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렛유인 엑스퍼트 컨텐츠 4월 UPDATE 현황
1. 기업 교육 (사업주 훈련)
* 자세한 과정 내용 및 신청방법은 02-539-1778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번호

1

분야

반도체

NEW

커리큘럼

반도체 직무향상 과정 (종합)

총 차시

49

기간

강의 구성

강의 상세보기

8주

- 반도체 시장 분석 및 전망
- 반도체 기본 소자의 동작원리
- DRAM/NAND의 동작원리
- 8대 공정 Process
- 패키징 기본 원리 해석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3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53

2

반도체

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한 입문과정

38

8주

- 반도체 기본 소자의 동작원리
- DRAM/NAND의 동작원리
- 8대 공정 Process
- 패키징 기본 원리 해석

3

반도체

후공정 직무향상 과정

41

8주

- 반도체 시장 분석 및 전망
- 반도체 기본 소자의 동작원리
- 패키징 기본 원리 해석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52

4

반도체

전공정 직무향상 과정

54

8주

- 반도체 시장 분석 및 전망
- 반도체 기본 소자의 동작원리
- DRAM/NAND의 동작원리
- 8대 공정 Process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50

8주

- 반도체 패러다임의 변화
- 중국 반도체의 이해
-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와 이해
- 반도체 시장과 연결될 IoT
- 패키징 기본 원리 해석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41

4주

-LED 광원시장 점유율과 시장규모
-LED FAB 제조공정 [EPI,FAB,PKG 공정]
-LED CHIP의 종류와 구조,
활용되는 범위
-형광체의 구조와 발광과정
-광학용어 중 빛의 단위와 휘도와 광량의 차이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35

5

6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시장 뉴 패러다임 + 후공정

LED 직무향상 과정 (기초)

31

8

6주

- 반도체 시장 분석 및 전망
- DRAM/NAND의 동작원리
- 8대 공정 Process
- 패키징 기본 원리 해석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65

7

반도체

NEW

반도체 시장 트랜드 분석 2017 + 전공정
시장 v2.0 - 17, 전공정 - 10

8

반도체

NEW

반도체 시장 트렌드 분석 2017
시장 v2.0 - 17

17

4주

- 반도체 패러다임의 변화
- 중국 반도체의 이해
-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와 이해
- 반도체와 연결될 IoT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67

9

반도체

NEW

반도체 뉴 메모리의 이해 (심화) - 1부

14

4주

- MOSFET Device 기본 이해 및 이슈
- DRAM Device 구조 및 이해
- 메모리 반도체 Architecture
- DRAM New Tech"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69

NEW

패키징 & 모듈의 이해 (입문)
파워모듈 - 15, 방열 - 4

4주

- 파원모듈 패키징
- Solder의 종류
- 패키지 방열 설계
- Lead Frame의 제작공정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0

4주

- 패키징 재료/설비 기술의 이해
- Intermetallic 설비 형성
- Ribbon Bond 재료 기술
- Copper Wire 재료 기술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1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2

10

11

반도체

반도체

NEW

패키징 & 모듈의 이해 - 기초

27

19

15

12

반도체

NEW

반도체 8대 공정장비의 이해 (종합) - 1부
CMP- 21, Etching - 26

47

10주

- CMP의 도입 배경과 역사
- CMP 공정 이해
- CMP 물리적 화학적 이해
- Defect, STI, 측정/분석
- 반도체 제조 공정의 이해
- 반도체 습식 식각 공정
- 반도체 건식 식각 공정
-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플라즈마

13

반도체

NEW

반도체 8대 공정장비의 이해 - CMP

21

6주

- CMP의 도입 배경과 역사
- CMP 공정 이해
- CMP 물리적 화학적 이해
- Defect, STI, 측정/분석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4

14

반도체

NEW

반도체 8대 공정장비의 이해 - Etching

26

6주

- 반도체 제조 공정의 이해
- 반도체 습식 식각 공정
- 반도체 건식 식각 공정
-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플라즈마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5

15

반도체

16

디스플레이

17

디스플레이

18

NEW

NEW

반도체 환경 설비 직무 향상 과정 (기초)

