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존이러닝센터 더존ICT그룹 공식교육기관

플래티넘 연간회원 안내문
재경·인사전문가 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직급별 직무 역량 개발 솔루션

bm.douzoneedu.co.kr

㈜더존에듀캠 더존이러닝센터 │ 강원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신관4층

전화상담 : 1688-4100(내선1) │  FAX : 02-6233-5454

40여개 재무실무

자유수강

10여개 인사노무

자유수강

50여개 세무실무

자유수강

PC 및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다운로드

서비스

학슴상담 게시판

무료이용

센터



목 차

목 차

1. 기관 소개

2. 플래티넘 연간회원 안내

3. 재무·인사 플래티넘 연간회원

4. 세무 플래티넘 연간회원

<부록> 가입공문



기관 소개

더존ICT그룹 공식교육기관인 더존이러닝은 재무, 세무, 인사·노무, 경영분야 사무직군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큰 성장의 욕구와 배움의 만족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가장 든든한 성장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기관 소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더존이러닝센터

재경·인사 전문가양성

재경자격증 과정운영

고객사 잠재력 극대화

재경·인사 직무 및 직급별 강좌 운영을 통한
기업의 필수 전문 인력 양성

재경 이론/실무 능력 평가를 통한
재경 인력의 지속적 발전 지원

기업 현장에 꼭 필요한 강좌 운영을 통한
고객사 잠재력 극대화 지원

bm.douzoneedu.co.kr acadmy.douzoneedu.co.kr

inglish.douzoneedu.co.kr

- 재무 및 세무 등 경영일반 직무 분야의 오프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 재경 실무 담당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재무회계
원격교육기관]은 재무/세무분야의 개정 세법이슈
및 더존 프로그램 실무 교육 서비스 제공

- 사업주위탁 및 근로자카드와 같은 환급과정을 운
영하는 [기업교육 원격교육기관]은 법정교육을 포
함한 경영일반 직무교육 서비스 제공

- 1:1 원어민과 화상영어 수업 교육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 화상영어 최초 ISO 9001:2015 인증 교
육기관으로 초·중급 생활영어에서 비즈니스영어까
지 교육서비스를 제공

osure.douzoneedu.co.kr

-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모바일 기기와 PC를
활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경영, 리더십, 직무 및
소양 등의 분야에서 방대한 양의 이러닝 교육 서비
스 제공

1년 자유수강, 플래티넘 연간회원 서비스

재무·인사 / 세무회계

PC 및 모바일 서비스

기타 부가서비스

최신 재무인사 및 세무회계 분야의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1년간 자유롭게 수강

PC 및 모바일을 통해 언제든지 수강가능하며
모바일 다운로드 기능으로 편리하게 이용가능

학습상담 게시판 무료이용 등 기타 부가서비스
(자격증과정할인/집체교육수강할인)

센터



플래티넘 연간회원 안내

플래티넘 연간회원 안내
본 기업의 플래티넘 연간회원제는 재무·인사 및 세무회계 분야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이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이론 과정 및 더존 Smart A 또는 iCUBE 실무 과정을 포함한 90여개의

동영상 과정을 1년 동안 무제한 수강할 수 있는 연간회원 교육서비스로, 경영관리 직장인들의 필수

멤버십 입니다.

○ 부가서비스

회원구분 가입비 수강가능과정

재무·인사플래티넘 연간회원 1년이용, 20만원
• 총 60여개 과정 수강
• 회계, 결산 및 재무제표, 인사/급여관리, 노무관리, 
연말정산 등으로 구성

세무플래티넘 연간회원 1년이용, 20만원
• 총 65여개 과정 수강
•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결산
등으로 구성

통합플래티넘 연간회원
(재무·인사 + 세무)

1년이용, 28만원
• 총 90여개 과정 수강
• 재무·인사 및 세무 연간회원 구분과 상관없이 전체

연간회원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

※ 2인 이상 [기업(단체)] 이용 시, 가입비가 5% ~ 20% 할인 됩니다.



