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gital Training
훈련 현황
*( )는 고용센터

*( )는 고용센터

혁신트랙
분야

확산트랙
훈련과정

•인공지능 전문가 과정

•온 . 오프 연계 AI활용
지능형 서비스 개발

•AI 데이터 사이언스
부트캠프

인공지능

•멋쟁이사자처럼 인공지능
통합과정

•부스트캠프 AI

•엘리스 AI 서비스 기획
개발 과정

•인공지능 응용 실무 과정

훈련기관

분야

㈜모두의연구소(서울강남)
http://AIFFEL.io

㈜멀티캠퍼스(서울강남)
www.multicampus.co.kr

㈜코드스테이츠(서울강남)
https://www.codestates.
com

인공지능

멋쟁이사자처럼(서울강남)
https://likelion.net

(재)네이버커넥트(서울강남)
https://connect.or.kr

㈜엘리스(서울강남)
https://elice.io

그렙㈜(서울강남)
https://programmers.co.kr
빅데이터

무인 이동체 •자율주행 기술 응용 과정

클라우드

•우아한테크코스 웹 백엔드

그렙㈜(서울강남)
https://programmers.co.kr

우아한테크코스(서울동부)
https://woowacourse.
github.io

훈련과정

훈련기관

분야

훈련과정

훈련기관

•AI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과정

재)대덕인재개발원(대전)
https://www.ddit.or.kr

•사물인터넷(IOT)기반 자동화 시스템개발

주식회사하이미디어디자인학원(성남)
http://sn.himedia.co.kr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이용한 Unattedned
task-flow process 개발자과정(JAVA/RPA)

(재)한국아이티교육재단 한국IT직업
전문학교(서울서초)
http://www.koreait.kr

•산업IoT 시스템반도체 설계 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서울남부)
02-311-1030

•AR인공지능게임프로그램개발

(학교법인)인하대학교(인천)
http://hrd.inha.ac.kr

•자율형(Autonomy) IoT기반 Reality AI융합
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서울남부)
02-311-1030

•[뉴딜 일자리] 비대면 서비스 5G·AI 활용
영상보안

한국IT교육원(대구)
http://www.hkit.kr

•프로젝트형 IoT 서비스 개발

멀티캠퍼스(서울강남)
02-6262-9150

•의료인공지능 핵심인력 양성과정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대전)
041-730-5662

•지능형 IoT 융합SW 전문가과정(NCS)

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광주)
062-655-3509

•프로젝트형 AI 서비스 개발

멀티캠퍼스(서울강남)
02-6262-9150

•VRㆍAR3D게임그래픽디자이너양성

(학교법인)인하대학교(인천)
http://hrd.inha.ac.kr

•융복합 AI 응용서비스 개발 실무

비트교육센터(서울서초)
02-3486-3456

•3D 기반 실감형(VR/AR) 콘텐츠 제작 전문가

방송정보국제교육원(서울남부)
http://www.iibi.or.kr

•인공지능 융합서비스 개발자 과정(NCS)

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광주)
062-655-3509

•프로젝트 기반 VR 콘텐츠 개발 과정
_AR/디자인/어트랙션

메디치교육센터 평생교육시설(서울관악)
02-861-8568

•파이썬 기반 응용AI 개발자 양성과정

아시아경제 교육센터(서울)
02-2200-2251

•5G 환경기반 VR/AR 실감형 콘텐츠 개발 과정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부산동부)
051-510-3170

•데이터기반 인공지능 시스템 엔지니어 양성 과정

영우글로벌러닝평생교육원(서울강남)
02-6004-7581

•리얼타임 엔진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개발자
양성 과정

영우글로벌러닝평생교육원(서울강남)
02-6004-7581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경닷컴IT교육센터(서울남부)
02-6340-2233

•스마트팩토리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실무인재
양성과정

광주국제직업전문학교(광주)
http://jd.kjca.co.kr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실무과정

한국경영인증원(서울남부)
02-6309-9053

•스마트팩토리실무인재양성

대한상공회의소부산인력개발원(부산)
http://ps.korchamhrd.net

•MES 활용 디지털 스마트팩토리 구축 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서울남부)
02-311-1030

사물인터넷

실감형
콘텐츠

스마트
제조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융합 서비스 개발자
양성과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울동부)
02-2188-6948

