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과정 운영 및 성과평가

2

□ 행정사항

○

차 심사대상 과정은 HRD-Net 심사평가시스템 내 ‘해당회차’에서 확인가능

1

❶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2022-17회차]에서 확인
❷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2022-18회차]에서 확인
❸ 지역주도형 아카데미: [2022-19회차]에서 확인
❹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2022-16회차]에서 확인

○ 선정과정은 심사에 따른 보완의견 등을 반영하고

,

및

HRD-Net

관련 서류 제출

등록 완료 후, 과정 실시전환 가능

* 훈련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훈련과정 ‘인정’ 통지 후 ‘실시전환’ 가능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훈련운영일정, 훈련운영계획, 훈련생 모집
상황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선정훈련기관 및
협약기관 등은 요청에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스마트훈련으로 인정된 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센터와
점검 및 출결관리(데이터셋 등) 논의 후 훈련과정 실시 가능

LMS

□ 운영방식

○ 훈련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 참여가 가능한 자

‘

중 선발요건을 고려하여 훈련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선발
*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는 사업 목적에 따라 지역 내 훈련생 선발 권고

○ 프로젝트 학습

,

K-

현장실습, 특강, 해커톤 등 훈련교・강사 지도하에

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간 합반 또는 분반 운영 가능

* 합반 또는 분반 운영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전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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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의 목적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훈련내용 , 훈련 교・강사 등은 변경신고 후 운영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훈련성과 중심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단, 변경된 사항에 대한 훈련비 추가지원 불가

○ 기타 사항은「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및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업무지침에 따라 운영

□ 훈련비(지방고용노동관서)

○ 훈련 개시일로부터 단위기간별

개월 단위)로 매월 지급

(1

* 예산 범위 내에서 훈련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훈련비 선지급 가능(신청방법
등은 관할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

○ 훈련비 관리를 위해 정산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정산 및 회계감사 등을 대비하여, 훈련과정별 전용계좌 개설 등 권고

□ 성과평가 기준 및 방안

○ 훈련실적 및 성과는 별도로 관리・모니터링하여 추후 훈련가능인원

,

사업참여 여부 및 지원필요성 등에 활용
-

성과평가는

년도

2022

디지털 트레이닝 성과평가 계획 조정공고

K-

제2022-70호)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될 시 추후 안내

(

-

훈련 수료 후

6

개월간 훈련생의 취업 여부, 취업 후 직무 등은

훈련기관과 협약기관 등이 함께 관리하여 보고해야 함

○

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성과가 미흡할 경우, 관련 훈련기관은 디지털

K-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운영 및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참여기업 취업률’,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지역 내 훈련생
모집률’ 저조,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의 요건 미충족, 선도기업의 역할 축소 등

- 3 -

유의사항 및 문의처

3

□ 유의사항

○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선정 결과공고일로부터

일 기한

30

내에 이의신청 가능(k-digital@koreatech.ac.kr 로 신청)

* 이의신청은 자유양식으로 신청가능. 단, 심사관련 추가 자료는 불인정 함
<이의신청 대상>
▪ 심사결과 최종 ‘부적합’ 판정된 훈련과정 중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과정
* 단, 심사계획 공고문에 사전 안내된 ‘부적합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각
▪ 신청한 내용에서 직종 및 훈련가능인원 등 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과정

○

디지털 트레이닝은 선정된 훈련기관이 훈련운영 주체가 되어

K-

훈련을 운영해야 하며, 훈련유형에 따라 협・단체, 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RSC), 운영지원기관 등이 같이 관리해야 함
* 훈련 재위탁 등이 확인되는 경우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운영 불가

○ 참여기업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실시
할 수 있으나, 변경 이력 등은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에 따라 현장
지도・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다음에 해당할 경우, 선정 또는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후
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참여 불가

K-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선정 또는 인정받은 경우
- 훈련운영계획서 등 심사 시 제출한 내용이 거짓 또는 허위 내용이 확인된 경우
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위탁제한 또는 인정제한 처분 등)
③ 프로젝트 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단순 실습형태(기존 프로젝트 수행 등)로 실시
하거나, 훈련 재위탁이 확인되는 등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그 밖에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심의위원회
에서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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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서 폐지되는 디지털 신기술분야 직종은
디지털 트레이닝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K-

