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siness + Biscuit] 

국내 최고의 기업교육기관, 

IGM의 온·오프라인 강의와 4차 산업혁명 정보를 한 곳에서 

언제-어디서나 쉽게! 

w w w . b i z c u i t . co m  



해마다 부족해지는 교육예산, 

좋은 오프라인 강의를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기만 하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자니 다들 지루해만 하는 것 같고… 

□  한정된 예산으로 양질의 교육기회를 구성원에게 제공할 수는 없을까요?  

□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으로 오프라인 교육할 시간이 부족해요! 

□  승진자-필수 교육이 외에는 따로 챙길 시간도-여유도 없어요 

□  온라인 강의를 하자니 시간도 길고 관리하기가 까다로워요! 

□  IGM 강의를 듣고는 싶은데 현업이 너무 바빠서 갈 시간이 없어요! 

□  다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데 당장 뭘 준비해야 하나요? 

지금 여러분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한 방에 해결 할 수 있는 

IGM Bizcuit 

 어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미있게 

 경영일반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한 번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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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영일반 따로 4차 산업혁명 따로? 이제 그만! 

온라인 콘텐츠 시청부터 오프라인 포럼 참석까지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합니다. 

IGM의 모든 온라인 콘텐츠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시청 

02 
4차 산업혁명 관련 최신 정보를 정제하여 전달하며(데일리 메일링 서비스) 기술 동향과 

이미 성공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을 Case study형태로 학습합니다. 

( * 매월 1회 온라인 강의 서비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04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는 오프라인 조찬포럼을 통해 같은 고민을 가진 경영자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경영의 지혜를 함께 찾아가는 지식 유대의 장을 제공합니다. 

( * 교육담당자가 강의주제별로 알맞은 교육생을 선별하여 교육기회 제공 가능) 

월 1회 조찬포럼으로 회원 간 지식 네트워킹 촉발 

03 
분야별 국내 최고의 교수진과 IGM 교수진이 사원부터 CEO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Agenda로 구성된 최고 수준의 조찬포럼 강의를 매월 1회 제공합니다. 

매월 경영 Agenda에 맞춘 신규강의 Updat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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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별로 분류된  1,000여 편의 영상으로   

비스킷을 먹듯 쉽게 배우는 5분 경영지식 

매일 제공되는 4차 산업혁명 정보 소식지와 

사례로 배우는 4차 산업혁명 온라인 강의 

15년간 15,000명이 넘는 CEO와 임원이  

선택한 검증된 IGM의 베스트 셀러 강의 

사회 각계의 리더들과 인문과 경영을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지식 네트워킹의 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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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영 지식을 스토리 텔링으로 풀어내어  
쉽고 재미있게 스스로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리더들의 답답함을  

속 시원히 풀어줄 5분 지식동영상 

직급별, 주제별, 문제상황 별로 콘텐츠가 분류되어  
있어 필요한 내용을 편리하게 찾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쉽게 벤치마킹이  
가능하고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01 

02 

03 

최신기술동향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업을 Case study 형태로 학습합니다. 

매일 제공되는 종합정보 소식지와 

30분으로 느끼는 생생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날의 주요 지식과 정보를  
매일 아침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주제 및 업종별 선택학습으로 우리회사의 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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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http://www.bizcuit.com/kr/contents/marketing?mk_idx=7494
http://www.bizcuit.com/kr/contents/marketing?mk_idx=7493
http://www.bizcuit.com/kr/info/interview_pop/8442913618081096
http://www.bizcuit.com/kr/info/interview_pop/8442913618081096
http://www.bizcuit.com/kr/info/interview_pop/844291361808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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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수준의 Best Practice 강의로  
전 직원이 함께 창조적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15년간 15,000명이 넘는 CEO와 임원이  

선택한 검증된 IGM의 베스트 셀러 강의 

매월 경영 Agenda에 맞춘 신규강의 업데이트로 
우리회사가 지금 챙겨야 할 포인트를 학습합니다. 

01 

02 

4차 산업혁명과 경영일반을 아우르는 주제로 
매월 회원사간 네트워킹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각계의 리더들과 인문과 경영을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지식 네트워크의 장 

강의주제별 국내 최고의 강사진만을 엄선하여 
오직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됨으로써 최고수준의 
강의를 매월 수강 할 수 있습니다. 

01 

02 

http://www.bizcuit.com/kr/contents/marketing?mk_idx=7495
https://www.youtube.com/watch?v=YHgTjzabCsQ&feature=youtu.be
http://www.bizcuit.com/kr/info/interview_pop/8442913618081096
http://www.bizcuit.com/kr/info/interview_pop/844291361808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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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M Bizcuit 4.0 사무국 

TEL. 02-2036-8588, 8374      E-Mail. bizcuit@igm.or.kr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 이용권 구매 버튼 클릭 및 진행 

H.P. www.bizcuit.com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Bizcuit 
4차 산업혁명  
+ 명품강의 

조찬포럼  
1회 참석 

서비스 내역 
-5분 동영상 
-데일리레터 발송 

-Mini 강의 
-데일리레터 발송 

- 매월 1주차 금요일 진행 

가격 
연 300,000원 
월 29,900원 

연 150만원 
연 180만원 
회당 15만원 

결제방법 
구매문의 : 비즈킷 사무국  

T.02-2036-8588   E.bizcuit@igm.or.kr 

구성 Bizcuit 4.0의 기본 상품군으로써 단일 상품별 가격체계임  

7 

등록절차 

문의 

▶ 서비스 중복 구매의 경우 별도할인 적용가능 
▶ 구매문의 : 비즈킷 사무국 T.02-2036-8588   E.bizcuit@igm.or.kr 
▶ 결제방법 : 계산서(영수/청구), 카드결제(사무국을 통한 결제는 하나·롯데 ·현대카드 외 가능 



04542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00, 서관동  

11층 1101호 (수표동, 시그니쳐타워) 

 T.02-2036-8588 ㅣ E.bizcuit@igm.or.kr ㅣ H. www.bizcuit.com      

mailto:E.ir4@ig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