•빅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빅데이터 UI콘텐츠 개발

(재)부산인재개발원 부산IT교육센터(부산)
http://www.btc.ac.kr

•OPC-UA 기반 스마트제조 지능형 MES
프로젝트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대전)
042-221-9969

•빅데이터활용게임기획전문가양성

(학교법인)인하대학교(인천)
http://hrd.inha.ac.kr

•Ansible 자동화로 구현한 클라우드 환경 DevOps

㈜솔데스크 (서울)
http://www.soldesk.com

•[K-디지털 유형1] 인공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개발자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대구)
http://www.kb.or.kr

•프로젝트형 클라우드(MSA) 서비스 개발

멀티캠퍼스(서울강남)
02-6262-9150

•산업 프로젝트 기반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가 과정

글로벌아이티(IT)인재개발학원(서울관악)
http://www.gith.co.kr

•기업요구사항을 반영한 오픈스택(OpenStack)
클라우드 구축 전문가

하이미디어컴퓨터디자인학원(서울)
http://himedia.co.kr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둡)과 빅데이터분석
(by Spark&Power Bi) & 자바(JAVA)웹개발

더조은아이티아카데미학원(서울)
http://www.tjoeunit.co.kr

•현장실무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분석
전문가 과정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천안)
http://iucf.sunmoon.ac.kr

•언택트 비즈니스를 위한 하이브리드·멀티
클라우드 아키텍트 양성과정

엔코아아카데미(서울서초)
02-754-7302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및 응용 SW 개발자 양성과정

•빅데이터 기반 AI 응용 솔루션 개발자 전문과정

중앙정보처리학원(서울서부)
http://choongang.co.kr

주식회사경일게임아카데미(서울동부)
http://www.kiweb.or.kr

•빅데이터 핀테크 과정

서울대학교(서울관악)
bigdatafintech@gmail.com

•프로젝트형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개발

멀티캠퍼스(서울강남)
02-6262-9150

•핀테크 디지털 금융사이언티스트 양성과정

아시아경제 교육센터(서울)
02-2200-2251

•언텍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봇시스템
인티그레이터 양성과정
•산업용 자율주행로봇 제어 테크니션 양성과정

광운대학교(서울북부)
http://cobotedu.com

•빅데이터 비즈니스를 위한 데이터 애널리스트
양성과정

클라우드

핀테크

메디치교육센터 평생교육시설(서울관악)
02-861-8568

•프로젝트 기반 AI빅데이터 융합인재 양성 과정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부산동부)
051-510-3170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개발자과정(NCS)

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광주)
062-655-3509

•PBL 머신러닝 기반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과정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동부)
02-2220-4416

•PBL 센서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동부)
02-2220-4416

로보틱스
정보보안

무인이동체

•클라우드 보안 융합전문가 양성과정
•클라우드기반 데이터 보안 전문가 양성과정

SK인포섹 아카데미(서울, 성남)
02-6361-9037

•5G 자율 무인이동체 시스템 개발자 과정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부산동부)
051-510-3170

•라이다 및 영상인식기반 모빌리티 자율주행
솔루션 실무과정

연희직업전문학교(인천)
032-562-4886

청년·여성·중장년이
많이 찾는 직업훈련 현황

취업이 잘되는 직업훈련 현황
지역

직종(취업률)
법률
(77.7)
 건설공사
관리(74.1)

서울
권역

의료
(73.0)
정보기술
(71.2)
기계설계
(64.7)
기계가공
(78.4)
의료
(77.7)

경기
권역

부산
권역

금속재료
(76.6)

•회생파산 및 송무법률 사무취업과정
•법률사무직원취업교육과정

훈련기관
대한법률학원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해외건설플랜트인력양성 •건설공사관리 현대건설(주)기술교육원

전화번호

02-432-0915

•안드로이드웹앤콘텐츠개발자 양성과정
•웹개발 응용sw엔지니어양성과정

㈜미래능력개발교육원

02-441-6006

KH정보교육원강남지원

02-1544-9970

•카티아컴퓨터응용기계설계
•기계설계 및 기계가공

이젠아카데미평생교육원

02-532-6500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02-2638-0700

(재)한국직업능력교육원

031-319-2222

•간호조무사 자격취득과정

•특수용접

•품질관리자양성
•생산정보관리시스템

기계설계
(69.9)

