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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회사명

(주)메인콘텐츠

설립일

2017년 2월 16일

대표이사

임한규

직원 수

22명

주요 콘텐츠

진로, 창직, 창업, 강점, 직무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65, 6층

주요 사업

초·중·고 특강, 캠프, 프로그램 운영

문의

1566-9178, main@maincontents.com

대학 특강, 캠프, 프로그램 운영
기관 및 기업 특강, 캠프,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스타트업 컨설팅 및 사업화 패키지
콘텐츠 전문가 양성 및 민간자격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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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2018 청년기업인 교육부장관 표창
·서울창업포럼위원 서울시장 표창
·나이스데앤비 우수기술기업 인증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 등록
·서울형 강소기업 확인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 확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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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실전 경험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습 경험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면

실전

‘ 자기 실현 ’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자기
실현
실습

이를 위해 메인콘텐츠는

전문가의 실전 경험과
교육생의 실습 경험이
융합될 수 있는 교육콘텐츠
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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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Main

Contents

Growth

높은 전문성

실습 콘텐츠

·내부 전문가 보유

·실습 교구, 교재

·전문가 멘토링

·외부 전문가 섭외

·온라인 프로그램

·분야별 컨설팅

·교육 콘텐츠 연구

맞춤 성장지원

·맞춤 프로그램
실습 도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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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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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창직 진로 프로그램

2.

창업 &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3.

스테이션 강점 프로그램

4.

에듀티 직무설계 프로그램

5.

콘텐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New job Career Program

Start-up & Entrepreneurship Program

메인콘텐츠의

콘텐츠

Station Strength Analysis Program

한 눈에 보기
Eduty Job Design Program

Contents Expert Train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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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업계 최대
창직 진로 프로그램

01 창직 진로 프로그램

유일무이,
비교불가

자체 개발한 교재,
교구 최다 보유

2020년 기준 누적 진행학교 1,700여곳

청소년 프로그램은 반드시 재미있어야 합니다.

누적 교육생 24만명과 함꼐한 프로그램 입니다.

동시에 교육적 효과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재와 교구를 활용한 콘텐츠로

그래서 핵심 개념과 과정을 카드와 보드에 담아서 게임을 진행하고,

창직이라는 중요한 진로 방향을 게이미피케이션

실습형 교재로 복습과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식으로 운영하여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게임의 내용으로 실습하기에 쉽게 이해하고 친숙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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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방향 설정과
창직 아이디어 발상

01 창직 진로 프로그램

창직 진로 설계와
구체적 계획 수립

적성, 재능, 흥미
파악 및 분석

기술 응용력과
창의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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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창직 진로 프로그램

창직 진로에 필요한 핵심 역량에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

대인관계역량

문제해결력

4% 상승

교육 받은 집단
10% 상승

0.5% 상승

사전

2% 상승

사전

사후

10% 상승

5% 상승

자기주도학습

창의성역량

사후

9% 상승

2.5% 상승

진로결정효능감

교육 받지 않은 집단

18% 상승

10% 상승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2019 메인콘텐츠 창직교육,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 교육효과성 분석 연구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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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창업 &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 이윤은 혁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 ”
창조적파괴, 즉 혁신은

“

”

자본주의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 성장의 원리를 주장하고
이를 실현하는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한

자본주의의 성장과 혁신을
만드는 사람이 기업가이다.

”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의 이론은 전 세계의
창업 전문가들도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슘페터의 이론을 기반으로 창업 전략을 체계화하여
누구든 쉽게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혁신의 주체인 기업가는

“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려는 의지와

”

열망에 불타는 모험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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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창업 &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대한민국 No.1 온라인 창업 프로그램
슘페터 블렌디드 러닝 2.0

아이디어
발상

Start-up
All in One
Program

·창조적 파괴
·ERRC 전략
·블루오션 전략

·상표, 브랜드 이미지

비즈니스
모델

·경쟁사 포지셔닝
·타깃고객 선정
·수익구조 구축
·홍보마케팅 전략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사업계획서
·IR피칭 PPT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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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창업 &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창업 준비를 더 완벽하게 해줄 추가 기능 및 온라인 프로그램

창업 아이디어 검증, 창업 아이템 정립, 정부지원 사업,

기업 브랜드의 상표 등록을 위한 자료 조사와

기업 브랜드와 퍼스널 브랜드를 동시에 어필

창업 경영 등에 필요한 피드백과 멘토링이 제공됩니다.

