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K-Digital Training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전액 지원(자부담 0%)
훈련생에게 훈련장려금 월 11.6만원* 지원

* 코로나19로 월30만원 지원 중

비전공 청년이라도 디지털 · 신기술 분야에서 핵심적인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평균 6개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훈련 수준

기업이 현장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

디지털 분야의 선도적 기업이 함께 훈련과정 설계 · 지원

프로젝트 과제 수행(프로젝트 과정 30% 이상), 해커톤, 
기업과제 해결 등 경험 ·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개인맞춤형 
학습과정을 제공

훈련 방식

K-Digital Training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주요 기관

수강 신청 / 훈련생

www.hrd.go.kr(직업훈련포털) 접속 

→ 로그인 → 훈련과정 “디지털 신기술 훈련과정

(K-디지털 트레이닝)” 수강 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미발급자는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후 훈련과정 수강 신청 가능

*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지원대상 확인 / 고용센터, HRD-Net

지원대상 확인 후 승인 처리

훈련생 선발 / 훈련기관 → 훈련생

훈련기관 선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훈련생 선발

[훈련참여 / 훈련생 → 훈련기관] 훈련 수강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K-디지털 트레이닝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

)기관명 연락처분야 주요 참여기업

네이버 https://connect.or.kr

서울

(재)네이버커넥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https://www.codestates.com

02-539-1885
https://programmers.co.kr

https://elice.io
contact@elice.io

서울, 대전

https://woowacourse.github.io  
woowa_course@woowahan.com 

유클리드소프트
AIFFEL.io
contact@modulabs.co.kr

https://likelion.net

SK네트웍스
하나금융티아이

쏘카
Moloco
솔트룩스

비프로컴퍼니
마인드로직
쓰리랩스

우아한형제들
카카오페이

마이리얼트립

아이디얼
태그솔루션

클라우드

AI

AI

AI

AI
자율주행

AI

AI

서울

서울

유플렉스소프트
베스핀글로벌

메가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로드컴플릿

베스핀글로벌
탈잉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클라우드
인공지능

클라우드

02-6262-9150

https://www.multicampus.com

분당

https://edu.goorm.io

https://spartacodingclub.kr

연락처기관명 분야 주요 참여기업

충남소재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차 관련 전문기업

스마트팩토리
사물인터넷

041-521-8140
https://sandan.koreatech.ac.kr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
대학교

CJ 올리브네트웍스

메가존클라우드

드림에이스
한국인공지능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주)딕스젠 등

경기도 시흥

www.kpu.ac.kr

인공지능
클라우드

스마트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IOT 지능형 
반도체 AI제조 

천안

광주

giai.kr

부산대학교

(재)대구디지털
산업진흥원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SK 인포섹

(주)엔코아

(주)삼우이머션

(주)에이아이플랫폼

한국인공지능협회 등부산

051-510-3170
https://dxbusan.com

대구ㆍ경북 지역 내 

IT/SW 중소기업

대구

https://www.dip.or.kr/
home/main.ubs

국내 유수의 빅데이터 

및 핀테크 전문기업 

서울

bigdatafintech@gmail.com

티쓰리큐(주)

(주)소프트앤씨

(주)테라텍 
서울

cafe.naver.com/hyuswec

동국대학교

오픈이지

서울

031-5180-5000
https://infosec.adtcaps.co.kr

대신정보통신

위니텍

아이티맨

아이티아이즈광주

www.smhrd.or.kr

빅데이터
인공지능

실감형콘텐츠
사물인터넷

자율무인이동체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빅데이터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50만원” 훈련비 지원

팀스파르타, 엘리스 등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훈련기관 참여

수강 신청 / 훈련생

www.hrd.go.kr(직업훈련포털) 접속 → 로그인 → 훈련과정 

“K-디지털 크레딧(디지털 기초역량 훈련과정)” 수강 신청

* 국민내일배움카드 미발급자는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후 훈련과정 수강 신청 가능

* 단, 수강완료 시 자비부담금 전액 환급

지원대상 확인 / HRD-Net

지원대상 확인 후 승인 처리

훈련생 선발 / 훈련기관 → 훈련생

훈련기관 선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훈련생 선발

훈련참여 / 훈련생 → 훈련기관

훈련비 결제(훈련생 자비부담 10%) 후 수강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기초코딩

비전공자를 위한 코딩 초보 탈출 스쿨

컴퓨터 공학 스쿨(파이썬 기초 학습자 대상) 