재무·인사 플래티넘 연간회원

재무·인사 플래티넘 연간회원

○ 가입방법

○ 수강체계도

① 더존이러닝센터 홈페이지(bm.douzoneedu.co.kr) 접속 후 개인회원가입

② [재무·인사 플래티넘 연간회원] 메뉴 → [연간회원 안내&가입] 메뉴 접속 후

개인 또는 단체(기업) 가입유형 선택하여 연간회원 가입!

※ 세무 연간회원 과정을 함께 수강하길 원하시는 경우, 통합 플래티넘 연간회원 가입으로 재무·인사와 세무를 한번에 이용 가능합니다.



재무·인사 플래티넘 연간회원

○ 재무·인사 플래티넘 연간 무제한 수강과정

① 더존이러닝센터 홈페이지(bm.douzoneedu.co.kr)
→ [재무·인사 플래티넘 연간회원] → [플래티넘 연간회원 안내&가입]

② 상단 우측 파란색 버튼(플래티넘 연간회원 무료 과정목록 다운로드) 클릭

③ 엑셀파일의 표 중 “연간회원 분류” 값이 “재무인사 플래티넘”에 해당되는 과정을 무제한 수강

※ 통합 플래티넘 연간회원의 경우 엑셀파일에 표기된 전과정을 무제한 수강

①

②



세무 플래티넘 연간회원

세무 플래티넘 연간회원

○ 가입방법

○ 수강체계도

① 더존이러닝 홈페이지(bm.douzoneedu.co.kr) 접속 후 개인회원가입

② [세무 플래티넘 연간회원] 메뉴 → [연간회원 안내&가입] 메뉴 접속 후

개인 또는 단체(기업) 가입유형 선택하여 연간회원 가입!

※ 재무·인사 연간회원 과정을 함께 수강하길 원하시는 경우, 통합 플래티넘 연간회원 가입으로 재무·인사와 세무를 한번에 이용 가능합니다.



세무 플래티넘 연간회원

○ 세무 플래티넘 연간 무제한 수강과정

① 더존이러닝센터 홈페이지(bm.douzoneedu.co.kr)
→ [세무 플래티넘 연간회원] → [플래티넘 연간회원 안내&가입]

② 상단 우측 파란색 버튼(플래티넘 연간회원 무료 과정목록 다운로드) 클릭

③ 엑셀파일의 표 중 “연간회원 분류” 값이 “세무 플래티넘”에 해당되는 과정을 무제한 수강

※ 통합 플래티넘 연간회원의 경우 엑셀파일에 표기된 전과정을 무제한 수강

①

②



<부록> 가입공문

우 24465 강원 춘천시 남산면 버들1길 130 신관 4층 │ Tel. 1688-4100(내선1) │ Fax. 02-6233-5454

bm.douzoneedu.co.kr │ 주식회사 더존에듀캠 이러닝교육팀 주미경 대리 E-mail. a118917@douzone.com

수 신 재무·인사 및 세무회계분야 담당자

참 조 재무·인사 및 세무회계담당부서 부서장

제 목 더존이러닝센터 [플래티넘연간회원]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더존ICT그룹 공식교육기관인 더존이러닝센터는 기업의 재무·인사 및 세무회계 분야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의

역량을 향상하고자 [플래티넘 연간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가입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3. 저희 더존이러닝센터를 늘 아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임직원과 함께 항상 최상의 교육 서비스로 보답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이용기간 : 서비스 지정시작일로부터 1년간 이용가능

○ 서비스종류 및 내용

회원구분 가입비 수강가능과정

재무·인사
플래티넘 연간회원

1인, 20만원
• 회계, 결산 및 재무제표, 인사/급여관리, 노무관리, 연말정산
등으로 구성(약 60여개 과정)

세무
플래티넘 연간회원

1인, 20만원
•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결산 등으로 구
성(약 65여개과정)

통합 (재무인사+세무)

플래티넘 연간회원
1인, 28만원

• 재무·인사 및 세무 연간회원 구분과 상관없이 전체 연간회원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약 90여개 과정)

㈜더존에듀캠 대표이사

센터

※ 2인 이상 [기업(단체)] 이용 시, 가입비가 5% ~ 20% 할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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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이러닝 더존ICT그룹 공식교육기관

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