상표 등록 노하우가 담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브랜드 전략을

문서 피드백을 통해 1차로 점검하고, 온라인을 통해

브랜드명은 물론, 서비스 이름, 제품 이름까지

명함에 담아, 전문적인 명함을 얻을 수 있도록

실시간 피드백과 창업, 경영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정하여 상표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도와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 내

전문적인 컨설턴트와의 매칭으로 우리의 창업을 성공

회사를 기억할 수 있는 명함을 제작해보세요.

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창업 직후 필요한 모든 계약서와 서식을 제공

창업이후 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장, 개인의

온라인 사업계획서가 완성 된 후, 전문가 및

하여 창업 운영을 더 쉽게 도와주고, 각종 위험

전문적인 전자서명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고객들에게 펀딩 형태의 모의 펑딩 프로그램을

을 미리 방지합니다. 나의 아이디어, 브랜드, 지분,

파일로 저장하여 활용 및 도장으로 제작해보세요.

통해 시장 검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투자 등 창업과 관련된 문서를 제공하여 올바른

합니다. 사업에 대한 피드백으로 한 번 더 보완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침서가 되어 드립니다.

하여 창업 성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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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창업 &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완벽합니다.

슘페터 창업 툴킷&카드, SP스캐닝

실전창업 시뮬레이션 워크북

슘페터 블렌디드 러닝과 같은

창업, 경영, MVP, 홍보마케팅,

과정을 오프라인 교육으로

투자유치의 필수 과정을 실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교구, 교재입니다.

실습하는 워크북입니다.

과정별 핵심 개념 설명과 사례가

특히, 위기카드를 활용하여 창업미션

담겨있어 활용하기 쉽습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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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창업 &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창업역량 강화에 대한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
교육 받은 집단

1.29

기업가정신

기획력

0.22

창업가적
프로세스

0.33

0.12

2.46

1.28

0.64

0.63

창의성역량

창업 의지

교육 받지 않은 집단

1.23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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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스테이션 강점 분석 프로그램

강점과 장점의 차이를 알고 만든
진짜 강점 검사 및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강점은 ‘ 남보다 우세하거나 뛰어난 점 ’을 말합니다.
진짜 강점을 알기 위해서는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션 강점은 남들과
상황(Situation)과 통상(Standard) 강점 모두를
검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7

3

CONTENTS

03 스테이션 강점 분석 프로그램

강점 분석과 활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

오프라인 교재/교구

온라인 검사 프로그램

강점 카드, 워크북, 메모지를 통해

장점, 상황강점, 통상강점 검사를

오프라인 교육 및 컨설팅 등에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자동으로 종합하여

마스터 과정을 수료한 분들에게는

상세한 해석이 담긴 결과지를

50% 할인가로 제공합니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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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스테이션 강점 분석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스테이션 강점 특강

스테이션 강점 워크숍

스테이션 강점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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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에듀티 직무설계 프로그램

Eduty Job Design Program

에듀티 직무설계

JETT 직무환경유형분석

에듀티 프로그램은 직무와 진로설계에 필요한

선호하는 업무 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해

150가지의 카드와 600여가지 키워드로 구성된

직무환경 유형을 알아봅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에듀티 카드를 활용하여 진행됩니다.

업무성과에 중요한 집중력, 분위기등이 확 달라집니다.

상세설명과 핵심 내용을 담은 에듀티 카드로

같은 직업이라도 업무 환경이 다르며, 어떤 업무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커리어 로드맵

환경에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성과의 차이가 커집니다.

설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팀 vs 개인, 한 장소 vs 여러 장소,

기업가정신, 진로, 창직, 취업 관련 교육과

새로운 일 vs 반복되는 일, 3가지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멘토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석하여 업무환경을 보다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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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콘텐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Content Expert Training Program

창직진로 지도사

슘페터 창업 디렉터

스테이션 강점 마스터

진로 교육 및 캠프, 자유학기제를

1급은 예비·초기창업자 대상

카드, 워크북, 온라인 검사 활용법,

운영할 수 있도록 창직 진로 프로그램의

창업교육 및 멘토링 전문가,

강점 개념, 프로그램 운영법 등에 대한

전체 내용과 운영법을 전수합니다.