대원캐드캠디자인직교

031-251-4512

휴앤아이간호학원

031-548-1575

이천간호학원

031-635-1600

경인특수용접학원

032-677-9077

㈜화성직업전문학교

031-234-5588

(재)한국직업능력교육원

031-319-2222

㈜강림직업전문학교

031-652-0666

•기계설계 산업기사취득과정
•3D프린터 운용한 기계응용 제품제작

(재)한국직업능력교육원

031-319-2222

안산 그린컴퓨터아카데미

031-8044-2111

자동차
(75.1)

•자동차섀시정비 및 자동차정비사
•자동차차체정비양성과정

그린자동차직업전문학교

051-303-7007

부산자동차직업학교

051-255-3533

의료
(74.5)

•간호조무사 자격취득과정

성산간호조무사학원

051-853-4351

기계설계
(69.4)

전기
(59.9)
의료
(69.1)
정보기술
(59.9)
공예
(59.9)

•기계요소설계 및 제작
•3D CAD 기계설계 및 시제품제작
•핀테크 금융API 자바 응용SW개발자
•자바기반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개발자
•전기설비실무자양성과정
•자동제어시스템설계양성

•간호조무사 자격취득과정

한나간호학원

051-516-3007

미래직업전문학교

051-463-0003

대한상공회의소부산인력개발원

051-610-3120

(재)부산인재개발원

051-753-5600

그린컴퓨터아카데미 부산

051-912-1000

부산용접&전기직업학교

051-806-3388

(재)부산인재개발원

051-753-5600

명문간호학원

053-588-1245

연세간호학원

053-653-5666

053-421-2460

대구목공직업전문학교

053-431-9800

중앙직업전문학교

053-421-3816

전기
(58.9)

•전기내선공사 및 태양광에너지생산 양성과정 다옴직업전문학교
•전기공사(내선 및 자동제어) 기술자 양성과정 영남인재교육원

053-815-2100

디자인
(57.9)

•3D프린터 융합 제품디자인 및 드론 응용
•3D 제품디자인 양성

중앙직업전문학교

053-421-3816

영진직업전문학교

광주
권역

053-555-1333

053-983-8877

062-655-3509

한국경영원 인재개발원

062-720-4837

•전기내선공사 및 구내통신구축 양성과정
•전기공사

(재)대성직업전문학교

062-513-5000

(재)호남직업전문학교

062-605-8050

건축
(57.2)

•인테리어공간 시공
•실내건축설계시공

(재)건설기술호남교육원

062-513-0116

(재)호남직업전문학교

062-605-8050

디자인
(55.7)

•3D프린팅융합 제품디자인 양성
•UX/UI 디자인 웹퍼블리셔 양성과정

(재)대성직업전문학교

062-513-5000

국제전산세무회계학원

062-266-6065

재무·회계
(66.3)
의료
(66.1)
디자인
(58.0)
기계가공
(79.8)
의료
(78.1)
기계장치
설치(74.6)
전기
(73.5)
기계설계
(68.3)

강원
권역

•인공지능기반 응용SW엔지니어링 실무과정 (재)대덕인재개발원
•머신러닝 활용 JAVA 웹 응용 SW 엔지니어
넥스트아이티교육센터학원
양성과정
•자동차전기전자장치정비
•자동차차체정비 양성과정
•전산회계 및 컴퓨터자격증
•전산세무회계자격증반

대덕자동차직업전문학교

042-631-6565

대전성광직업전문학교

042-487-9009

우쌤전산세무회계직업전문학교

042-488-8085

뉴미즈간호학원

042-484-0305

㈜은행동미즈간호학원

042-257-2094

•웹디자인 취업과정 A
•UI/UX 디지털디자이너양성과정

그린컴퓨터아트학원

042-476-2111

SBS아카데미컴퓨터아트학원 대전

042-716-7455

•3D CAD기계설계 및 CAM실무
•CAD/CAM 기계설계제작 실무

현대CAD디자인직업전문학교

032-885-9950

진성직업전문학교

032-817-1355

•병원특화간호조무사취득A
•간호조무사국가자격취득과정

유설희간호학원

032-846-4242

부평유설희간호학원

032-524-4242

•냉동공조유지보수관리 중장년특화과정
•3D 기계설계제작

동방냉난방직업전문학교

032-763-9371

(재)한국공업직업전문학교

032-872-8402

•전기설비공사
•내선공사 전기기능사 과정

대한상공회의소인천인력개발원

032-810-6520

인천대산전기직업학교

032-507-8777

•3D CAD기계설계 및 CAM과 3D프린팅
•3D 기계설계제작

현대CAD디자인직업전문학교

032-885-9950

대한상공회의소인천인력개발원

032-810-6520

동해메디칼간호학원

033-535-0053

강릉메디컬간호학원

033-641-8873

•간호조무사자격증취득과정

건축
(64.4)