○ 선정된 과정을 개설하지 않을 경우

,

추후 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훈련시설의 면적은
지침” 내

<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업무

“

참고3> 훈련시설 최소면적 기준, 스마트훈련으로 인정

된 온라인 과정은 <참고4> 온라인 과정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훈련운영

□ 문의처
문의내용

문의처

K-디지털 트레이닝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심사관련 행정사항 정책특화심사센터

www.ksqa.or.kr

소통마당 → Q&A →
정책특화심사 → K-디지털트레이닝

유선

02-6943-4050(내선 2번)

K-디지털 트레이닝
한국산업인력공단 emon.hrdkorea.
훈련모니터링
회원가입 → 열린마당 → Q&A
훈련품질센터
or.kr
(KDT-스마트 과정)
HRD-Net
전산사항

한국고용정보원

www.hrd.go.kr

고객센터 → 질문과 답변

유선

1350

훈련 운영사항
고용노동부
(실시신고, 훈련비 등) 지방고용노동관서

【붙임 목록】
년 하반기

1. 2022

디지털 트레이닝 선정과정 목록(기 선정기관 및 선도기업)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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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2년 하반기 K-디지털 트레이닝 선정과정 목록(기 선정기관 및 선도기업)

1. 디지털 신기술 아카데미
훈련기관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아시아경제 교육센터

빅데이터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기획 부트캠프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빅데이터 분석

AI 활용 빅데이터분석 풀스택웹서비스 SW 개발자 양성과정

중앙정보처리학원

디지털컨버전스

프로젝트 기반 자바(JAVA) 개발자 취업과정

쌍용강북교육센터

디지털컨버전스

AWS 클라우드를 활용한 Full-Stack 개발자 양성과정

광주국제직업전문학교

빅데이터 전문가

AI기반 빅데이터 개발자 양성과정

이젠아카데미평생교육원

디지털컨버전스

AWS환경 데이터 분석 플랫폼 풀스택개발

케이지에듀원 아이티뱅크종로학원

클라우드 운영 관리

하이브리드 및 멀티클라우드 아키텍트 양성 과정

코리아아이티신촌학원

클라우드 운영 관리

클라우드를 활용한 보안 전문가 양성과정

KH정보교육원 강남지원

빅데이터 UI 전문가

Python 활용 빅데이터 기반 금융 솔루션 UI 개발자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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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그린컴퓨터아카데미 신촌

빅데이터 UI 전문가

[현장실무PBT부트캠프]클라우드&빅데이터분석(API,MSTR,엘라스틱)
웹앱개발자

엔코아 아카데미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AI프로젝트 글로벌표준 기반의 풀스택 딥러닝 활용SW 개발자
양성과정

글로벌산업기술교육원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AI활용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과정(JAVA(자바), Python
(파이썬))

더조은아이티아카데미학원

스마트팩토리 설계

기계설계와 스마트팩토리 MES 개발자 양성_by 카티아/자바/
파이썬/iOT 활용

더조은컴퓨터학원

디지털컨버전스

AWS 클라우드 기반 자바&스프링&리액트 풀스택 개발자 양성

성남 그린컴퓨터아카데미

디지털컨버전스

메타버스 개발자(C#, UNITY3D) 양성과정

멀티캠퍼스

스마트웹&콘텐츠개발

[스마트훈련] 웹 서비스 백엔드 개발자 양성

멀티캠퍼스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스마트훈련] AI 서비스 개발자 양성

유비온디지털교육센터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마케팅 전문가 과정

휴먼교육센터학원

스마트팩토리 설계

자바(JAVA),스프링 기반 스마트 경영관리 웹솔루션 개발자
과정(SCM,APS,MES)

한국직업전문학교

디지털컨버전스

Java 기반 항공 네비게이션 & 항공 블랙박스 개발자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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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재)부산인재개발원 부산IT교육센터

핀테크

[K디지털]프로젝트 기반 블록체인 개발

한경닷컴IT교육센터

핀테크

[핀테크 캠프]클라우드 기반 백엔드 금융 서비스 개발 실무

한경닷컴IT교육센터

핀테크

[핀테크 캠프]SPA 프론트엔드 금융 서비스 개발 실무

이젠아카데미평생교육원

디지털컨버전스

큐레이팅 웹서비스 풀스택 개발(소비자 선호,스타일 분석)

