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용 가이드 



-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기술과 분야별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 인문학: 역사, 철학, 문학, 과학 등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습니다
- 경제·경영: 경제, 경영분야의 최신 기업사례와 트렌드를 배울 수 있습니다.
- 트렌드: 최근 이슈와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 리더십·감성: 사회인으로써 필수적인 리더십과 소통능력을 배우고 메마른 감수성에

 단비가 되어 줄 공간입니다. 

제공자료
카테고리별 7분 내외의 동영상 콘텐츠와 PPT 요약자료, PDF로 제작된 1Page Summary를 제공합니다. 
(PPT, PDF는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서비스 소개 

SERI&U 지식 도서관은 SERICEO에서 기업 CEO 및 핵심인재들에게 제공되는 비즈니스 현장
의 최신 지식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선별하여 대학생들이 학교 수업 외에 다양한 지식을 학습
하고, 자기 주도적 인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제공하는 온라인 지식 도서관입니다.  

SERICEO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리더들이 선택한 지식 플랫폼으로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지식, 
세계적 석학의 강의와 인터뷰를 제공하여 지식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카테고리별 7분 내외의 동영상 콘텐츠와 PPT 요약자료, PDF로 제작된 
1Page Summary를 제공합니다. (PPT, PDF는 다운로드 가능)  

콘텐츠 구성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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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Q. 콘텐츠를 클릭해도 열리지 않을 땐?

A. 팝업 차단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의 상단 메뉴 중 '도구' 클릭 > '팝업 차단' 클릭 >  '팝업차단해제'
클릭하여 팝업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Q. 팝업은 열리는데 영상이 보이지 않을 땐?

A. 고객센터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2143-8507)

Q. 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동영상이 자꾸 끊어질 땐?

A. 타 사이트(ex, 유투브/네이버)에서 동영상을 클릭하여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보세요.

타 사이트 영상에서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스템 볼륨을 줄였거나 스피커를
꺼 두신 상태가 아닌지 확인해주세요. 동영상이 끊김 현상은 개인별PC 환경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동영상 끊김이나 위의 사운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객
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02-2143-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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