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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샤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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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A Business areas

아샤 소개1

사업 운영부문2

그리스어로 생명(生命)을 뜻하는‘아샤(ASHA)’

또한 우리나라 옛말의‘알다’라는 뜻으로

01 교육이나 경험, 사고 행위를 통하여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다

02 어떠한 사실에 대해 의식, 감각으로 깨닫거나 느끼다

03 심리적 상태를 마음속으로 느끼거나 깨닫다

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엠블럼(emblum) - 불꽃과 성장
생명과 인생의 열정을 상징하는 불꽃을 형상화

미션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최고의 교육컨설팅 실현

슬로건
고객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늘 연구하겠습니다

기업 비전

01 미래지향적 전문 인재 양성

02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및 맞춤 컨설팅

03 나눔과 봉사로 윤리교육 선도

04 내·외부 고객만족

05 보람과 긍지를 갖는 즐거운 일터

CS강사양성 / 콜센터강사양성 

/ 전문비서양성 / 병원코디네

이터양성 / CS리더스관리사 자

격증 / 퍼스널컬러전문가 / 세

일즈전문가양성 / 웃음치료사 

자격증 / 스피치 자격증

(주)아샤 로고타입

머니투데이
2013 미래창조경영 우수기업

스포츠조선
2011 선진경영 고객감동 브랜드 대상

서울신문
2008 미래를 여는 경영혁신대상

(교육경영부문)

헤럴드경제
2008 미래를 여는 혁신기업 선정

이투데이
2010 대한민국 CEO 경영대상

고객만족서비스 맞춤교육 / 매

뉴얼제작 / CS모니터링·품질 

진단 / 직급별·직무별 교육 / 

영업교육 / 콜센터교육 / 워크

샵교육 / 리더십교육 / 조직활성

화 교육 / 취업캠프 / 1:1 코칭

평생교육시설
아카데미
사업부문

위탁교육
및 컨설팅

Consulting & Institute

(주)아샤

실업자/재직자                       노동부환급국비과정                       사업주훈련과정실시

s i n c e  2 0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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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 시설현황3
연혁

2013. 09     미래창조경영 우수기업 (교육부문) 수상 - 머니투데이

2013. 04     골프존 지점 별 공통 교육 체결 

2013. 04     미래에셋생명 고객사 위탁 대행 교육 체결 

2013. 01     실업자 내일배움카드(계좌제) 승인  
<병원코디네이터 양성 / CS리더스관리사> 

2012. 12     AIA생명보험 2013년 전화서비스수준진단 및 서비스향상 교육 연간 계약 

2012. 09     MERITTZ 금융그룹 리츠파트너스㈜ 교육협약 MOU체결 

2012. 04     해양경찰청 본청& 전국 함정장 지휘역량 향상과정 수의계약 

2012. 01     실업자 내일배움카드(계좌제) 승인  <서비스강사> 

2012          교육 및 컨설팅 업체 누계 1,450업체 

2011. 10     아샤쥬얼리 사업부분 전체 ㈜아샤로 인수 합병 

2011. 09     평생교육학원-> 평생교육시설 전환 

2011. 04     SK텔레콤 CS&Sales 아카데미 강사 우선 채용 MOU체결 

2011. 01     실업자 내일배움카드(계좌제) 승인

                 <콜센터강사, 전문비서>   

2011          교육 및 컨설팅 진행 업체 누계 1,280업체 

2010. 11     SK브로드밴드 채용우선 MOU체결 

2010. 01     국가사업 계좌제 도입 

2010. 01     이투데이 교육경영 대상 수상 

2010. 01     ㈜ 아샤- 법인 전환 

2010          교육 및 컨설팅 진행 업체 누계 980업체 

2009. 09     이데일리 TV 금융아카데미 운영사 계약 

2009. 06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간 계약 

2009. 04     한국관광공사 전국 안내소 교육 계약 

2009. 01     교육 및 컨설팅 진행 업체 누계 671업체 

2008          평생교육학원 등록-노동부 고용보험 환급 운영 

2008          미래를 여는 경영혁신 대상 선정 (서울신문) 

2008          미래를 여는 혁신기업 ( 해럴드 경제 ) 

2008          대한민국 최윤정 원장 대한민국 명강사 선정 

2008          각 지역 서비스 책임 강사진 도입 ( 대전, 광주, 부산, 제주 ) 

