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650호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 전환 지원」
디지털 전환 교육 수요처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비영리기관‧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2021년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디지털
전환 교육 수요처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07월 0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現 고용충격에 대응하여 IT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등의 디지털 전환 인식제고 및 이행 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디지털 전환 전문 강사를 선발‧양성하여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소상공인 등 수요를 발굴하여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 제공
2. 공고사항

ㅇ (모집대상) 디지털 전환 교육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비영리기관‧소상공인
- 수요처의 디지털 전환 교육 수요에 적합한 디지털 전문 강사의 현장 기반

·

교육 멘토링 추진
ㅇ (지원사항) 수요처의 교육 신청일자에 맞추어 디지털 전환 전문 강사가
사무실 및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 실시 (수요처별 약 12시간 과정 제공)
※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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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내용) 수요처의 디지털 전환 수준에 대한 역량 진단과 교육 요구
사항을 반영, 수요처에 맞는 역량 강화 교육 계획을 구성하여 진행

< 교육 프로세스 >

- 수요처의 디지털 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디지털 전환 공통/심화 교육

기반 교육‧멘토링 제공

‧ (공통) 디지털전환 공통역량으로 일하는 방식(디지털 기초능력 등),
리더십 혁신(플랫폼 리더쉽 등), 마인드셋 혁신(디자인 마인드셋 등)

‧ (심화) 수요처의 디지털 전환 수요 및 사업 특성에 맞추어 홍보, 고객
관리, 자사관리, 비용절감 등

< 주요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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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상시모집 (2021. 07. 05.(월) ~ 11. 12.(금))
- (8월 교육 모집기간) 2021.07.05.(월) ~ 2021.07.25.(일)
- (9월 교육 모집기간) 2021.07.26.(월) ~ 2021.08.22.(일)
- (10월 교육 모집기간) 2021.08.23.(월) ~ 2021.09.26.(일)
- (11월 교육 모집기간) 2021.09.27.(월) ~ 2021.11.12.(일)
※
※

월별 모집기간 및 실제 교육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예산 소진 혹은 전국 수요처 모집 완료 시에는 조기종료 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사업 홈페이지(디지털전환.kr, koreadx.kr)를 통한 접수
- 안내에 따라 필요정보 입력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시 제출서류는 안내에 따라 업로드하여야 하며, 필수정보 누락 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류 접수는 홈페이지내 ‘전산접수’로만(방문·우편접수 불가) 시행

되므로, 사전에 접수방법 및 마감시간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요망

4. 상세 안내 및 문의처

ㅇ 상세사항 사업 홈페이지(디지털전환.kr, koreadx.kr) 참조
ㅇ 문의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580-0791 / kaitdx@kait.or.kr
- (한국능률협회) 02-3274-9389 / ictmng@kma.or.kr
- (한국생산성본부) 02-724-1220 / kpcshare@gmail.com
- (한국표준협회) 02-6240-4878 / ksadx@k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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