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 CAPABILITY
DELIVER RESULTS

FranklinCovey는 지난 30년동안 전세계 수많은 조직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탁월한 리더와 효과적인
개인을 개발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컨텐츠와 솔루션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된 All Access Pass는
FranklinCovey의 모든 최고 수준의 콘텐츠와 솔루션에 무제한으로 액세스할 수 있어 고객의 학습방법을 더욱 다양하게
하고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며 조직 전체의 성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합니다.

All Access Pass란 무엇인가?
라이브 (Onsite Work-session), 온라인 라이브(Webinar), 온디맨드(On-demand) 방식으로 진단, 교육 프로그램, 도구 및
리소스 등 방대하고 탁월한 프랭클린코비 컨텐츠 라이브러리에 엑세스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 구독서비스(On-Off
Line Integrated Subscription Service) 입니다.

All Access Pass에는 어떠한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 27개 프로그램

• 175개 Single-point Lessons (Insights: 15분)

• 150개 이상의 고품질 동영상

• 51개 Self- Learning Modules (Excelerators: 1시간)

• 7개 진단

• 맞춤형 학습 설계 (Impact Journey)

• 2명의 사내 강사 인증

• 지속적인 All Access Pass 실행 지원 및 서비스 지원

• 디지털 참가자자료(매뉴얼, 카드, 실천 도구 등)

• Jhana (700개 이상의 마이크로러닝 아티클과 동영상)

All Access Pass에서 가능한 학습 방법

Live Courses
블렌디드 러닝
Live Webinar
마이크로 러닝

On demand

플립 러닝
자기 주도 학습

Excelerators
InSights
Single Point Single Point
Self Learning Self Learning
15 Minutes

1 Hour
All Access Pass Portal

All Access Pass의 특징
지원

유연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

•
•
•
•
•
•

충족
전달

라이브 워크세션
라이브 웨비나
온디맨드 디지털 러닝
블렌디드, 플립 러닝
코칭 (일대일/그룹)
조직전반의 혁신 혁신 프로세스

All Access Pass의 고품질의 솔루션들은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영향
을 미칩니다. 패스홀더로서 당신은 행동의
변화와 성과를 위한 임팩트저니를 설계
하는 것을 도와 주는 인증된 실행전문가
(Implementation Specialist)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팩트

가치
다수의 조직 구성원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품질의
프랭클린코비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전통적인 프로그램과 비교
하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
니다.

특정 비즈니스와 관련된 니즈 중심으로 프랭클린
코비사의 컨텐츠가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성과를
위한 핵심역량을 개발해 줍니다. 또한 개개인
마다의 고유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Impact Journey: 고객이 얻고자
하는 성과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설계
Impact Journey란 어세스먼트, 라이브
코스, 도구, 온라인 학습 등을 효과적
으로 연결하여 단지 학습만이 아니라
성과와 연계한 지속적인 실행을 도와
주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는 고객에게
고도의 유연성을 제공하며 블랜디드
러닝에

최적화된

교육설계가

가능

합니다.

All Access Pass의 차별점
• World Top Business Guru들과의 협업을 통한 컨텐츠 개발 (Clayton Christensen, Ram Charan, Jim Collins, Red
Reichheld 등)
• 프랭클린코비의 월드클래스 솔루션
• 월드클래스 프로그램 강사 인증
•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