2008          교육 및 컨설팅 진행 업체 누계 360업체  

2007. 09     KT - 전국망 서비스리더양성 

2007. 04     경찰청 사내 강사 강사과정 및 경기경찰청 CS교육 연간 수의계약 

2007. 03     아샤서비스아카데미 설립 

2007          교육 및 컨설팅 진행 업체 52업체 

시설현황



아샤 사업 분야 ASHA Business areas

노동부 환급 승인 과정4-1
국비승인과정안내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을 위한 지원체제구축을 위하여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민간자율성 확대 및 직업 휸련의 질적 제고, 공공훈련 효율성 향상과 내실화를 추구

국비지원 안내 [실업자/직장인환급]

01 실업자 국비지원 [내일배움카드제]

직업훈련을원하는 구직자에게 정부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해서 일정금액(1년 200만원 한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훈련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고 30%는 본인 부담입니다.

02 직장인 국비지원 [직장인 환급]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도모 (1인당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총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사업주 훈련 국비 지원

사업주가 근로자,채용예정자,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입니다.

연간 지원한도액: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인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단,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교육 현장 속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 사업주

근로자 (훈련생)훈련기관

훈련생 위
탁 / 

훈련비 지
급

위탁계약체결훈련과정 인정 훈련과정인정신청

훈련수강

훈련실시 /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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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구직자 과정 (2013년 2월기준)

재직자/일반과정

 본 프로그램은 5인 이상 별도 개강 가능하며, 요청 시 시간 및 프로그램을 조율 후 

기업, 관공서, 병원, 대학 등 위탁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CS강사 기본 / 자격증
/ 전문가 과정

토요 자기계발 과정 CS1일 / 4일 완성 과정 스피치 향상 과정

강의 스킬UP 과정

이미지메이킹
/ 퍼스널컬전문가

취업·면접·스피치 코칭

세일즈 전문가양성 과정 콜센터 매니저 과정

평생교육시설 內 국비승인과정4-2
·서비스강사 양성과정

·전문비서과정

·국가공인 CS리더스 (관리사)

·병원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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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S경영 컨설팅5

현장/전화 모니터링6
섬세함과 디테일한 배려의  Upgrade 서비스 실현

SI, CS비전,
인재상 정립

SI, 비전,
인재상역량
KPI 결정

CS조직 강화  / SI접점 서비스 
개선 활동

SI, 비전,
인재상
전사적 선포

제도 / 업무 / 측정 / 평가개선 
CS교육체계 문화조성

·CS리더선발
·매뉴얼 구축 / 표준화교육
·단계별 교육 / 대상별 교육
·직급별 교육

Step1. 고객만족 표준화 Step2. 고객만족 활성화 Step3. 고객만족 성숙기

  Service Identity 개발, 비전, 인재상 정립

  Service Identity 전략 수립

고
객
만
족
경
영
컨
설
팅

핵심
Target

이슈

·Swot분석

·기존교육 / 

모니터링 / 

만족도 분석

·현장직원설문 / 샘플 

모니터링

·관리자인터뷰

·고객 FGI / 설문 / 해피콜

환경분석

고객조사

고객만족도 평가(내·외부)

지속적 개선점 도출

·경영자 의지 전달
·고객만족경영 선포 

현장 모니터링 전화 모니터링 매뉴얼 제작

·조사설계

·모니터요원 교육 및 
참여인원 배치 및 진행

·경쟁사 비교진단

·자료 등록 및 검수

·인적, 제도, 인프라 혁신 제안

·개요

·평가 기준안

·종합분석

·경쟁사 분석

·총평 및 개선

·제도적/교육적 제안 및 실시

·FGI 및 사전조사

·제품, 대상 OT 및 
기존자료 & 매뉴얼 분석

·MOT분석 및 내용 기획

·Script 작성 및 영상제작

·1차 내용 검수 및 2차 검수

·Output 제출

·피드백에 대한 수정보완 및 교육

아샤 사업 분야 ASHA Business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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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맞춤 CS교육7

