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SI 라이브 러닝은 예산이나 시간이 없는 경우, 또한 온

라인 강좌의 편리함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학

습 방식입니다.

비록 귀하와 동료 직원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 있지만, BSI

는 모두를 온라인 상의 가상 교실에 모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두가 실제로 한 교실에 있는 것처럼, 강사가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양방향 수

업 방식입니다. 

BSI Training Academy

BSI 라이브 러닝

BSI 라이브 러닝 은 교육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핸드폰 등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방식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자료 공유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양방

형 온라인 교육입니다. 



BSI 라이브 러닝 교육 과정 

효과적인 강의실 환경 제공 
BSI의 전문강사와 수강생분들은 효과적인 강의실

환경을 조성하는 업계 최고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

에서 실시간으로 소통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교육

과정 내내 전문강사 및 같은 과정 수강생들과 의사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직장이나 집 또는 인터넷 연결이 잘 되고 방

해 받지 않는 곳이면 어느 장소 든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출장비와 숙박비 뿐 아니라,  돈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학습 프로그램
BSI의 전문 강사들은 자료, 토론, 활동을 통한 커리큘

럼으로 해박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귀하는 교실에

서 수강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의는 소규모로 유지되므로 일반적인 현장 강의보

다 더 세심한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 인증받은 수료증 취득
라이브 러닝 과정을 이수하시면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BSI 교육 과정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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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교육 과정을 라이브 러닝으로 만나 보십시오. 더 많은 과정이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은 
귀사만을 위한 방문교육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ISO 9001 Quality Management

FSSC 22000 Food Safety

ISO 14001 Environmental Management

ISO 22301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 참고 사항- BSI 라이브러닝으로 가능한 과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bsigroup.com/ko-KR/our-services/training-courses/

BSI 라이브 러닝의 장점 

디지털 혁명은 학습 방식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닝은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귀하에게 강의실 환경을 

조성할 

들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조직과 전문가의 니즈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라이브 러닝은 다음과 같은 장점

제공하는 양질의 수업 방식입니다.

https://www.bsigroup.com/ko-KR/our-services/training-courses/


BSI 라이브 러닝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교육과정

교육 과정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됩니다. 여기

에는 학습 경험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

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됩니다

• 소규모 회의장

• 화이트보드

• 문서 및 비디오 공유

• 설문조사

• 채팅

• 파일 다운로드

BSI 라이브러닝 과정은 귀하의 교육 목표와 일상

적인 업무의 균형을 맞추는데 편리한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강생

효과적인 학습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것 

• 고속 인터넷을 이용한 PC 또는 태블릿

• 헤드셋

• 웹캠 (필요시)

최적의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조용한 

교육환경에서 강의를 듣고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 환경의 최적화를 위해, BSI는 귀하에게 방해
되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서 강의를 수강하시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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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BSI 교육 과정인가요?

BSI는 어떤 교육 과정을 수강하시든, 귀하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맞춤 제공합니다.  지식
을 쌓고, 경영시스템을 구현 및 심사하는 방법을 배우거나, 비즈니스의 탄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툴과 기술을 알아 보십시오. 귀하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든, BSI는 귀하에게 

맞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의 동료들과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

서 나타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1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BSI의 모범 사례를 공유

하십시오.

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소개

BSI는 사람과 조직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는 탁월함

(Excellence)을 습관화하기 위해 매일 전세계에 지식, 혁신, 모범 사례를 공유합니다. 

BSI는 항공우주, 자동차, 건축 환경, 식품 및 의료 등 여러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세계 각지의 193개국, 84,000명의 고객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BSI는 표준 개발 및 

지식 솔루션, 인증, 규제 서비스 및 전문 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식을 통해 비즈니스 성과

를 향상시켜 고객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궁극적으로 보다 탄력적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 

https://www.bsigroup.com/ko-KR

이용 가능한 라이브 러닝 최신 과정 목록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bsigroup.com/ko-KR/our-services/training-courses/

https://www.bsigroup.com/ko-kr/
https://www.bsigroup.com/k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