13

4주

- 반도체 제조 설비의 이해
- 공조, 배관, 스크러버 설비
- 펌프, 배기, 전기의 이해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6

OLED 직무향상 과정

40

8주

- 디스플레이 용어 정리
- OLED 특성의 이해
- OLED 시장과 기술
- OLED 공정 기술과 장비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16

LCD 직무 향상 과정

15

4주

- LCD 구조 및 구동원리
- LCD 공정 설비
- 디스플레이 회로 설비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57

4주

- Press의 원리 이해
- Press 능력의 구분
- TRANSFER & PROGRESSIVE 개념
- 개발업무 Flow&Process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51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42

프레스 가공 입문편

자동차

15

19

자동차

NEW

자동차 IT전장 산업

18

4주

- 자동차 산업 변화의 이해
- ADAS와 전장 산업
- 자동차 전장과 자동차 반도체
- 자동차 자율주행과 전장 산업

20

자동차

NEW

CATIA 학습하기

27

6주

- CATIA 기본 사용법
- CATIA Sketcher
- CATIA Part Modeling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8

21

IT

NEW

사물인터넷의 트렌드 & 개론

23

6주

- IT 산업의 이해
- IoT 신시장의 이해
- IoT 회사별 전략
- 임베디드 시스템과 IoT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58

22

IT

IT&IoT 시장 최신 Trend 및 전략

14

4주

- IT 산업의 이해
- IoT 신시장의 이해
- IoT 회사별 전략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17

23

3D설계Tool

NEW

SOLIDWORKS 학습하기

15

4주

- 솔리드웍스 스케치, 피쳐 사용법
- 솔리드웍스 피쳐 활용법
- 솔리드웍스 어셈블리
- 솔리드웍스 도면 모델링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32

24

플랜트

플랜트 산업의 이해

20

4주

- 각종건설 프로젝트의 종류와 특징 이해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 프로젝트 기획단계 업무 파악 - 프로젝트 입찰
Online_Program.php?uid=24
및 계약 단계 업무 파악

25

방산

방위 산업체 기본 교육 (무시 체계 설계)

11

4주

- 방위 사업 환경 분석
- 방위 사업 배경 지식
- 방위사업 개발 프로세스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23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48

26

교양

27

교양

28

교양

NEW

NEW

고객 만족 100% 고객 컴플레인 응대법 및 비즈니스 매너

20

4주

- 컴플레인의 정의 및 의미를 이해
- 불만 고객 응대 6단계 & 5가지 원칙을 이해
- 불만고객 단계 별 응대스킬
- 직장 내 비즈니스 매너의 중요성
- 비즈니스 악수, 명함 예절
- 온라인 에티켓 & 이메일 에티켓
-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

신시장 정복 PCM 마케팅 과정 - 1편

30

8주

- 마케팅 진화와 계획 수립
- 소비자 행동 분석
- 글로벌 마케팅 전략 분석 및 진입 전략
- 시장 세분화 및 마케팅 리서치 프로세스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31

8주

- 마케팅 가격전략 및 공급망 관리
- 도매와 소매에 대한 이해
-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 광고, PR, 판촉을 통한 마케팅"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9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80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61

신시장 정복 PCM 마케팅 과정 - 2편

30

29

교양

NEW

심청이와 함께하는 심봉사 눈뜨는 경제기초

12

4주

-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항의 정의와 의미
- 가격의 형성과정 및 수요공급의 관계
- 가계의 소비패턴과 거시경제에서 가계가 주
는 의미
- 기업의 이윤 극대화 지점과 이윤극대화가 가
져다 주는 의미

30

교양

NEW

정약용의 리더십

12

4주

- 사람을 상대한 처세술
- 담대함을 이용한 처세술
- 절조를 지키는 처세술
- 배려를 통한 사람을 헤아리는 방법

31

32

외국어

외국어

NEW

NEW

고객에게 인정받는 비지니스 영어회화 (입문)

일본열도 정복 비지니스 일본어(초급)

22

20

6주

4주

- 미팅, 전화 비지니스 영어
- Presentation 영어회화
- Dealing with Complaints
- Socializing에 대한 학습