·의료인 패러다임

·이미지 메이킹

·의료인기본매너

·의료인 상담스킬

·컴플레인 처리법

·서비스 마인드와
셀프리더십

·전화응대 스킬

·IN/OUT바운드 스킬

·콜센터 클레임 처리

·관공서 서비스마인드

·접점별 민원응대

·민원응대 클리닉

·전화응대 요령

·창의적 일터

·VVIP마케팅이해

·VVIP마케팅특성

·VVIP마케팅 고객접점
응대방법

·마케팅 사례 

·프랜차이즈 시스템 
이해와 고객만족의
중요성

·고객 접점응대

·감동 커뮤니케이션

·외식업 서비스마인드

·이미지메이킹

·고품격 접점별 매너

·불만고객응대법

·고품격 VIP서비스
이해

·고품격 고객응대 
기본서비스

·접점모니터링

·클레임응대방안

·캐디CS전문과정

·맞춤형 고객 서비스

·가치향상 매너

·고객지향적 
커뮤니케이션

·고객관리전략

·미용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샵 가치를 높이는 
이미지메이킹

·고객응대 매너기법과 
대화법

·컴플레인 클리닉

·서비스마인드

·고객응대기본매너

·CS커뮤니케이션

·불만고객기법

·부서별 고객 MOT
서비스

·서비스마인드

·유쾌한전화응대

·방문응대서비스

·컴플레인클리닉

·즐거운고객가치

·관광, 여행사 
서비스 문화

·On-off 고객접점별
응대매너

·국제매너와 
이문화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외

·대학 역량 강화

·학교 임직원 교육

·취업캠프

·내·외부 만족 교육

·자기계발

·소통활성화

·비전 수립

·금융 서비스 마인드

·금융인 이미지

·고객응대
커뮤니케이션

·창구서비스 혁신

·고객접점응대기법

·세일즈스킬

·이미지메이킹과 
패션코디네이터

·서비스코칭

※ 다양한 업종 별 사례 교육 :  B2B,학생,군인. 실버/노인복지,교회단체,장애인,제소자,가사 도우미 등

병원/의원

관공서/공기업

VVIP

콜센터

프랜차이즈

외식업

AS센터

골프장/컨트리클럽

호텔/리조트

미용업

물류/택배

금융업

의류/패션

여행사 대학/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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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 교육8

정년 퇴직 예비 교육9

기업경영이해
기본역량
직무역량

자기계발역량
팀웍훈련

조직활성화
특강

이벤트
교양강좌
힐링캠프

그 외 多

셀프리더십
시간관리

문제해결스킬
팔로워십

프레젠테이션 스킬
논리적 커뮤니케이션

창의혁신
갈등관리

그 외 多

팀장리더십
위기관리
코칭스킬

신뢰리더십
자기관리

감성 커뮤니케이션
재무관리
조직관리

성과관리와 목표달성 전략
회의진행

스토리텔링
협상스킬

그 외 多

조직행동연구
부부행복
국제경영
트렌드

노사관리
운동기법

윤리리더십
소셜네트웍스
고객만족경영

국제매너
스피치

이미지PT구축

그 외 多

정년퇴직 프로그램은 은퇴 혹은 정년퇴직과 같은 Work 와 Life의 밸런스의 변화를 앞두고 있는 임직원들에게 안정감 있는 은퇴와 
정년 퇴직 후 변화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프로그램 

· Family(issue) 

· Health&Well-Being(issue) 

· Work/Career(issue)  

· Economic Security(issue) 

· Learning(issue) 

· Home/Shelter(issue) 

· Social Relationships(issue) 

· Spirituality(issue) 

· Community(issue) 

· Leisure(Issue) 

· Environment/Safety(issue) 

자 아

재정/재무

ego

가정/가족

직업생활

건강/질병

여가/문화

인간관계

아샤 사업 분야 ASHA Business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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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대리/과장급 차장/부장급 임원/CEO



08

공공기관 교육10
역량개발

국민만족 행정서비스

신뢰와 열린 조직문화 형성

초급공직자/신규자과정 자기혁신 역량강화 조직관리 역량강화

공문서 바로쓰기, 회계실무, 커뮤
니케이션향상, 창조적사고향상, 문
제해결능력함양, 공직자 비즈니스
매너, 기획력향상, 행정도마케팅시
대, 무결점 행정과 가치UP

자기혁신역량강화, 자기변화의셀
프리더조건, 자기발견과 자기관리, 
발상의전환과 업무혁신, 긍정적 사
고관리전략, 자기비전창조, 시간관
리, 불만고객 내편만들기, 내몸에 
맞는 효율적 운동기법, 직무스트레
스 매니지먼트, 네트워킹전략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방향(윤리경
영), 리더십 역량진단, 동기부여와 
팀원성장, 팀운영전략, 효과적인 
성과창출, 팀 변화와 혁신, 핵심 가
치와 조직문화, 고서에서 찾는 리
더십/소통, 리더십 우수사례