방송정보국제교육원

디지털컨버전스

메타버스 콘텐츠 제너럴리스트 양성 과정

하이미디어아카데미인재개발원

스마트웹&콘텐츠개발

React.js와 Springboot를 활용한 자바 풀스택 개발자

(주)엠아이티능력개발원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데이터 분석을 위한 AI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서울디지털인재개발원

디지털컨버전스

JAVA / Python을 활용한 빅 데이터 서비스 엔지니어 양성 과정

한국ICT인재개발원

디지털컨버전스

빅데이터(데이터 처리)기반 자바 풀스택 개발자과정

더조은아이티아카데미학원

정보시스템구축
(개발,운영)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보안 인프라 구축 전문가 양성

아이티윌

디지털컨버전스

프로젝트 기반 자바 핀테크 웹 개발자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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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명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아이티윌 부산교육센터

핀테크

프로젝트 기반 핀테크 서비스 자바 개발자

강남 그린컴퓨터아카데미

빅데이터 UI 전문가

파이썬(Python) 활용 빅데이터 분석 & 태블로(Tableau) 활용
데이터 시각화

팀스파르타주식회사

정보시스템구축
(개발,운영)

실무형 Nodejs 백엔드 엔지니어 양성과정

팀스파르타주식회사

정보시스템구축
(개발,운영)

실무형 스프링 백엔드 엔지니어 양성과정

팀스파르타주식회사

정보시스템구축
(개발,운영)

실무형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양성과정

한국소프트웨어인재개발원

빅데이터 전문가

자바 파이썬 활용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자 과정

주식회사멋쟁이사자처럼

디지털컨버전스

멋쟁이사자차럼 앱 스쿨

주식회사멋쟁이사자처럼

정보시스템구축
(개발,운영)

멋쟁이사자처럼 블록체인 스쿨

패스트캠퍼스강남학원

스마트웹&콘텐츠개발

메가바이트 스쿨 : 백엔드 개발 실무 프로젝트 마스터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정보시스템구축
(개발,운영)

실무프로젝트기반 정보보안 전문가

주식회사 한국직업개발원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분석가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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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처ㆍ스타트업 아카데미

협ㆍ단체명

훈련기관명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

훈련과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아이티윌 부산교육센터

디지털컨버전스

클라우드 융합 자바 스프링 백엔드 개발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비트교육센터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AI 기반 웹 서비스 응용SW 개발자 양성과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인재개발원

빅데이터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구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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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주도형 아카데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훈련기관명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

훈련과정

대구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스마트팩토리
설계

Digital Twin 구축 전문 엔지니어

대구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Web기반 인공지능서비스 개발자

대구인적자원개발위원회

그린컴퓨터아트학원

디지털컨버전스

기업요구를 반영한 프로젝트 중심 JAVA 백엔드 테스트
주도 개발자 양성과정

대구인적자원개발위원회

그린컴퓨터아트학원

디지털컨버전스

기업 요구를 반영한 프로젝트 중심 프론트엔드
React(리액트) 개발자 양성

대구인적자원개발위원회

영진직업전문학교

스마트웹&
콘텐츠개발

멀티디바이스 플랫폼을 위한스마트 웹콘텐츠 & UI/UX
디자인 개발자 양성

부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

부산예일직업전문학교

VR/AR 콘텐츠
개발

[K-디지털]유니티기반 메타버스콘텐츠개발

광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

스마트인재개발원

빅데이터
전문가

데이터디자인 엔지니어 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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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디지털 선도기업명

훈련기관명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

훈련과정

(주)문화방송

(주)문화방송

VR/AR 콘텐츠
개발

한류 IP를 활용한 메타버스플랫폼 서비스 개발자
양성과정

SK플래닛

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웹&
콘텐츠개발

웹풀스택 개발자 양성과정

SK플래닛

대한상공회의소

빅데이터 분석

AI기반 빅데이터분석가 과정

네이버클라우드주식회사

네이버클라우드주식회사

클라우드 운영
관리

[네이버클라우드] 클라우드 기반의 AIaaS 개발자 과정

마이크로소프트

대한상공회의소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마이크로소프트] MS AI School

(주)천재교육

(주)천재교육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기반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자 양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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