•타일 시공 입문 및 자격증 취득
강원건축직업전문학원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자격증취득과정
더조은컴퓨터아트학원
(오토캐드)

보건
(64.2)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과정

동해간호학원부설요양보호사교육원

정보기술(57.1) •UI/UX 모바일 웹디자인 양성
재무·회계
(54.5)

033-746-9337
033-255-1278
033-532-7805

삼척요양보호사교육원

033-572-0242

춘천직업전문학교

033-263-9979

강릉전산회계컴퓨터학원

010-8792-8478

•전산회계1급,2급 자격취득
현재회계컴퓨터학원

훈련과정

033-764-7920

*( )는 고용센터

훈련기관
커피인바리스타학원(서울남부)

식음료조리

정보기술

청년

총무·인사

재무·회계

디자인

보건

식음료조리

여성

총무·인사

재무·회계

의료

보건

식음료조리

중
장
년

의료

재무·회계

구분

02-2065-1020

퍼스트바리스타학원(부산)

051-711-8581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풀-스택 개발자 양성과정

(재)대덕인재개발원(대전)

042-222-8202

•빅데이터 활용 자바 파이썬 개발자 양성

아이티윌 부산교육센터(부산)

051-803-0909

그린컴퓨터아카데미(안산,인천북부)

031-8044-2111,
032-330-2111

•사무행정ITQ컴퓨터활용능력취득과정
•컴퓨터활용능력2급+ITQ자격취득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2급 자격
취득과정

•시각(영상)편집디자인(프리미어,
애프터이펙트) 입문과정

성남엘리트컴퓨터학원(울산)

052-243-1241

그린컴퓨터아카데미 부산(부산)

051-912-1000

그린컴퓨터디자인학원(대구)

053-572-1005

세종IT직업전문학교(서울남부)

02-6049-4180

강남 그린컴퓨터아카데미(서울강남)

02-3481-1005

경인요양보호사교육원(부천)

032-328-1001

•커피바리스타 2급자격증 취득과정
•커피 바리스타 2급 과정

•사무행정ITQ컴퓨터활용능력취득과정

참사랑요양보호사교육원(청주)

043-274-6900

커피인바리스타학원(서울남부)

02-2065-1020

제이이유(JEU)바리스타학원(울산)

052-252-5600

그린컴퓨터아카데미(안산)

031-8044-2111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번에 끝내기

(사)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서울남부)

02-2038-0024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2급
자격취득과정

그린컴퓨터아카데미 부산(부산)

051-912-1000

•XPERP회계실무양성과정

한국아파트회계전문학원(수원)

031-248-4794

동서울본간호학원(서울동부)

02-483-1260

청년

042-257-2094

경인요양보호사교육원(부천)

032-328-1001

•커피바리스타 2급자격증 취득과정
•커피 바리스타 2급 과정

•컴퓨터기본-응용반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043-274-6900

커피인바리스타학원(서울남부)

02-2065-1020

제이이유(JEU)바리스타학원
(울산)

052-252-5600

(사)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서울남부)

02-2038-0024

다산직업전문학교(인천)

032-439-1127

동서울본간호학원(서울동부)

02-483-1260

동남간호조무사학원(고양)

031-904-8210

공동주택경영실무전문학원
(부산북부)

051-317-1285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과정

•공동주택 회계실무
•XPERP회계실무양성과정

한국아파트회계전문학원(수원)

031-248-4794

법률
(83.4)

•회생파산 및 송무법률 사무취업과정

금형
(76.5)

의료
(73.5)

법률
(80.7)

기계가공
(77.4)

여성

의료
(74.3)

정보기술
(70.1)

보험
(65.8)

기계가공
(75.7)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정
참사랑요양보호사교육원(청주)

훈련과정

금속재료
(73.8)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과정
㈜은행동미즈간호학원(대전)

직종(취업률)

기계가공
(77.4)

•요양보호사 자격취득과정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번에 끝내기
총무·인사

전화번호

•커피바리스타 2급자격증 취득과정

•GTQ취득과정(포토샵,일러스트)