- 일본어 기본 발음 학습
- 일본어 상황별 회화 학습
- 일본어 비지니스 대화 학습
- 일본 일상 회화 학습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60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82

2017년 렛유인 엑스퍼트 컨텐츠 4월 UPDATE 현황
2. 근로자 교육 (내일배움카드 훈련)
* 자세한 과정 내용 및 신청방법은 02-539-1778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번호

분야

NEW

커리큘럼

총 차시

기간

강의 구성

강의 상세보기

반도체 직무향상 과정 (종합)

49

8주

- 반도체 시장 분석 및 전망
- 반도체 기본 소자의 동작원리
- DRAM/NAND의 동작원리
- 8대 공정 Process
- 패키징 기본 원리 해석

NEW

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한 이문 과정

38

8주

- 반도체 기본 소자의 동작원리
- DRAM/NAND의 동작원리
- 8대 공정 Process
- 패키징 기본 원리 해석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53

반도체

NEW

후공정 직무향상 과정

41

8주

- 반도체 시장 분석 및 전망
- 반도체 기본 소자의 동작원리
- 패키징 기본 원리 해석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52

반도체

NEW

전공정 직무향상 과정

54

8주

- 반도체 시장 분석 및 전망
- 반도체 기본 소자의 동작원리
- DRAM/NAND의 동작원리
- 8대 공정 Process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50

1

반도체

2

반도체

3

4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3

5

반도체

NEW

6

반도체

NEW

7

반도체

NEW

8

반도체

NEW

반도체 시장 뉴 패러다임 + 후공정

반도체 시장 트랜드 분석 2017 + 전공정
시장 v2.0 - 17, 전공정 - 10

반도체 시장 트렌드 분석 2017
시장 v2.0 - 17

패키징 & 모듈의 이해 (입문)
파워모듈 - 15, 방열 - 4

반도체 8대 공정장비의 이해 (종합) - 1부

31

8주

- 반도체 패러다임의 변화
- 중국 반도체의 이해
-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와 이해
- 반도체 시장과 연결될 IoT
- 패키징 기본 원리 해석

27

6주

- 반도체 시장 분석 및 전망
- DRAM/NAND의 동작원리
- 8대 공정 Process
- 패키징 기본 원리 해석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65

17

4주

- 반도체 패러다임의 변화
- 중국 반도체의 이해
-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와 이해
- 반도체와 연결될 IoT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67

19

4주

- 파원모듈 패키징
- Solder의 종류
- 패키지 방열 설계
- Lead Frame의 제작공정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0

47

10주

- CMP의 도입 배경과 역사
- CMP 공정 이해
- CMP 물리적 화학적 이해
- Defect, STI, 측정/분석
- 반도체 제조 공정의 이해
- 반도체 습식 식각 공정
- 반도체 건식 식각 공정
-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플라즈마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2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41

9

반도체

NEW

10

반도체

NEW

반도체 8대 공정장비의 이해 - CMP

21

6주

- CMP의 도입 배경과 역사
- CMP 공정 이해
- CMP 물리적 화학적 이해
- Defect, STI, 측정/분석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4

11

반도체

NEW

반도체 8대 공정장비의 이해 - Etching

26

6주

- 반도체 제조 공정의 이해
- 반도체 습식 식각 공정
- 반도체 건식 식각 공정
-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플라즈마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5

12

디스플레이

OLED 직무향상 과정

40

8주

- 디스플레이 용어 정리
- OLED 특성의 이해
- OLED 시장과 기술
- OLED 공정 기술과 장비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16

CMP- 21, Etching - 26

13

자동차

NEW

자동차 IT전장 산업

18

4주

- 자동차 산업 변화의 이해
- ADAS와 전장 산업
- 자동차 전장과 자동차 반도체
- 자동차 자율주행과 전장 산업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42

14

자동차

NEW

CATIA 학습하기

27

6주

- CATIA 기본 사용법
- CATIA Sketcher
- CATIA Part Modeling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8

15

IT

NEW

사물인터넷의 트렌드 & 개론

23

6주

- IT 산업의 이해
- IoT 신시장의 이해
- IoT 회사별 전략
- 임베디드 시스템과 IoT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58

