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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고의지식서비스, W-지식채널회원이되신것을환영합니다.

본자료는 W-지식채널을처음접하는회원님들의학습편의를위해주요사항에대해서만

작성되었습니다.

W-지식채널은회원님들이콘텐츠뿐만아니라큐레이션, 프리미엄서비스, 

학습부가자료및선물하기기능등다양한기능을사용하시면서본인의학습패턴에

맞는자신만의학습법을찾아가실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학습을진행중필요한사항및더나은서비스를위한제언은

언제든지고객센터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 T. 02-2072-6360 / E. creativetv@hri.co.kr)



W-지식채널만이

가지고있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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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영상콘텐츠는

5~10분내외의영상(mp4)과

부가자료(ppt)로구성

4

우리은행임직원에게

꼭필요한오늘의뉴스제공

5대분야, 16개영역

1천편이상의

창조적인사이트제시

대한민국명품서점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전용 e-book 플랫폼과

이동우의 10분독서영상제공

5~10분분량의콘텐츠 최신뉴스제공5대분야, 1천편영상 전자책 / 도서요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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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기



[ PC/Mobile Device를 활용한 W-지식채널 로그인 ]

•URL : http://woori.creativetv.co.kr

•ID/PW : 행번 / 행번 (PW는 최초 로그인 후 개인정보에서 수정 필요)

클릭

01

6

들어가기

로그인

PC 학습 Mobile 학습



2 둘러보기



PC Mobile

콘텐츠, 시리즈, 키워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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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보기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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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콘텐츠(4편) 연속 보기

2

꼭 필요한 최신뉴스 서비스 제공

3 최신뉴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야별 최신 보고서 제공

4 경제·금융동향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전용 e-book 플랫폼

5 전자책

개인 학습패턴 기반 맞춤 콘텐츠 추천

6 개인맞춤형 콘텐츠 큐레이션

큐레이터가 추천하는 위클리 추천 시리즈

7 추천 시리즈

조인스 인물정보
명사 온라인 세미나 콘텐츠 등

8 프리미엄서비스-열린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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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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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속(1.0-1.5배속) / 와이드 화면 / 전체 화면

추천 / 평점 / 다운로드(mp4, ppt) / 영상 선물

• 시리즈 영상 : 동일 시리즈 다른 콘텐츠 보기

• TODAY : 오늘의 콘텐츠 보기

• 담은 영상 : 내가 담은 콘텐츠 보기

• 추천 영상 : 추천 콘텐츠 보기

• 인기 영상 : 인기 콘텐츠 보기

• 다른 시리즈 : 추천 시리즈 보기

• 관련 영상 연속재생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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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기



4 점검하기



1

1

My Page 클릭

2 나의 학습현황 확인

• 나의 학습현황

• 최근에 본 콘텐츠

• 담은 영상

• 선물한 콘텐츠

• 콘텐츠 후기

• 미완료 콘텐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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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하기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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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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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

차별화된 멤버십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



활용하기05

4차 산업혁명
브리핑

기술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중요한 것은 기술의 Literacy이다.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AI, #빅데이터, #로봇, #가상현실,

#모빌리티, #블록체인, #핀테크

이동우의

10분독서

책은 우리 안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기 위한 도끼여야만 한다.

10분 독서로 세상을 읽다.

#독서, #10분요약, #미래, #성장,

#자기계발, #이동우

빅 히스토리

Big History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또한 어디로 가는가?

세상 모든 학문을 통섭하다!

#빌 게이츠, #데이비드 크리스천, #꿈, 

#상상, #역사, #우주, #생명, #미래

판을 흔든
경제•경영의 本

국내 경제•경영분야 구루와

최고 경제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의 만남

현대 경영의 근간을 이룬

핵심개념 통찰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 

#게리 하멜, #짐 콜린스, #필립 코틀러

HRI 리더스 포럼
Leaders Forum

Executive Leader를 위한

고품격 명사 특강

최고의 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명사, #반얀트리호텔, #CEO,

#최고경영자, #네트워킹, #최고위리더십

시대와 조직을 통찰하기 위한 근원적 지식 지식플러스

15



최적의 콘텐츠 학습을 위한 편리하고 직관적인 UI/UX

기본모드 (정보를 한 눈에) 미니모드 (화면을 내릴 때)

극장모드 (영상을 넓게) 전체모드 (모니터 전체로)

PC 학습 Mobile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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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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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 / PIP 모드05

PIP(Picture-In-Picture)모드란,

화면 속 화면을 뜻하며, 이를 사용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동영상을 계속 실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크롬 브라우저 ” 에서만 지원됩니다.)

1

2

3

구글링을 할 때에도

엑셀 작업을 할 때에도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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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 / IOS 앱다운로드05

Mobile Device에 앱 다운로드

‘App Store’ 클릭
검색창에

“W지식채널” 입력
앱 버튼 클릭

앱 검색

바탕화면에 앱 생성

kosmes.creativetv.co.kr

QR 코드

기본 카메라에서 QR 코드를 비추면
앱 다운로드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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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 / 안드로이드앱다운로드05

‘구글스토어’ 클릭
검색창에

“W지식채널” 입력
앱 버튼 클릭 바탕화면에 앱 생성

kosmes.creativetv.co.kr

앱 검색 QR 코드

기본 카메라에서 QR 코드를 비추면
앱 다운로드 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Mobile Device에 앱 다운로드



훌륭한콘텐츠가

사람을움직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