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임실무

2. 공공기관(항만공사) 신임실무

기본교육









 3. 보고서 기획력 마스터

 4. 역량평가 레벨업

 5. 문제해결 역량향상

 6. 소통 역량향상

 7. 과장급 후보자 역량교육

 8. 5급 승진후보자 역량교육

 9. 6급 관리자 역량교육

10. 경력단계별 역량평가

역량교육





















11. 해양・환경정책

12. 수산정책

13. 선원정책

14. 해운・항만정책

15. 해사안전정책

16. 수산관련 법령 해설

정책과정

















17. 해양레포츠체험

18.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9. 스킨스쿠버

20. 유어 낚시체험

21. 수상인명구조요원양성

22. 기초수영능력습득

해양레저과정

















직무전문과정
23. 감사전문

24. 재난안전 실무자

25. 재난안전 관리자

26. 선박안전관리

27. 내 몸을 지키는 호신술

28. 양식장 HACCP 점검관

29. 연안정비 실무

30. 항만시설 보안실무

31. 수산재해대응

32. IMO 전문가양성

33. 해양공간 통합관리

34. 낚시어선 안전 관리

35. 내수면어업 및 어도관리

36. 해양수산 국가 R&D 사업관리

37. 해양수산 국제업무 실무

38. 드론 이해 및 활용

39. 드론 운용 및 정비 실무

40. 위험물컨테이너 점검제도(CIP) 및 위험물 안전관리

41. 어업감독공무원 안전 및 단속실무

42. 중대재해예방 전문가 양성

43. 수산물검사관 기초실무

44. 수산물검사관 중견실무

















































직무일반과정
45. 청렴실무자

46. 노사관계발전

47.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48. 소셜(SNS) 미디어 활용

49. 스피치 및 프레젠테이션 실무

50. 해양 및 어촌지역사회 체험

51. 4차산업시대와 스마트 해양수산

52. 창의력 향상(디자인싱킹)

53. 민원서비스 향상

54. 고위공직자 청렴 리더십

55. 중견리더(5급)

56. 항만공사 중간관리자 리더십

57. 기관틈새교육(반부패·청렴)

58. 기관틈새교육(4대폭력예방)

































59. 해양역사를 배우다

60. 생애설계와 자산관리

61. 인문학에 길을 묻다

62. 영화愛 빠지다!

63. 수산물레시피愛 빠지다!

교양인문과정

















64. 업무에 바로쓰는 엑셀

65. 파워포인트 활용

66. 스마트폰 촬영 및 편집

정보화과정









67. 어촌개발 및 어촌관광 사업지도자

68.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양성

69. 어선어업 우수경영인

70. 어류·해조류양식 우수경영인

71. 패류양식 우수경영인

72. 관상어 전문인력양성

73. 여성어업인 아카데미

74. 어업인 현장맞춤 교육

어업인교육





















75. 지역사회 공헌사업

76. 찾아가는 해양교육

일반인교육









77. IUU 어업관리 역량강화 초청연수

국제과정













 1. 2022 적극행정 추진방안

 2. 2050 탄소중립

 3.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

 4. 2022 공직자 안보교육

 5. 공직자를 위한 보고서 잘 쓰는법

 6. 내부소통능력 및 국민소통능력 향상

 7. 디지털 정책소통의 성공포인트

 8. 부패앞에 단호해지기

 9. 사례로 배우는 정부혁신

10. 사례를 통해 배우는 알기 쉬운 적극행정

11. 사회적경제(사례편)

12. 사회적경제(이해편)

13. 생명지킴이교육

14. 스트레스 다스리기

1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16. 알기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17. 알기쉬운 이해충돌방지법

18. 인권공부 첫걸음

19. 인사, 복무교육

20.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21.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인식의 새로고침)

22. 적극행정의 이해

23. 정부 규제혁신

24. 청탁금지법의 이해

25. 코로나 블루

26.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고위직)

27.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일반)

28. 한국인의 행복한 마음 찾기

29. 해양수산부 기능 및 업무소개

공직가치 및 시책

































































30. 국제해양법

31. 연안관리 및 공유수면의 이해

32. 연안재해 대비를 위한 기초정보의 이해

33. 이해하기 쉬운 바다날씨

34. 해양강국의 역사

35. 해양부문기후변화와 대응방안

36. 해양영토관리

37. 해양환경정책

해양





















38. 낚시산업과 바람직한 낚시문화

39. 수산업과 어업제도의 이해

40. 수산업법

41.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이해

42. 수산자원관리와 회복

43. 어장환경보전과 갯벌

44. 어촌개발과 관광

45. 우리나라 어구어법

46. 우리 수산물 이야기

47. 한국수산업의 이해

수산

























48. 선박안전의 이해

49. 항만·물류

50. 항만종합개발 및 관리

51. 항만·해운정책

해운·항만













52.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기획

53.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

54. 데이터 리터러시

55. 디지털 윤리

56. 미디어 리터러시

57. 수산중국어

외국어 및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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