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기업교육기관

교육비
구성

교육비

비고

온라인(2개월) + 오프라인(1일, 8H) + 지식 컨텐츠(1년)

500,000원(vat 별도)

교재, 중식비 포함

수강신청 안내
신청방법
공공기관 경영혁신 아카데미(http://public.credu.com)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경영혁신 아카데미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수강신청 메뉴에서
학습기간 확인 후 수강신청

교육비 결제

가입특전
하나

두울

세리시이오가 제공하는
SERIPro 1개월 무료
사용권(7만원상당) 증정!

셋

온라인 과정은
학습기간 종료 후
1년간 복습 가능!

1개월 무료이용권

무료수강권

신뢰받고 인정받는 1등 공공기관을 향해

온라인 학습기간

오프라인 학습기간

2014.08 .10(일)

수강신청 기간
2014.08.01(화)~

2014.09.23(화)

~2014.10.09(목)
2014.09.01(월)

2014.08.07(목)
2014.08 .11(월)~

2014.10.23(목)

~2014.10.31(금)
2014.10.01(수)

2014.08.28(목)
2014.09.11(목)~

2014.11.20(목)

~2014.11.30(일)

2014.09.29(월)

※ 선착순 모집(기준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음)

교육장소
일정에 따라 제1강의장 또는 제2강의장에서 진행됩니다
제1강의장 크레듀 캠퍼스

제2강의장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지하철 2호선 시청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5분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에서 버스(택시) 이용

광화문
2호선 시청역 시청
우리은행 10번 출구

2호선
낙성대역

서울대학교후문

신촌방면

경영대학
대한빌딩

서울역

교육문의

Ministry of Employment & Labo
r

2010~2013 4년 연속
최우수기관 A등급 선정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삼성본관
남대문방면

5512
5511/5513

2호선
봉천역

서울대학교정문

Tel. 02-6262-9752 e-mail. creduhr@credu.com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

공공기관
경영혁신 과정

크레듀 도서 1권
(2만원상당) 증정!

학습 및 수강신청 기간

중앙일보사

공공기관의 경쟁력, 혁신경영에서 답을 찾다!

KISA 개인정보보호
우수사이트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러닝 품질인증

2013 콘텐츠 제공서비스
품질인증

본 과정은 공공기관/공기업의 혁신경영을 위한
기획, 실행, 평가에 이르는 경영기법을 학습할 수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완벽대비 과정입니다.

온라인 학습

공공기관 경영혁신 과정

공공기관 경영혁신전략의 실행을 위한 경영/기획/평가/전략 4개의 과정이 2개월 동안 진행됩니다(각 8시간)

온라인 학습을 통해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다양한 방법론을 배우며,
이를 통하여 이론과 실습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본 과정의 목표입니다.

• 정부정책 및 경영 환경변화에 따른 공공기관의 대응능력 강화
• 고객가치 창조를 위한 공공기관의 창의경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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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기획, 실행, 평가에 이르는 전사적 경영기법 습득

세부 커리큘럼

공공정책경영

공공정책기획

공공정책경영에 대한 추진 전략, 해외 사례,
핵심성과 지표 및 관리방안 이해

공공정책기획에 대한 이해와 혁신적인 기획을
수립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배양

공공정책평가

공공혁신전략

공공정책평가의 의의와 필요성, 기준과
사례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

공공정책기획에 대한 이해와 혁신적인
기획을 수립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온라인 과정
2개월
공공정책경영,공공정책기획,
공공정책평가,공공혁신전략

2

3

오프라인 과정
8시간

지식 컨텐츠
상시

오프라인 특강,

인문·교양 지식정보,

공공기관 경영혁신 과정

WisePOP

오프라인 학습
정부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한 서울대학교 김수욱 교수의 생생한 이론 강의와 액션러닝을 만나보세요(1일)

경영평가위원인 서울대학교
김수욱 교수의 오프라인 특강

서울대학교 김수욱 교수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 개발한 온라인 과정

• 한 국경영과학회 부회장

교육구분

시간

Lecture

2H

Action
Learning

5H

Wrap-up

1H

• 창조경제융합연구소 소장

프로그램 특징

강의 내용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공기업 성장을 위한
패러독스 경영혁신 전략

• 공기업 경영개선 및 효율성
• 공기업 경영전략
• 공기업 경영 평가
• 2BAI Action Learning 소개

2BAI Action Learning,
실습을 통합
혁신 프로세스 수립

• BSC를 이용한 전략, 전술 도출
• Blueprint와 AHP를 이용한
실패가능점 도출 및 중요도 분석
• IPA를 이용한 최종 KPI 도출

Team Presentation

• 팀별 Blueprint, 최종 KPI 발표
• 팀별 성과에 대한 토론 및 제언

•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한 국경영학회 상임이사
• 한 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기획재정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위원
• 방송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온라인/오프라인/지식컨텐츠를 통합한
Hybrid Learning 학습지원 시스템 제공

강의 내용

Seoul Techno Holdings
Intelligence Service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Work와 Life
전반의 지식 컨텐츠 제공

지식 컨텐츠
혁신적인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더불어 인문/교양 지식도 필요합니다.
본 교육과정 수강자에게는 인문/교양 및 트랜드를 반영한 지식정보 컨텐츠를 제공해드립니다
• Work와 Life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의 컨텐츠
• 핵심 메시지만 담은 5~10분 내외의 미니컨텐츠
• 쉽고 재미있는 동영상 컨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