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북모닝 소개

북모닝
도서 - 매월 이달의 북모닝 도서 10종 선정

도서 - 북멘토
지식영상

강연 / (B2B 전용) 북모닝 SUMMARY
북모닝 라이트 콘텐츠

Social 독서 토론방

서비스 관리 편의성
모바일 어플 안내

2019년 북모닝 주요 고객사

B2B 전용 서비스 가격 안내

북모닝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통찰력이 필요한 직장인을 위해
교보문고가 마련한
프리미엄 지식 서비스
북모닝의 주요 서비스
북모닝 추천도서 제공
매월 1~2권 읽기 실천!
-직장인 필수 독서 추천
-매월 10권 중 1~2권 선택

-미선택 시 맞춤형 도서 발송

고급 지식 콘텐츠 제공
지성인의 프리미엄 지식
-도서 핵심을 전달하여
통찰을 얻게 함

-4천여 개의 콘텐츠 무제한 열람
-매일 1개 이상 업데이트

북모닝 SUMMARY

북모닝 강연 제공
매월 특별한 강연 초대
-저자와 독자와의 만남
-책 한 권 이상의 생생한 스토리
-질의응답, 토론, 싸인회 등

매월 이달의 북모닝 도서 핵심
SUMMARY 제공
-도서 핵심 내용 압축
-북모닝 도서 선정 이유 안내

-북멘토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
포함

도서 – 매월 이달의 북모닝 도서 10종 선정
교보문고 북모닝 선서위원, 각계 각층의 전문가 그룹 북멘토의 엄정한 도서 선서 프로세스를 통해

매월 직장인 필독서 10종을 선정하여 북모닝 회원이 1~2종을 선택

200
매달 교보문고 신간 도서 200권의 도서 목록 수집

20
교보문고 북모닝 선서위원 20권 선정

10
북멘토, 교보문고 북마스터, MD 10권 선정

도서 - 북멘토
최고의 양서를 가려내는 특별심사위원단

각계 각층에서 활약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북멘토로 위촉하여
매월 선정하는 북모닝 도서에 대한 엄정한 심사 및 평가 진행
※ 각 북멘토의 세부사항은 온라인 홈페이지/모바일 어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혜민 스님
작가 / 마음치유학교
이윤석교장

김민식

컨설턴트
이기주

MBC 드라마 PD
김봉진

이동우

기업인
김헌식

박재항

이덕환

한근태 교수
인제대

KBS 아나운서
정용실

작가, 오마이스쿨 강사
김경준

김광석

지식영상
이 시대를 이끄는 고급 지식의 향연, 북모닝
책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지식영상 제공
- 최신 트렌드 지식과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지식 콘텐츠
- 리더스MBA 커리큘럼에 따른 전략, 마케팅, 협상, 리더십 콘텐츠

- 역사, 철학, 인문 등 사람과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콘텐츠

◇ 요일별 콘텐츠
2019년 12월 기준

구분

주제

특징

월요일

• 트렌드 통찰

• 사회 각 분야의 최신 트렌드 및 핫 키워드에 대한 영상보고서

화요일

• 비즈니스

• 오늘날 비즈니스 현장에서 시시각각 벌어지는 현상을 파헤치고 인사이트 도출

수요일

• 인문

• 역사, 철학, 사회학 등 인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로 새로운 생각의 전환 유도

목요일

• 직장 실무

• 직장생활을 위한 실전 업무스킬, 원활한 조직 생활을 위한 지식과 지혜를 전달

• 북모닝 SUMMARY

• 이달의 북모닝 도서의 핵심 내용을 SUMMARY 로 제공

• 신간도서 핵심영상

• 비즈니스, 자기계발, 예술, 인문 도서의 핵심을 영상으로 제공

금요일

강연 / (B2B 전용) 북모닝 SUMMARY
책을 쓴 저자, 명사와 직접 만나는
강연 제공

매월 10종의 이달의 북모닝 도서 요약본 제공

-최소 월 1회
-강연 후 질의응답, 토론, 싸인회 진행
-광화문 교보문고 빌딩, 강남 교보문고 빌딩 외 B2B 제휴사 특강 가능

- 이 달의 북모닝 도서 선정 이유 포함

- B2B 거래사에게만 제공되는 특화 서비스
- 북멘토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 포함

