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o (목적) 現 고용충격에 대응하여 IT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등의 디지털 전환 인식제고 및 이행지원을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o (개요) 디지털 전환 전문강사를 선발·양성하여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맞춤형 교육 실시
- 전국의 디지털 전환 전문강사 900명을 선발하고 전문교육·훈련을
통하여 양성 후, 수요처 발굴·매칭을 통한 현장기반 교육·멘토링 추진
* 수요처의 교육 신청일자에 맞추어 디지털전환 전문 강사가 사무실 및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 (수요처별 약 12시간 과정 제공)
*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 교육
으로 전환될 수 있음

o (지원규모) 디지털 전환 교육 전문강사 900여명을 양성하여, 중소
기업, 비영리기관, 소상공인 등 수요처 대상 교육·멘토링 실시
o (지원대상) 디지털 전환 전문강사 커리어를 희망하는 자 및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소상공인 등 교육 수요처
- (디지털 전환 전문 강사) 디지털 전환 교육 전문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미취업자 우선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강사 대상인원 모집
* 대상자 : IT·교육 관련 전문인력, IT 시니어 퇴직자, 방과 후 강사 등

- (교육 수요처) 디지털 전환 교육 수요가 있는 전국 중소기업, 비영리
기관, 소상공인 등

□ 운영체계
o 디지털전환 전문강사 900명을 선발·양성하고, 운영기관별 300명의
강사를 대상으로 전국 수요처를 연결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내용
o 수요처의 디지털 전환 수준에 대한 역량 진단과 교육 요구사항을 반영
하여 수요처에 맞는 역량강화 교육 계획을 구성하여 진행

o 디지털전환 공통역량 과정으로 디지털 기초능력과 플랫폼 리더쉽,
디자인 마인드셋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
- 수요처의 디지털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구분
하고 수요처의 사업 특성에 맞추어 홍보, 고객관리, 자사관리, 비용
절감 등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주요 교육과정>

□ 전문강사 및 수요처 모집일정
o (디지털 전환 전문 강사) 2021. 6. 1(화) ~ 14(월)
* 목표 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할 수 있음

o (교육 수요처) 2021. 6월 말 ~ 11월 말
* 예산 소진 혹은 전국 수요처 모집 완료 시에는 조기종료 될 수 있음

o (신청방법) 사업 홈페이지(디지털전환.kr, koreadx.kr)를 통하여 접수

□ 주요일정(안)
o 디지털전환 전문 강사 모집 및 선발

: 6월

o 디지털전환 전문 강사양성 교육훈련

: 7월

o 중소기업 및 비영리기관 등 수요처 교육운영 : 교육수료 후 ~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