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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튜터–Microsoft Office 전문교육업체

• OfficeTutor.com 사이트 개설
•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으로 매뉴얼 개발
• 전국 80여개 대학 Word 97 로드쇼 진행
• 기업 방문 세미나 300 회 진행
• 학원연합회 소속 컴퓨터 학원 교사 연수
• 전국 초중고 컴퓨터 교사 연수

• KT 콘텐츠 공급(비즈메카, 렛츠KT)
• 정보문화사 Office XP 시리즈 출간
• 현대중공업 온라인 콘텐츠 개발
• 국민은행 교재 개발
•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사 순회 세미나
• 마이크로소프트 활용 교재 개발/공급
• 마이크로소프트 개발부와 제품 매뉴얼 한글화

• 마이크로소프트 연수 참석 (홍콩)
•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파트너 인증 취득
• 강사 8명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MVP 수상
• 정보문화사 길라잡이 시리즈 출간
• 마이크로소프트 활용 교재 개발/공급
• 대한항공,ING 등 콘텐츠 공급
•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사 순회 세미나
• 오피스튜터 회원 20만명 돌파
• 2003 버전 온라인 과정 40종 개발

•마이크로소프트 Mini Clip 개발
•마이크로소프트 Tip&Tricks 개발
•마이크로소프트 Guide Book 개발
•마이크로소프트 Quick Start Guide 개발
•정보문화사 131가지 핵심 포인트로 끝내는
오피스 출간
•2016 버전 온라인 과정 13종 개발
•Office 365 온라인 과정 12종 개발 예정

• 마이크로소프트 연수 참석 (샌프란시스코)
• 마이크로소프트 신제품 발표회 스피커
•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 순회 세미나
•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사 순회 세미나
• 소프트뱅크 전 고객사 사이버연수원 개설
• 2007-10 버전 온라인 과정 23종 개발
• 2013 버전 온라인 과정 30종 개발

•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2000 런치 행사 참가
• 매일경제TV 오피스2000 방송 강의 출연(16회)
• 배움닷컴 Office 온라인 과정 공동 개발
• 영진닷컴 할 수 있다 시리즈 출간
• MSN, Daum 콘텐츠 제공
•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사 순회 세미나
• 2000버전 온라인 과정 7종 개발

오피스튜터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22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긴밀한 협조아래 국내 최대의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최다 교육을 시행한 Office 전문 교육

업체이자 Microsoft 공인 파트너입니다.



오피스튜터의차별화포인트 -전문성

Contents –교육의핵심

•마이크로소프트인증전문강사(Microsoft MVP)

•다양한실무경험반영(OfficeTutor MVP)

•회원의요구를충족하는콘텐츠제작

Community –높은충성도및브랜드

•충성도높은회원확보 (33만명)

•묻고답하기, 블로그를통한 UCC 축적 (20만건)

•축적된 UCC 발굴을통한콘텐츠기획

Services –최적의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공인파트너

• 20년동안축적된운영노하우

•콘텐츠 자체개발로고객의요구를적시에반영

Solution –온라인/오프라인/비대면

• 프리미엄세미나등다양한콘텐츠기획

• 오프라인교육경험을 온라인과정개발에반영

• 실시간비대면라이브세미나로공간제약극복



오피스튜터의차별화포인트 -유능한강사진
오피스튜터는최소 20년이상의기업강의경력및베스트셀러저자로활동을하고있는유명강사진으로구성되어있으며 Microsoft Worldwide MVP (Most Valuable 

Professional)로활동중이거나 Microsoft 공인자격증(MOS)을소지하고있습니다.

전경수 대표
(OneNote)

이희진 강사
(Outlook)

장미희 강사
(Excel)

이상훈 강사
(PowerPoint)

정홍주 강사
(SharePoint)

염기웅 강사
(Access)

장양희 강사
(Publisher)

송윤희 강사
(Power BI)

박미정 강사
(Excel)

서주란 강사
(Excel)

김영주 강사
(Excel)

남웅찬 강사
(Project)

홍지미 강사
(Visio)

이화진 강사
(PowerPoint)

이하영 강사
(OneNote)



교육과정로드맵



기업교육고객사현황

•최근 3년간 기업 교육 서비스 제공 실적

• 2017년

수강인원 (6,385명)

수강기업 (아모레퍼시픽, 케이티, CJ, GS칼텍스 외 316개 기업)

• 2018년

수강인원 (6,053명)

수강기업 (효성, 예스코, 코스맥스, 대웅제약, 오스템 외 331개 기업)

• 2019년

수강인원 (5,443명)

수강기업 (연합인포맥스, SK에너지, 교보증권, 국민보험공단 외 361개 기업)



온라인교육서비스2



온라인교육서비스개요

• 직장인이라면반드시알아야하는필수프로그램인 Microsoft Office에대한기본기능부터예제중심의
실무커리큘럼및업무자동화, 데이터분석까지고급기능을온라인과정으로개발하여원하는장소어디서
나무한반복하여학습할수있습니다.