16

플랜트

NEW

플랜트 산업의 이해

20

4주

- 각종건설 프로젝트의 종류와 특징 이해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 프로젝트 기획단계 업무 파악 - 프로젝트 입찰
Online_Program.php?uid=24
및 계약 단계 업무 파악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48

17

교양

NEW

고객 만족 100% 고객 컴플레인 응대법 및 비즈니스 매너

20

4주

- 컴플레인의 정의 및 의미를 이해
- 불만 고객 응대 6단계 & 5가지 원칙을 이해
- 불만고객 단계 별 응대스킬
- 직장 내 비즈니스 매너의 중요성
- 비즈니스 악수, 명함 예절
- 온라인 에티켓 & 이메일 에티켓
-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

18

교양

NEW

신시장 정복 PCM 마케팅 과정 - 1편

30

8주

- 마케팅 진화와 계획 수립
- 소비자 행동 분석
- 글로벌 마케팅 전략 분석 및 진입 전략
- 시장 세분화 및 마케팅 리서치 프로세스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31

19

교양

NEW

신시장 정복 PCM 마케팅 과정 - 2편

30

8주

- 마케팅 가격전략 및 공급망 관리
- 도매와 소매에 대한 이해
-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 광고, PR, 판촉을 통한 마케팅"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9

20

외국어

NEW

고객에게 인정받는 비지니스 영어회화 (입문)

22

6주

- 미팅, 전화 비지니스 영어
- Presentation 영어회화
- Dealing with Complaints
- Socializing에 대한 학습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60

21

외국어

NEW

일본열도 정복 비지니스 일본어(초급)

20

4주

- 일본어 기본 발음 학습
- 일본어 상황별 회화 학습
- 일본어 비지니스 대화 학습
- 일본 일상 회화 학습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82

2017년 렛유인 엑스퍼트 컨텐츠 4월 UPDATE 현황
3. 일반 과정 (비 환급)
* 자세한 과정 내용 및 신청방법은 02-539-1778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번호

1

분야

반도체

NEW

커리큘럼

반도체 직무향상 과정 (종합)

총 차시

49

기간

강의 구성

강의 상세보기

8주

- 반도체 시장 분석 및 전망
- 반도체 기본 소자의 동작원리
- DRAM/NAND의 동작원리
- 8대 공정 Process
- 패키징 기본 원리 해석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3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53

2

반도체

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한 이문 과정

38

8주

- 반도체 기본 소자의 동작원리
- DRAM/NAND의 동작원리
- 8대 공정 Process
- 패키징 기본 원리 해석

3

반도체

후공정 직무향상 과정

41

8주

- 반도체 시장 분석 및 전망
- 반도체 기본 소자의 동작원리
- 패키징 기본 원리 해석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52

4

반도체

전공정 직무향상 과정

54

8주

- 반도체 시장 분석 및 전망
- 반도체 기본 소자의 동작원리
- DRAM/NAND의 동작원리
- 8대 공정 Process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50

8주

- 반도체 패러다임의 변화
- 중국 반도체의 이해
-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와 이해
- 반도체 시장과 연결될 IoT
- 패키징 기본 원리 해석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41

5

반도체

반도체 시장 뉴 패러다임 + 후공정

31

6

반도체

LED 직무향상 과정 (기초)

8

4주

-LED 광원시장 점유율과 시장규모
-LED FAB 제조공정 [EPI,FAB,PKG 공정]
-LED CHIP의 종류와 구조,
활용되는 범위
-형광체의 구조와 발광과정
-광학용어 중 빛의 단위와 휘도와 광량의 차이

7

반도체

반도체 시장 트랜드 분석 2017 + 전공정
시장 v2.0 - 17, 전공정 - 10

27

6주

- 반도체 시장 분석 및 전망
- DRAM/NAND의 동작원리
- 8대 공정 Process
- 패키징 기본 원리 해석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65

반도체

반도체 시장 트렌드 분석 2017
시장 v2.0 - 17

4주

- 반도체 패러다임의 변화
- 중국 반도체의 이해
- 스마트폰 시장의 변화와 이해
- 반도체와 연결될 IoT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67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69