2급은 청소년 대상 창업 및

교육과 마스터만의 특별한

기업가정신 전문강사 과정입니다.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격증 취득 시 교육 전문가 활동기회 공유 및 지원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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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메인콘텐츠 비즈니스

10,000명의 경험으로 검증된 창업 프로그램
(대학, 기관, 기업, 단체에 맞춤 운영)

서 울 : 22개 대학, 10개 기관
경

기 : 19개 대학, 7개 기관

경상도 : 23개 대학, 18개 기관
전라도 : 9개 대학, 2개 기관

1. 창조적 파괴 아이디어 교육&멘토링

2. 실전창업 시뮬레이션 교육&멘토링

·대상 : 예비창업, 창업 관심 단계

·대상 : 초기창업, 창업 관심 단계

·시간 : 8 ~ 24시간

·시간 : 8 ~ 32시간

3. 창업 특강과 맞춤 교육&행사 운영

4. 스타콘(유망 스타트업) 취업 프로그램

·주제 : 사업계획서, 대회, BM 워크숍 등

·대상 : 스타트업 취업 희망자

·시간 : 협의

·시간 : 8 ~ 24시간

5. 슘페터 창업 디렉터 자격과정

6. 스테이션 강점 마스터 자격과정

·대상 : 창업교육 및 멘토링 관련 종사자

·대상 : 강점 활용 교육 및 코칭 종사자

·시간 : 16시간

·시간 : 6시간

충청도 : 7개 대학
강원도 : 2개 대학
제주도 : 3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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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다 청소년 콘텐츠와 최대 전문인력 보유
서 울 : 42개 학교, 4개 기관
경

기 : 68개 학교, 10개 기관

제주도 : 22개 학교, 1개 기관

1. 진로 캠프

2. 자유학기제

2. 진로교사 연수

창직진로 교육과정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경상도 : 17개 학교, 2개 기관

·놀이로 살펴보는 신직업 여행

·슘페터의 기업가정신

충청도 : 11개 학교, 4개 기관

·창직 역량을 키워주는 핵심 프로그램

·유니콘 기업 탐구

강원도 : 3개 학교, 2개 기관

·다양한 진로 탐색 가능

·슘페터 어드벤처를 활용한 기업 활동 체험

전라도 : 2개 학교

·창의적 미래 신직업 교육

·창조적파괴 혁신기업 만들기

창직 자유학기제

슘페터 자유학기제

·진로교육의 터닝포인트

·기업가정신 역량 함양

·효과적인 창직 교육

·창조적파괴를 통한 혁신 아이디어

·창직진로교육의 핵심

·네이밍과 로고를 통한 기업 대표이미지 구축

·장단기적으로 프로그램 조절 가능

·혁신 창업 대회

4H 창직진로교육 연수과정

4H 슘페터교육 연수과정

·창직 특강

·슘페터 기업가정신&창업 특강

·창직여행 보드게임을 활용한 신직업의 이해

·스타트업, 유니콘기업의 혁신 아이디어

·창직카드를 활용한 강점과 직업 찾기 방법

·슘페터 어드벤처 보드게임 교육 체험

·창직발상 보드게임을 활용한 창직 아이디어 발상

·창조적파괴 혁신 창업기업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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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교구,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용역사업

교재, 교구 연구개발

전문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관련 용역사업

외부 전문가 및 기관, 기업과 함께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 및

자사의 콘텐츠와 전문인력 혹은 기관 및

공동으로 활용하고 판매할 수 있는

섭외 능력을 활용하여, 고객이 원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 제안, 운영,

교재와 교구를 연구개발 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결과보고까지 완벽한 사업 운영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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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메인콘텐츠의 협력 기업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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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기업, 기관

(주)슘페터
창조적 파괴를 통한 한국형 실전창업교육 전문 기업
2018년에 설립한 (주)메인콘텐츠 최초의 사내벤쳐
남부지역권 사업 운영 및 콘텐츠 공동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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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기업, 기관

각 분야에서 최고인 곳과 함께 하고 있으며,
함께 시너지 낼 수 있는 곳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창직컨설턴트 양성 」

「 공부환경 컨설팅 」

「 모빌리티 서비스 」

「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

「 AI 코딩로봇 」

「 첨단교구 콘텐츠 」

「 지식재산 보호 」

「 지식공간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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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기업, 기관

대한민국 No.1 콘텐츠 플랫폼에서
‘ Main Contents ’가 되어보세요.

콘텐츠 공동 개발

기업

및 공유 협력

협력 사업 및
교육 운영/연구

대학

기관

관련 사업 자문,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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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오시는 길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5번 출구 10m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5번 출구 - 길 건너 첫번째 건물

대표전화

1566-9178

이메일

main@maincontents.com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65 금성빌딩 6층

www.maincontents.com

5 5번 출구

신대방삼거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