북모닝 라이트 콘텐츠
깊이 있는 독서를 지원
- 책 기반의 카드뉴스, 연재물, 책 속 한 줄, 강연 영상 등의 형태로 제공

독한 이슈 : 책 한 권 중심의 이슈 콘텐츠
- 책 한 권의 핵심을 영상과 PDF로 제공
- 독서 퀴즈, 연재, 강연 영상 콘텐츠 제공

독한 메모 : 책과 세상을 읽는 독 (讀 ) 한 메모
- 책에서 발견한 명문장 가슴 속 깊은 울림을
주는 글귀를 모은 메모 제공

Social 독서 토론방
- 생각과 학습의 기회를 주는 책 기반 토론방 제공
- 누구나 오픈 가능하며 참여도에 따라 지식활동지수 반영
독한 토론 : 온ㆍ오프라인 토론방
- 주제 및 독서 토론으로 조직 내 문제 해결 가능
- 책 기반 학습조직(COP)나 액션러닝 구현 가능

◇ 주요 기능
1. 방장
- 누구나 토론방 개설 가능
- 개설시 자동 토론방장 블로그 생성
- 독후감 : 독후감 제출 기한을 정해 적극적인
책읽기 토론 가능(옵션 선택)
- 참여자 선택 : 동일 조직원 내 참여 선택 기능

2. 참여자
- 참여자 닉네임 : 닉네임 변경으로 익명의 의견 참여 가능

- 참여정도에 따른 지식활동지수 반영

9

서비스 관리 편의성
서비스 관리자 ID로 학습현황 및 토론방 관리 가능
운영 프로세스는 협의하여 변경 가능
서비스 관리자 주요 기능
• 사내담당자에 서비스 관리자 권한 부여

서비스 운영 프로세스

학습신청
• 서비스 이용 대상자 정보 요청

1. 학습현황 열람
- 학습자 가입현황 및 학습현황 열람

• 대상자 아이디 발급 및 이용권한 부여
→ 계약 기간내 추가 인원에도 동일서비스 제공

- 학습자별 콘텐츠 진도율 및 완료 여부 열람
→ 엑셀 내려받기 가능

학습기간
• 지식 콘텐츠 학습(영상, 라이트콘텐츠)

2. 독서토론방

• 토론방 참여(방 개설, 토론 참여)

- 토론방 개설 및 폐쇄 기능
- 토론방 활성화(회원,댓글) 통계 확인

학습종료
• 학습 종료 (분기/반기/년) 시 우수학습자 시상
• 수료 조건에 따라 이수 여부 제공(필요시)
ex) 수료조건 : 컨텐츠 열람 편수/ 시간, 토론방 댓글수 등

모바일 어플 안내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2019년 북모닝 주요 고객사

탁월한 서비스 혜택
B2B 전용 서비스 가격 안내
B2B 전용

PRIMIUM+
연간 444,000원

이달의 북모닝 도서

지식영상콘텐츠

오프라인 강연

북모닝 SUMMARY

월 2권

누적 4,000편

연 8회

이달의 북모닝 도서 10종

매일 업데이트

2회 특강

도서 핵심 내용 요약본 제공

이달의 북모닝 도서

지식영상콘텐츠

오프라인 강연

북모닝 SUMMARY

월 1권

누적 4,000편

연 8회 이상

이달의 북모닝 도서 10종

(월 37,000원)

CEO+

(월 20,000원)

ORIGIN+

(월 10,000원)

※ 부가세 포함

매일 업데이트

이달의 북모닝 도서

도서 핵심 내용 요약본 제공

지식영상콘텐츠

오프라인 강연

북모닝 SUMMARY

누적 4,000편

연 8회 이상

이달의 북모닝 도서 10종

매일 업데이트

PREMIUM+, CEO+ 상품 : 도서정가제 제한으로 추가 할인 불가

서비스는 가입 희망자에 한하여 제공하며 이용권 번호로 수량 제공하거나 기업 ID 생성 가능

도서 핵심 내용 요약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