8

NEW

17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35

9

반도체

NEW

반도체 뉴 메모리의 이해 (심화) - 1부

14

4주

- MOSFET Device 기본 이해 및 이슈
- DRAM Device 구조 및 이해
- 메모리 반도체 Architecture
- DRAM New Tech"

10

반도체

NEW

패키징 & 모듈의 이해 (입문)
파워모듈 - 15, 방열 - 4

19

4주

- 파원모듈 패키징
- Solder의 종류
- 패키지 방열 설계
- Lead Frame의 제작공정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0

4주

- 패키징 재료/설비 기술의 이해
- Intermetallic 설비 형성
- Ribbon Bond 재료 기술
- Copper Wire 재료 기술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1

10주

- CMP의 도입 배경과 역사
- CMP 공정 이해
- CMP 물리적 화학적 이해
- Defect, STI, 측정/분석
- 반도체 제조 공정의 이해
- 반도체 습식 식각 공정
- 반도체 건식 식각 공정
-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플라즈마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2

6주

- Photo 장비의 이해
- Stepper & Scanner의 이해
- PR의 종류와 원리의 이해
- 반도체 증착 공정의 이해 및 조건
- CVD & PVD의 이해"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3

11

12

13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NEW

NEW

NEW

패키징 & 모듈의 이해 - 기초

반도체 8대 공정장비의 이해 (종합) - 1부
CMP- 21, Etching - 26

반도체 8대 공정장비의 이해 (종합) - 2부
Photo - 15, Deposition - 8

15

47

23

14

반도체

NEW

반도체 8대 공정장비의 이해 - CMP

21

6주

- CMP의 도입 배경과 역사
- CMP 공정 이해
- CMP 물리적 화학적 이해
- Defect, STI, 측정/분석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4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5

15

반도체

NEW

반도체 8대 공정장비의 이해 - Etching

26

6주

- 반도체 제조 공정의 이해
- 반도체 습식 식각 공정
- 반도체 건식 식각 공정
-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플라즈마

16

반도체

NEW

반도체 환경 설비 직무 향상 과정 (기초)

13

4주

- 반도체 제조 설비의 이해
- 공조, 배관, 스크러버 설비
- 펌프, 배기, 전기의 이해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6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16

17

디스플레이

18

디스플레이

19

자동차

NEW

OLED 직무향상 과정

40

8주

- 디스플레이 용어 정리
- OLED 특성의 이해
- OLED 시장과 기술
- OLED 공정 기술과 장비

LCD 직무 향상 과정

15

4주

- LCD 구조 및 구동원리
- LCD 공정 설비
- 디스플레이 회로 설비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57

프레스 가공 입문편

15

4주

- Press의 원리 이해
- Press 능력의 구분
- TRANSFER & PROGRESSIVE 개념
- 개발업무 Flow&Process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51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44

20

자동차

NEW

자동차 시장 분석개론 및 IT전장 산업(종합)

34

8주

-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
- 자동차의 진화, 경량화, 통신
- 자동차 전장과 자동차 반도체
- 자동차 자율주행과 전장 산업

21

자동차

NEW

자동차 IT전장 산업

18

4주

- 자동차 산업 변화의 이해
- ADAS와 전장 산업
- 자동차 전장과 자동차 반도체
- 자동차 자율주행과 전장 산업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42

4주

-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
- 자동차의 진화, 경량화
- 자동차의 통신방식
- 자동차의 산업 동향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43

22

자동차

NEW

자동차 시장 분석개론

16

23

자동차

24

IT

NEW

CATIA 학습하기

27

6주

- CATIA 기본 사용법
- CATIA Sketcher
- CATIA Part Modeling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8

IT&IoT 시장 최신 Trend 및 전략

14

4주

- IT 산업의 이해
- IoT 신시장의 이해
- IoT 회사별 전략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17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58

