 연수원 운영 및 다양한 교육
니즈에 대해서 전문 운영진이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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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 배경

HUNET

국내 최고 품질의

이 모든 것을

교육 과정 및 서비스 제공!

정말 0원으로 한번에!

국내 유수 대기업의 핵심인재들이

기업의 경우 실제 한 푼도 비용으로 지

활용하고 있는 휴넷이 직접 만든 국내

급하지 않고 교육 신청만 하시면, 휴

최고의 경영일반/리더십/직무역량/

넷에서 환급과정 신청과 운영까지 모

비즈니스스킬/법정교육 500개 과정

든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더욱이 우선지원기업의 경우 고용

교육 운영진이 최상의 운영 서비스를

보험 납입금액의 250%까지 교육예

제공하여 학습 만족도를 높입니다!

산으로 마음것 활용 가능합니다!

hrd.hu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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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교육 솔루션 소개

HUNET

1) 역량 진단 및 교육 체계 수립 무료

2) 직급/주제 별 무료 교육 서비스 (무료 과정 500여개)

HRD Consulting

Contents

역량 진단과 고용보험환급을 활용한 무료과정을

유수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경영일반,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체계를 수립하여 드립니다

리더십,비즈스킬,어학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3) 전용 사이버 연수원 제공(PC/Mobile)

4) 전문 교육 운영 서비스 제공

Homepage & Application

Operation service

전용 사이버 연수원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회사만의 학습 공간을 만들어 드립니다

휴넷의 전문 교육 운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rd.hu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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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교육 솔루션 소개

중소기업 특화 역량 진단 모델
휴넷이 개발한 중소기업 특화 역량 모델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필수 역량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개발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Org. level

Leading
Organization
Perf.oriented

Leading
Performance
Leading
Self

Leading
People

Relationoriented

grouping & renaming

Leading
Organization

Leading
Performance

Leading
Self

Individual level

HUNET

Leading
People

hrd.hunet.co.kr

 변화 관리 (Change Management)
 비즈니스 통찰력 (Business Acumen)
 비전 제시 (Envisioning)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관계 형성(Human Networking)
 팀워크(Teamwork)
 동기부여(Motivation)
 팀원 육성(Developing Talent)
 문제해결 (Problem Solving)
 성과지향성 (Driving for Results)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성과관리 (Performance Management)
 자기개발 (Self Development)
 자신감 (Self Confidence)
 적극성 (Proa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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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교육 솔루션 소개

온라인 역량 진단 서비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개인/팀/조직 단위로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맞춤형 보고서와 역량 개발을 위한 학습 과정(실비 0원 과정 중심)을 추천드립니다

개인 별 역량(리더십)진단 결과 보고서 자동 생성
• 전체 결과 중 강점이 있는 역량 확인
• 전체 결과 중 약점이 있는 역량 확인
• 종합 평균 점수(역량 별) 제시

• 각 역량 별 세부 점수와 모집단 내 평균과의 비교 분석
• 전체 동일 직급/직무 상에서 역량 진단 결과 순위 제시

개인 별 역량(리더십)진단 결과 연계 과정 추천(직무/공통/리더십)
• 전문직무/핵심가치/리더십 진단 결과에 대한 과정 추천 및 과정 상세보기 기능 제공
• 강점/약점 역량 차원 별 추천 과정 제시 기능 제공

HUNET

hrd.hu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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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교육 솔루션 소개

직급 별 무료 교육 과정 제공
임원/팀장/대리/사원 급에0 필요 한 리더십/ 공통 역량/비즈니스 스킬을 육성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교육 체계를 원하시는 경우 별도 요청 부탁드립니다)

임원

변화관리

비전제시

인사이트

직급
임원

팀장
대리
사원
HUNET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인재육성
팀장

문제해결

성과지향

사고력

대리

사원

자기개발

자신감

hrd.hunet.co.kr

적극성

주제

과정 수

변화관리

7

비전제시

6

인사이트

8

커뮤니케이션

8

팀워크

6

인재육성

7

문제해결

9

성과지향

7

사고력

5

자기개발

5

자신감

4

적극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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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교육 솔루션 소개

MBA,경영직무, 공유가치,

글로벌비즈니스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교육 과정 제공

경영

팀장리더십, 리더십 일반,
사람관리, 업무관리, 조직관리 등

리더십

리더십 전반 교육 제공

창의적 사고, 논리적 사고,
기획력, 보고서 작성 스킬 등

산업
직무

500

비즈니스 스킬 관련 교육 제공

HUNET

산/산업공통/의료 관련 산업별
특화 직무 과정 제공

스낵영어, YBM 등 유명 영어

어학

과정을 기초부터 고급 회화
과정까지 제공

OA
/자격증

비즈스킬

IT/건설/금융/무역/물류/부동

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 및
다양한 직무 자격증에 대한
과정을 제공

hrd.hu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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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교육 솔루션 소개

전용 사이버 연수원 제공
휴넷은 중소기업 전용의 별도의 사이버 연수원을 개설하여 무료로 제공해 드리며, 관련 학습 정보와 학습 독려 이벤트등을 시행하여 임직원의 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용 사이버 연수원 예시 이미지

HUNET

hrd.hunet.co.kr

학습 독려 예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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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교육 솔루션 소개

학습자 편리성 강화
학습 종료일 SOS서비스, 원클릭 학습 환경 점검

365일 학습 문의 응대 서비스

서비스, 학습자 매뉴얼 제공 등 학습 편리성

정규직으로 구성된 자체 고객 행복실을 운영하며

강화와 감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365일 학습 문의와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소기업 특화 운영 서비스 제공

FIVE STAR
SERVICE MODEL

중소기업 학습자 학습 경험 분석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전략 수립과 빅 데이터에 근거한
학습 독려 서비스 제공

전문 운영 인력 지원
교육담당자 업무 지원

단순한 운영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교육
전문가로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언할 수 있는

학습 결과, 학습자 패턴 분석, 만족도, VOC 분석,

전문인력을 제공하며, 전담 팀을 배정하여

교육비 분석, 인기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물론, 교육담당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시행

집중적인 운영 서비스를 제공

HUNET

hrd.hunet.co.kr

14

INDEX

- 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

HUNET

15

Ⅴ. 정부 교육비 지원 제도 안내

정부 교육비 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직업능력
개발훈련 실시

교육비지원

고용노동부

사업주

교육생

고용보험가입사업주라면누구나지원
HUNET

hrd.hu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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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부 교육비 지원 제도 안내

정부 교육비 지원 제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고객사

[정부 교육비 지원 제도 운영 프로세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한도

휴넷

① 납부 고용보험료의 240% 환급 가능
② 최대 환급액 계산 식(150인 미만 사업주 기준)
=> 인건비 X 고용보험료 0.25% X 최대 환급액 240%

수강신청

교육실시

67,000원 과정의 경우 1인당 평균 2개의 정도 학습 가능
휴넷 무료 교육 솔루션을 활용하면!
무료 교육 수강 신청

연간 지원한도 금액 500만원 미만 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구분

HUNET

휴넷 교육 과정 제공 및 운영

행정 부담 ZERO!

고용보험 요율 안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교육 비용 ZERO!

사업주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 기업)

0.45%

150인 이상~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85%

환급금
수령

수료보고

휴넷 환급금 수령
(신청 기업 비용 0원)

교육 결과 보고 및
정부 교육비 지원 환급금 신청 대행

※ 과정 미수료 시/무료 교육 과정 이외 신청 시 기업에 자비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hrd.hu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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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5 에이스하이엔드1차 8층

대표전화: 1588-6559
이 메 일: company@hu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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