• 과정당 5-20분내외의동영상으로개발하여쉽고빠르게학습할수있으며, 학습후에는업무시간단축및
학습한내용을기반으로한효율적업무처리로수요기업의스마트워크를구현합니다.

• 수요기업에수강금액만큼포인트(마일리지)를예치해드리며, 수강인원및수강과목만큼마일리지를
차감하여편리하게학습하실수있습니다.



서비스운영실적 - 1개월간사이트이용자수 (2020.10.13 ~11.11)

네이버애널리틱스 : 103,302명 구글애널리틱스 : 90,1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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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로드맵 -엑셀실무활용및자동화전문가



학습로드맵–엑셀 BI, 데이터분석전문가



학습로드맵–Office 2016 에센셜



학습로드맵 - Word 자동화문서전문가



학습로드맵 -프레젠테이션전문가



학습로드맵 -스마트워크 (GTD) 전문가



서비스예시–온라인교육



서비스예시–질의응답및지식검색



서비스예시–실시간상담, 학습독려, 재수강



서비스예시–설문조사, 수료증, 수강확인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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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격산정

• 엑셀파일을통해수강인원및수강과목에따른금액산정 (별도제공)

• 수강과목수합계에따른할인율적용

• 10~29 : 10% 할인
• 30~99 : 20% 할인
• 100개이상 : 별도문의



오피스튜터
Microsoft Office 
온라인교육이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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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브라우저의주소창에
www.officetutor.co.kr를입력하
거나네이버에서 “오피스튜터＂를
검색하여사이트에접속합니다.

화면하단의 [회원가입]을눌러주세
요!

http://www.officetutor.co.kr/


회원가입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등수강생정보를입
력하면간단히가입절차가완료됩
니다.



수강신청2



마일리지확인

가입시신청한아이디와비밀번호를
입력하고로그인을한후
“귀사의교육담당자”를통해
구입한금액만큼마일리지가적립
되어있는지확인합니다.

만약마일리지적립에오류가있다
면언제든우측하단의 [교육과정
상담하기]챗봇을통해고객지원을
받을수있습니다.



[오피스튜터]-[배움터] 이동

과정목록을살펴보기위해상단
메뉴중 [오피스튜터]-[배움터]
를클릭합니다.

하단메뉴에서도배움터(온라인
교육)을클릭하여동일한메뉴로
이동할수있습니다.



[배움터]-[온라인교육]에서원하는과정찾기

과정리스트중자신의수준에맞는
과정은 [필터] 단추를클릭하여찾
을수있습니다. 필터는총 4가지가
제공됩니다.

• 제품
• 버전
• 수준
• 강사

필터결과를취소하고전체리스트로
돌아가려면 [검색취소]를누릅니다.



맛보기시청하기및수강신청

[Sample] 단추를클릭하면새창
이열리며맛보기과정을시청할
수있습니다.

맛보기과정시청후수강을결정
하셨다면 [수강신청] 단추를클릭
합니다.



온라인강좌신청– 1. 기본정보입력

1. 회원가입시입력한정보가맞는
지확인후 [결제방식]-[마일리지]
를체크합니다.

2. 화면을아래로스크롤한후 “개인
정보정책”을확인한후 [동의]를체
크합니다.

3. [다음단계]를클릭합니다.



온라인강좌신청– 2. 신청내역확인

입력한정보가맞는지확인후
[신청하기]를클릭합니다.



온라인강좌신청– 3. 결과확인

신청결과를확인한후
[MY 배움터]로이동합니다.



MY 배움터3



수강중인과목확인

[MY오튜]-[MY배움터]에서현재
수강중인과목을확인할수있습니
다.

신청한강좌를클릭하면해당강좌
로이동합니다.



온라인학습, Q&A, 자료다운로드

강좌명을클릭하면새창이열리며
동영상을시청할수있습니다.

질문이있을경우 [학습Q&A]를클
릭한후질문을게시하면강사님께
알림메일이전송되며답변이달리
면수강생에게알림메일이전송됩
니다.

[학습자료실]에서교안과예제파일
을다운로드받을수있습니다.



동영상재생, 속도조절,전체화면보기

재생중원하는지점으로바로이동
하려면시간막대중특점지점을클
릭한후 [재생] 단추를클릭합니다.

톱니바퀴단추를클릭하면화질과
속도를조절할수있습니다.

X 단추를클릭하면전체화면으로
크게확대해서시청할수있습니다.



수료증, 수강확인서출력, 설문, 연장(재수강)

진도율이수료조건을충족하면
[수료증] 출력단추가나타납니다.

수강확인서제출이필요한경우
[수강확인서] 단추를클릭합니다.

수강완료후 [설문]단추를클릭하
면피드백을남길수있습니다.

재수강을원할경우 [연장]단추를
클릭합니다.



마일리지내역확인

[MY 오튜]-[MY 마일리지]를클릭
하면이용내역을볼수있습니다.



교육과정상담및문의

• 실시간채팅상담 : https://officetutor.channel.io/

• 이메일 : edu@officetutor.com

• 전화 : 070-7098-2550

https://officetutor.channel.io/
mailto:edu@officetuto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