사물인터넷의 트렌드 & 개론

23

6주

- IT 산업의 이해
- IoT 신시장의 이해
- IoT 회사별 전략
- 임베디드 시스템과 IoT

플랜트

플랜트 산업의 이해

20

4주

- 각종건설 프로젝트의 종류와 특징 이해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 프로젝트 기획단계 업무 파악 - 프로젝트 입
Online_Program.php?uid=24
찰 및 계약 단계 업무 파악

27

방산

방위 산업체 기본 교육 (무시 체계 설계)

11

4주

- 방위 사업 환경 분석
- 방위 사업 배경 지식
- 방위사업 개발 프로세스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23

28

소프트웨어

JAVA의 이해 (기초)

10

4주

- JAVA의 기본문법
- JAVA의 특징
- 인터페이스의 이해 & 추상 클래스의 이해
- 캐스팅 개념과 종류"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7

25

IT

26

29

3D설계Tool

30

교양

31

교양

NEW

NEW

NEW

NEW

SOLIDWORKS 학습하기

15

고객 만족 100% 고객 컴플레인 응대법 및 비즈니스 매너

20

신시장 정복 PCM 마케팅 과정 - 1편

30

4주

- 솔리드웍스 스케치, 피쳐 사용법
- 솔리드웍스 피쳐 활용법
- 솔리드웍스 어셈블리
- 솔리드웍스 도면 모델링

4주

-

컴플레인의 정의 및 의미를 이해
불만 고객 응대 6단계 & 5가지 원칙을 이해
불만고객 단계 별 응대스킬
직장 내 비즈니스 매너의 중요성
비즈니스 악수, 명함 예절
온라인 에티켓 & 이메일 에티켓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

8주

- 마케팅 진화와 계획 수립
- 소비자 행동 분석
- 글로벌 마케팅 전략 분석 및 진입 전략
- 시장 세분화 및 마케팅 리서치 프로세스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32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48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31

32

교양

NEW

신시장 정복 PCM 마케팅 과정 - 2편

30

8주

- 마케팅 가격전략 및 공급망 관리
- 도매와 소매에 대한 이해
-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 광고, PR, 판촉을 통한 마케팅"

33

교양

NEW

성희롱 예방 및 정보보안 교육

8

4주

'- 성희롱 예방
- 개인 정보보한 교육

4주

-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항의 정의와 의미
- 가격의 형성과정 및 수요공급의 관계
- 가계의 소비패턴과 거시경제에서 가계가 주
는 의미
- 기업의 이윤 극대화 지점과 이윤극대화가 가
져다 주는 의미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80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81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61

34

교양

NEW

심청이와 함께하는 심봉사 눈뜨는 경제기초

12

35

교양

NEW

군더더기 없는 재무분석

12

4주

- 재무상태표의 구성 및 분석
- 생산성 및 성장성의 분석
- 재무분석을 통한 시장가치의 분석
- 종합적 분석을 통한 ROI & ROE 이해
- 지수법 분석 설명

36

교양

NEW

정약용의 리더십

12

4주

- 사람을 상대한 처세술
- 담대함을 이용한 처세술
- 절조를 지키는 처세술
- 배려를 통한 사람을 헤아리는 방법
- 미팅, 전화 비지니스 영어
- Presentation 영어회화
- Dealing with Complaints
- Socializing에 대한 학습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79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60

37

외국어

NEW

고객에게 인정받는 비지니스 영어회화 (입문)

22

6주

38

외국어

NEW

신 짜오 베트남어 (입문)

15

4주

- 베트남어의 발음 및 성조 학습
- 인사 및 소개에 대한 어휘 학습
- 베트남어 언어 기본기 다지기
- 생활 기본 어휘 공부하기"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59

4주

- 중국어 기본 발음 학습
- 중국어 상황별 회화 학습
- 중국어 비지니스 대화 학습
- 중국 일상 회화 학습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34

4주

- 일본어 기본 발음 학습
- 일본어 상황별 회화 학습
- 일본어 비지니스 대화 학습
- 일본 일상 회화 학습

http://letuinexpert.com/_StyleBox4/SubPage/LET_
Online_Program.php?uid=82

39

40

외국어

외국어

NEW

NEW

중국 시장 정복 중국어 회화 (입문)

일본열도 정복 비지니스 일본어(초급)

18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