전화서비스 수준진단

단체 아웃도어 프로그램

민원응대스킬 향상교육

직원 한마음 연수

맞춤형교육/직급별교육고객만족도 조사

소통을 위한 즐거운 일터(GWP)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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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개요

·소통 리더십

·위기관리 리더십

·중간관리자 리더십

·신뢰 리더십

·코칭/멘토링 리더십

리더의 역할, 관리자 vs 리더, 리더십 역량 모델 및 우수사례, 서번트리더십

비전과 목표 공유, 팀 운영전략, 성과관리, 팀원간의  소통 전략

능률향상과 성장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기법,  구조적 소통 전략

Respect, Rich, Right의 3R을 통한 지피지기 신뢰 조직 문화 구축 방법

위기와 변화관리를 통한 위기의 재해석과 실천방법, 문제해결리더십

질문-경청-태도를 통한 코칭, 멘토링  기법, Feedback기법

리더십 
수준 자가진단

리더십 
행동양식 습득

업무현장
리더십 적용

리더십 
피드백 코칭

인격적 영향력으로 자발적인 추종을 이뤄내는
최고의 리더십 단계

관리자 수준을 넘어 인재를 양성하는 단계

조직몰입으로 성과 창출하는 리더십 단계

인간관계로 리더십을 보이는 단계

직위로 리더십을 행사하는 단계

1 2 3 4 5
Personhood

People

Production

Permission

Position

리더십 교육11
임파워먼트 리더

상황적 리더십

리더의 유형과 역할

인간관계 능력

동기부여 능력

리더의 기본 자질

감성지능인격과 성품 성과창출 능력열정과 자신감

코칭 리더

서번트 리더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

변화와 혁신의 리더



워크샵/조직활성화 위탁교육12

워크샵

소통 및 대인관계 향상

창의력 향상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윤리경영

실외 팀빌딩

경영 전략 게임

꼴라쥬 열린조직 만들기

실내 팀빌딩

도미노 게임

즐거운 일터 만들기
챔피언 한마당

직장내 성희롱 예방

힐링(마음치유)

체험 학습 게임

무한열정 만들기

업무 생산성 향상과 조직활성화를 위한 1박2일 / 2박3일 / 3박4일 등

신뢰구축 및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소통 및 감성기법 습득

창의력 사고를 통한 혁신 조직문화와 창조경영 기반 조성

과학적 PAR진단을 통한 Job스트레스 반응 이해 및 치유기법 습득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윤리 리더가 된다는 사명으로 실천강령 체득 

기업 및 각종 단체 구성원들의 화합과 단합, 체육대회, 극기훈련, 래프팅 등

짧은 시간 효과적인 조직활동 이해와 팀웍을 키워주는 최적의 체험학습

조직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서로 마음을 터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융화

신뢰관계 융화를 통한 화합의 장, 팀워크, 소통활성화, 적극적 마인드 함양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무한한 상상력을 길러 주며, 지구력과 인내력 상승

변화를 통해 열정 마인드를 조성, 상호 신뢰 열린 문화를 통해  WinWin을 도모

10인 이상 고용 업체 법적 의무 교육, 성희롱 예방과 양성 평등 교육은 기업문화 기본

힐링매니지먼트 / 힐링리더십 / 힐링NLP / 음악 / 미술 / 웃음치료 / 울음 치료 등

목표달성을 위한 계층별 역할 이해와 업무수행방법 체험 및 일과 인간의 조화분석

조직 구성원에게는 일의 즐거움과 열정을 부여하고 강한 일체감과 성과향상을 제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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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심리 [고객 구매 심리]·