비전공자를 위한 업무 자동화 스쿨

빅데이터

머신 러닝 입문 스쿨 

(파이썬 기초 학습자 대상) 

데이터 사이언스 초급 스쿨 

(파이썬 기초 학습자 대상) 

비전공자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입문 스쿨

웹·앱개발

웹·앱개발

웹·앱개발

웹·앱개발

비전공자를 위한 웹 퍼블리싱 스쿨

바로 써먹는 풀스택 기초 파이썬으로 

시작하기

빅데이터
빅데이터 분석 첫걸음 시작하기

머신러닝 /  AI 첫걸음 시작하기  

Python & Django로 시작하는 

웹 프로그래밍

나만의 iOS 앱 개발 입문  

프로그래밍 첫걸음 시작하기

기초코딩

기초코딩

코알못을 위한 블록 코딩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어서와 파이썬 처음이지

4차 산업혁명 신기술과 첫만남

웹·앱개발

비개발자를 위한, 웹개발 종합반

(프로그래밍 실무, 풀스택)

[왕초보] 나만의 수익성 앱, 앱개발 종합반

[왕초보] 파이썬 데이터분석 첫걸음

[왕초보] 엑셀보다 쉬운 SQL

빅데이터

기초코딩

기초코딩
직무자동화를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초급)

빅데이터

비전공자를 위한 디지털 기초 지식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쉽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엑셀, R, 파이썬)

기초코딩
프로그래머스 코딩테스트 광탈방지 Kit:  

문제풀이 및 실전 모의고사

빅데이터

빅데이터

캐글러로 가는 데이터분석 첫걸음

데이터 엔지니어로 가는 파이썬 첫걸음

따라하자 딥러닝

기초코딩 [누구나 코딩] 코딩으로 드론 날리기

디지털금융과 데이터분석

웹·앱개발

프로젝트 협업의 기본 Git

웹 개발자의 시작!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기 위한 준비!
Python 기초 수학

Python 백엔드 개발자의 기본! 
MongoDB 입문

인공지능 개발자가 되기 위한 준비!
Python 확률·통계

Python 인공지능 개발자의 시작!

Java 개발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

개발자라면 알아야하는 Linux 기초

퇴근이 빨라지는 파이썬 크롤링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SQL 기초

알고리즘의 정석

코딩 초보가 무작정 따라하는 블록코딩

R 데이터 분석가의 시작!

Python 데이터 분석가의 시작!

데이터 분석의 첫걸음! 파이썬 기초

비전공자를 위한 머신러닝

빅데이터 시대, 모두가 알아야 할 
데이터 리터러시

파이썬 금융 데이터 분석

딥러닝 첫걸음부터 실무까지!

기초코딩

빅데이터

빅데이터

K-Digital Credit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 자세한 훈련과정은 HRD-Net에서 확인가능하며 훈련과정에 따라 개설시점이 상이하므로 개별 훈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codeit.kr

k-digital-credit.
goorm.io

031-600-8586

fastcampus.co.kr
02-518-4831

www.learningfit.
co.kr

1600-6842

spartacodingclub.kr

www.kgeduone.com
02-828-2773

www.kacnet.co.kr
02-2106-8800

school.programmers.
co.kr

02-539-1882

lms.aiffel.io
070-4895-6402

www.alpaco.co.kr
02-2163-5700

www.edubion.co.kr
1600-8990

기관명 분야 주요 훈련과정 연락처 )기관명 분야 주요 훈련과정 연락처

elice.io/home
070-4633-2017

codepresso.kr
02-6954-7733

기초코딩, 웹·앱개발 등 디지털 기초훈련이 

필요한 분이라면 언제·어디서든! 

100% 원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과정입니다.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K-디지털 크레딧)이란?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K-Digital Credit

K-디지털 크레딧
온라인 수강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한도 외에 별도
50만원(지급 후 1년 한도) 추가 지급*

* 추가 지급된 50만원은 정해진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과정」 수강에만 사용 가능(개인 자비부담 10%)

과정을 수료할 경우 부담하신 자부담은

전액 환급됩니다.

지원 내용

데이터 분석과 코딩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초급 · 중급 다양한 수준으로 구성

훈련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 중장년 구직자*  

중 최근 2년 이내에 디지털 · 신기술 분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

*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 수강신청일 기준, 직업능력

    개발계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① 만 34세 이하 청년, 

    ② 만 35세 이상 만 55세 미만 중장년 실업자 해당

지원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5년간)

300~500만원
지급 후 1년 한도

50만원

100%원격 훈련 과정입니다. 
지금 바로 HRD-Net에서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