042-719-8850
042-522-6696

의료
(76.4)

직종

042-222-8202

현대직업전문학교

•간호조무사 자격취득과정

구분

062-233-0007

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

자동차
(81.0)

인천
권역

엔젤간호학원
•간호조무사 자격취득과정

전화번호

•머신러닝기반 빅데이터 SW전문가과정
•자바기반 디지털 웹 솔루션 개발 구직자
양성과정

정보기술
(82.3)



훈련기관

062-351-0232

전기
(58.3)

대전
권역

훈련과정

백제간호쌍촌점학원

정보기술
(64.9)

053-427-3313

영남기술직업전문학교
•자바&JSP 웹프로그래밍 개발자과정
•오픈API를 활용한 핀테크 개발자 양성과정 ㈜예담직업전문학교
•가구설계제작 양성과정
•귀금속가공기능사

의료
(70.9)

02-2163-0909

중랑본간호학원

•기계요소설계/CAM활용양성과정
•사출금형설계 구직자 양성과정

직종(취업률)

02-525-1007

02-2678-7777

•간호조무사 자격취득과정

지역

02-2068-3488

한미간호조무사학원

생산품질
관리
(69.9)

정보기술
(64.3)

대구
권역

훈련과정

청년·여성·중장년
취업이 우수한 직업훈련 현황

의료
(74.6)

중
장
년

기계조립·
관리(64.1)

 금속재료
(63.1)

기계장치
설치(62.7)

*( )는 고용센터

훈련기관

전화번호

대한법률학원(서울남부)

02-2068-3488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서울서초)

02-525-1007

대한상공회의소부산인력개발원(부산)

051-610-3120

(재)한국직업능력교육원(안산)

031-319-2222

대한상공회의소부산인력개발원
(부산)

051-610-3120

글로벌산업기술교육원(서울관악)

02-1600-2923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부산북부)

051-328-3473

한국전산직업전문학교(주)(청주)

043-222-6776

강릉메디컬간호학원(강릉)

033-641-8873

거제간호학원(통영)

055-637-4776

•회생파산 및 송무법률 사무취업과정

대한법률학원(서울남부)

02-2068-3488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법률취업교육
과정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서울서초)

02-525-1007

•레이저제품가공과 시각디자인양성

부산산업직업전문학교(부산)

051-502-4853

•선반가공 및 CAM·기계요소설계
구직자 양성

경주기술직업전문학교(포항)

054-742-2225

명문간호학원(대구서부)

053-588-1245

유설희간호학원(인천)

032-524-4242

•인터렉티브UI/UX사이트개발자양성

㈜미래능력개발교육원(서울동부)

02-441-6006

•인공지능기반 응용SW엔지니어링
실무과정

(재)대덕인재개발원(대전)

042-222-8202

인컴트랜드평생교육원(인천북부)

032-219-0800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서울관악)

02-867-4456

•CAD/CAM 기계설계제작 실무

진성직업전문학교(인천)

032-817-1355

•마스타캠을 활용한 MCT/CNC 가공
실무와 3D프린터 융합

한국직업능력교육원(안양)

031-397-4474

유설희간호학원(인천)

032-524-4242

휴앤아이간호학원(용인수지점)
(수원)

031-276-7670,
031-244-1112

영진직업전문학교(대구)

053-983-8877

대한상공회의소전북인력개발원
(군산)

063-472-2510

㈜화성직업전문학교(수원)

031-234-5588

(재)한국직업능력교육원(안산)

031-319-2222

•냉동공조유지보수관리

동방냉난방직업전문학교(인천)

032-763-9371

•공조냉동+에너지관리자격증 취득
양성

㈜화성직업전문학교(수원)

031-234-5588

•법률사무직원취업교육과정

•컴퓨터응용기계
•생산기계제작 실무자 양성
•사출금형산업기사 양성과정
•사출금형설계 및 CAM활용
머시닝센터
•특수용접사자격증 취득 과정
•특수용접 구직자양성과정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과정
•병원특화간호조무사취득

•보험사무원(GA총무) 양성과정
•보험행정사무원 양성과정

•병원특화간호조무사취득
•간호조무사자격증취득과정

•생산관리와 회계사무원 양성
•전기에너지자동제어

•특수용접 파이프용접 양성
•특수용접 실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