·세일즈 맨의 전략적 이미지메이킹 세일즈 프로세스·

·세일즈 대화법 입문 목표수립 및 성과관리·

·파워 셀링 및 프레젠테이션 스킬 고객관계관리 및 System 구축안·

영업 교육13
·세일즈맨 직업의식 및 세일즈 마인드

I. 오프닝 상담

우호적 관계
형성 스킬

질문스킬의
다각화 전략

부정적 고객
극복

성향에 맞는
상담

III. 행동유형 분석 IV. 공감과 신뢰형성

II. 니즈 파악

·질문 스킬의 다각화 전략

·전제단계 및 갈등관리

·공감적 경청 및 고객정보수집

·사후 갈등관리 및 처리

·고객 행동 유형분석

·협상의 전략과 진술

·부정적 고객 상담전략

·협상의 기본 및 원칙

·성공적 상담을 위한 핵심 스킬

· 협상 사례연구 및 모의 협상

·고객과의 우호적 관계형성

·갈등개요 및 요인

영업 기본스킬 교육

영업 상담스킬 교육

갈등전략 및 협상스킬



대학역량강화 교육14
심각한 취업난과 핵심 인재를 뽑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변화에 부응하여 취업 및 사회 진출을 위한 사전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기계발과 성공취업,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완벽한 준비로 자신감과 인생 사이클의 원활한 변화와 적응이 될 수 있도
록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강사진 우수성 (대기업 인사팀 출신)
·아샤 서비스 강사 수료생 대기업과의 우선 채용 MOU체결
·취업,면접 대비. 실전 적용 100%
·취업추천 및 사후관리
·교육학생 중 취업연계 보장 계약 가능

서비스강사 2급자격, 웃음치료사 1급, 레크레이션 1
급, 펀리더십 1급,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애니어그램 
수료증,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이미지메이킹자격
증 3급 , 전문비서자격증, CS리더스관리사 자격증 
등 자격증 및 수료증 동시취득 가능

·커리어 멘토링 프로그램
·이미지메이킹 및 비즈니스매너 사전 습득
·대인관계 및  팀워크 향상 사전 습득
·직무역량 적성 검사 준비
·면접 및 이력서 코칭

취업연계

I

II III
자격증 및 

수료증 동시취득
비전수립 및 

직무역량 예비강화

12



진행고객사 - 공공기관1 진행고객사 - 기업체2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방송공사, 서울시청, 한

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공무원연수원, 한국수자

원공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국무총리실, 법무부, 한국가스

공사,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양경찰청, 경기경찰청, 국민체육진

흥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지역난방공사, 충청체신청, 한국마사회, 코트

라(KOTRA),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장학재단, 국립중앙박물관, 보건복지가족

부, 장애인복지공단, 조달청, 특허청, 한국생산성본부, 주한영국문화원, KBS관

현악단,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관광여행협회,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여성인

력개발센터, 인재개발원, 한국표준협회컨설팅, 과천종합청사, 녹지사업소, 강남

구청, 동대문구청, 도봉구청, 영등포구청, 서초구청, 중구청, 광진구청, 강동구

청, 성동구청, 은평구청, 양천구청, 용산구청, 성북구청, 함안교육청, 의령경찰

서, 경남중소기업청, 성산사회복지관, 마산세관, 남해군청,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청, 마산시청, 군산시청, 광주시청, 영양군청, 인천남구청, 제천시청, 인

천동구청, 국립서울병원, 경륜운영본부, 체육산업개발, 서울시교통연수원, 홍천

우체국, 영월우체국, 경북자원봉사센터, 한국승강기안전센터, 세울세관, 울진원

자력발전소, 코레일, 서울국제우편출장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산업단지공

단, 한국과학문화재단, 인천서부교육청,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중앙노동위원회, 

우전복지협력회, 57사단, 육군권율부대, 11보급대, 강원도청, 서울시다산콜센

터, 한국서부발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양평경찰서, 남양주경찰서, 가평경찰

서, 여주경찰서, 성남중원경찰서, 분당경찰서, 양주경찰서, 과천노인복지회관, 

전북도청, 한국디자인진흥원, 112출동대, 경찰교육원, 제주시청, 제주시주민자

체위원회, 한국특허정보원, 경기교육청, 성동교육청, 인천시자원봉사센터, 성북

보건소, 서울특별시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전라남도 공무원, 강남구 공익근

무요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교육정보연구원, 김포노인복지회

관, 실로암복지회관, 경기여성비전센터, 광진노인복지회관, 경기경찰과학수사

대(CSI), 서대문구 1318해피존, 민주당청년위원회, 보건복지부콜센터,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경기경찰청경찰학교,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인천아동복지종합

센터, 대구카톨릭사회복지회, 과천시설관리공단, 아이사랑보육포털, 인천자원

봉사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지식

재산보호협회,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중랑소방서, 분당장애인복지관, 의정부시

니어스클럽, 서대문노인복지관, 일산킨텍스, 서울북부보훈지청, 서울지방교육

청, 시도지부협회,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경기도협의회, 법무부 보호관찰소, 면

목사회복지관, 경생원, 청주교육지원청, 국립암센터, 제주마사회, 사원청소년육

성협회재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법원공무원

교육원, 광주경영자총협회, 대한안마사협회 外 다수

삼성전자, 포스코, 삼성네트웍스, 강원랜드, 조선일보, KT, KTF, SK텔레콤, SK

이노베이션, 조선일보, 제너럴일렉트로닉스, 웅진그룹, 동부그룹, 롯데백화점, 

한국타이어, 홈플러스, 2001Outlet, 현대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하크하얏트, 

아이파크몰, 삼성건설, 대림산업, 대림엔지니어링, GS건설, SK건설, 한화건설,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 코오롱건설, 쌍용건설, 신성건설, 한라건설, 성원건

설, 롯데건설, 포스코, 한솔, TG삼보,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제일은행, 국민은

행, 경남은행, 한국은행(강남점), 평택상호저축은행, 안양축산농협, 새마을금고

연수원, 심협중앙회, 서인천농협, 하나은행IT콜센터, 한국투자증권, KTB투자증

권, 대우증권, 교보생명,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미래에셋생명, AIA생명보험, 

에르고다음다이렉트보험, 롯데손해보험, A+에셋, STX마린서비스, 풀무원, 레

드캡투어,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여행사, 네오위즈, 엔씨소프트, 눈높

이대교, 영인그룹, 태흥시네마, 롯데시네마, GMD커뮤니케이션, 둘둘치킨, 창

의와탐구, 현대해운, 콤택시스템, 원주농협, 현대기아자동차, 현대카드, 현대

캐피탈,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현대산업, 현대종합금속, 외환카드, LG카드, 

LG CNS, LG생활건강, LG인테리어, LG이노텍, GS파워, GS리테일, GS텔레서

비스, LG CNS자산관리, 하나투어, 모두투어, 유니원커뮤니케이션, 한국야금, 

캡스, 삼우설계, 소니코리아, 아이펙, 대우엔지니어링, 서울도시가스, 중부도시

가스, 대구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도요타자동차, 닛산자동차, 한영넉스, 태평

양, 서울통신기술, 대교, 아남옵틱스, 효성 ITX, 리바트, 우산BG, 바로코사, 대

우일렉트로닉스, 에이스침대, 파리크라상, 크라운제과, 크라운베이커리, 동우산

업, 진학사, 하이마트, 전자랜드21, 한국후지쯔, 신도리코, MBC문화방송, 애경

백화점, 대림I&S, 고려개발, 한국HP, 천안상록리조트, 한남스포랜드, 스포라이

프, 동부레인보우힐스, 레이크사이드C.C, 일동레이크C.C, 여주C.C, 썬밸리, 중

부C.C, 이스트밸리, 오크밸리, 서원밸리, 로얄C.C, 용산전자상가, 상도중앙공

업, 하나로텔레콤, 코스콥, WSI(WALL STREET INSTITUTE), 삼성전기, 영동건

설, 두원C&D, USK Communivation, 우먼피아, 사람과지구, 아가방, 지콤코리

아, 우리금융정보시스템, 인터파크, 명동예술극장, 이건산업, 스쿨푸드, 마이크

로닉레이저시스템코리아, 유웨이중앙교육, 블루클럽, 신카와한국, 골프돔, 폴

코리아, 세븐럭카지노, 미림개발, 율촌법무법인, 해커스어학원, 에덴블루컨트

리클럽, 아워홈, 이노미인테리어, 국제정보통신, 기아자동차, 유토피아상조, 국

민상조, 제향군인상조회, 위동해운, 한스헤어, 월드쿠리어, 이바디웍스, PPD 

Korea, 인터네셔널 SOS, 한양문고, 로트리화장품, 씨엔씨오토모티브, 전통의

학 산업센터, 씨엔시창업, 메이저위드, 아이서비스, 대교 눈높이, 이랜드시스템

즈, SK서플러스, 하이렌터카, 유진골프돔, 와바, DID, 중부렌터카, 쌍용정보통

신, 화이트정보통신, SK텔레콤 고객센터, 네취코리아, STS, 스킨엠디코리아,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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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고객사 - 대학기관3

진행고객사 - 병원4

연세대, 서강대, 건국대, 동국대, 중앙대, 경희대, 홍익대, 김천대, 부산외대, 동

명대, 한성대, 충남대, 건양대, 단국대, 광운대, 서일대, 한국해양대, 부산대, 한

림대, 나사렛대, 김포대, 서원대, 동서울대, 영진전문대, 전주대, 한서대, 대진대, 

아주대, 경원대, 상명대, 한국IT전문대, 서울스포츠대학원, 한국방송통신대, 삼

육대, 경민대, 전주공업대, 창원대, 서원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신대학

교, 수원여대, 가톨릭대, 대전보건대학, 순천향대학교영재교육원, 서울시립대학

교, 경찰종합학교, 경상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목원대학교, 숭실대, 부산여자

대학교, 주성대학,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공주대학교, 강남대학교, 대전한

빛고등학교, 선화여상, 선정관광고등학교, 한세전산고, 서울예고, 군자공업고등

학교, 구로정보여자고등학교, 성남방송고등학교, 제주 NLCS 영어국제학교, 신

양중학교, 신동중학교, 가락중학교, 대청중학교 外 다수

엠피코프레이션, 동원그룹, 서울메트로, 두원빌딩, 디지털포토, 조광피혁, 에이

샵, 장업시스템, CNS자산관리, 알투라이더, 국민상조, 한울푸드아이앤지, 아이

코리아, 동안새마을금고, 애드스테인레스, 자연가득, 크레너, 정식품, 동성엔지

니어링, 케어윌, NNT, 나이콤, RE:NK, 휴메이트, 휴먼시스, 한국이화기술(주), 

(주)피디에스, 보워터코리아, 롯데백화점(청량이점), 코스텔, 이노블록, 대성스

틸, 진양코퍼레이션, 소람테크, 메가엠디, 한국디비케이, 깐부치킨, 아산스파

베스, MMS아르페지오, 전국목장연합회, 연성정밀화학, 아모스프로페셔널, 신

한시스텍, 대정해피서비스, 이가자 미용실, 성광어린이집, 델타텍코리아, 나이

콤, 세광마스터피스, 더후라이팬, 롤링힐스호텔, 두림로보틱스, 쏠라사이언스, 

솔마로ENG, 대양씨아이에스, 한나노텍, 세안텍스, 삼성종합기술원, 하이레벤, 

W-MALL, 웰시라이프, 메리츠금융그룹 리츠파트너스, 대한수의사회 서울지부, 

삼천당제약, 부동산114, 진양공업, 진영로지텍, 포인텍, 서울스퀘어, 삼경엠에

스, 온성산업, 대양케이블, 고원금속, 민헤어&메이크업, 케이피티유, 서울9호선

운영, 메디컬K 外 다수

서울대학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대안암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분

당차병원, 경희의료원, 건양대병원, 인하대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암센터, 서울

시립서북병원, 강남성형외과, 대한병원, 고려병원, 을지대병원, 강릉아산병원, 

그랜드성형외과, 성지병원, 인천기독교병원, 선한이웃병원, 미플러스치과, 새

하늘이비인후과, 연세내과, 일산제일여성병원, 혜윤산부인과, 헬시마인드정신

과, 좋은얼굴치과, 이츠웰치과, 소문난치과, 사랑한의원, 헬스메카한의원, 원한

의원, 강남병원, 세왕병원, 미래이비인후과, 드림피부과, 인천사랑병원, 한솔일

레븐의원, 혜민병원, 안세병원, 용인강남병원, 광명산부인과, 일산제일병원, 가

천길병원, 인천연수중앙병원, 안양샘병원, 효성노인전문병원, 오산서울병원, 연

세정형외과, 포미즈여성병원, 동작경희병원, 리엔쥬피부과성형외과, 시온정형

외과, 양정분산부인과, 최원석피부비뇨기과, 해암병원, 구올담치과, 라헬여성

의원, 화인메트로병원, 정운봉치과, 여우미의원, 진주반도병원, 이성수안과(진

주), 센트럴병원 外 다수

병원코디네이터운영학원: 광명간호학원, 일산간호학원, 중앙간호학원, 천안미

래간호학원, 김포나리병원, 제일간호학원, 목동간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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