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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19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14개 훈련기관의 18개 훈련과정 1차 선정

 , 멀티캠퍼스 등 우수훈련기관 대학에서 629명 훈련 착수, 
훈련생에게 훈련기간 동안의 훈련비, 훈련장려금 전부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1일, 2019년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에 참여할 14개 훈련기관(18개 훈련과정)을 선정․발표하였다.

 ○ 동 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기술・고숙련 청년

인력 양성을 목표로 2017년부터 시작하였고,

- 2018년까지 서울대, 멀티캠퍼스 등 29개 훈련기관에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6개 분야 85개 훈련과정을 실시하여 1,338명이 훈련에

참여하였다.

○ 올해에는 훈련규모를 1,300명으로 늘리고, 우수한 훈련기관에 대하여

연간 1회 운영할 수 있는 훈련과정을 2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회차도 확대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기관은 부산대, 한밭대, 멀티캠퍼스, 휴넷 등이며,

빅데이터 등 6개 분야에 걸쳐 총 18개 훈련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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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결과 >

분야 과정수 훈련기관

빅데이터 7
멀티캠퍼스(2), 메가HRD교육센터, 중앙정보처리학원,
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 한국IT교육원, 한국표준협회

사물인터넷 4
멀티캠퍼스, 비트컴퓨터, 스마트미디어인재개발원,
한울직업전문학교

스마트 제조 3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한밭대학교

실감형콘텐츠 2 메디치교육센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보보안 1 멀티캠퍼스

핀테크 1 휴넷

* 신규 기관(6개): 부산대, 한밭대, 메가HRD교육센터, 메디치교육센터, 휴넷,

한울직업전문학교

○ 각 훈련기관은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훈련과정 관련 기초지식을  

자* 중심으로 기관별로 필기시험, 면접전형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훈련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 인문학적 소양과 이공계 기술력을 갖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이공계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도 훈련 참여 기회 제공

- 참여를 희망하는 훈련생은 훈련기관에 참여 신청 후 선발절차를 

거쳐 훈련기관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

받으면 된다.

○ 훈련생으로 선발되면 3∼10개월에 걸쳐 진행될 훈련의 훈련비 전액과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받게 되고, 훈련을 이수하면 각 훈련기관의 

협약기업을 중심으로 취업지원도 이루어진다.

□ 이번에 선정된 훈련기관은 2월중 훈련생 모집을 시작하여 빠르면 

3월부터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가게 되며, 자세한 일정은 직업능력

개발정보망(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개요 1부. 
2. ‘19년(1차)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선정기관 및 과정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구재천 사무관(☎044-202-7278) 또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진인선 파트장(☎

02-6943-407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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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1111111111붙임 1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개요

 사업 목적

〇 4차 산업혁명發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신기술·고숙련 인력

양성 ·공급을 위한 융합형 고급훈련과정* 운영

* 스마트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보안, 바이오, 핀테크, 실감형콘텐츠

(AR․VR) 등 신산업분야에 필요한 훈련과정

 훈련대상 및 지원내용

〇 (훈련대상) 대학졸업예정자 등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실업자

〇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 및 훈련 장려금

* NCS 기준 훈련비 단가 400% 범위내 훈련비 지원

 훈련과정의 특징

〇 산업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고급훈련 과정을 설계·운영

* (일반훈련) NCS Lv.3∼Lv.5 초급훈련 vs (4차 훈련) NCS Lv.5 이상 고급훈련

〇 민간 우수훈련기관이 자체 수립한 기준에 따라 훈련생 자율선발

- 우수 훈련생 선발을 통해 교육·훈련의 극대화

* (일반훈련) 훈련생 선발권한 없음 vs (4차 훈련) 훈련기관에 훈련생 선발 권한 부여

〇 복합문제 해결역량을 습득 · 향상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 훈련 

방식*(프로젝트 실습 25%↑ 의무편성) 적용

* 기업이 제시한 프로젝트를 해결하며 실무역량을 습득하는 교육·훈련 방식

〇 충분한 훈련시설·장비, 전문성이 높은 교·강사 등을 갖춘 민간 우수

훈련기관에서 훈련 실시

 향후 계획

〇 ‘19년 4차 산업혁명 선도 훈련기관·훈련과정 추가 모집 예정(5∼7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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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붙임 2222222222붙임 2 19년(1차)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선정기관 및 과정

연번 분야 훈련기관명 훈련과정

1

빅데이터

멀티캠퍼스

Open API를 활용한 빅데이터 전처리·시각화

2 빅데이터(딥러닝) 활용 AI 설계

3 메가HRD교육센터 프로젝트 실습 기반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과정

4
스마트미디어
인재개발원

딥러닝기반 에너지빅데이터 응용SW전문가과정

5 중앙정보처리학원 AI 알고리즘 응용 빅데이터 서비스 개발자 취업과정

6 한국IT교육원 파이썬/딥러닝 활용 자율주행자동차 ADAS 개발 실무
과정

7 한국표준협회 머신러닝 기반 디지털 혁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8

스마트
제조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지능형 스마트팩토리 구축 실무(NCS)

9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차세대 스마트팩토리 구축 실무

10 한밭대학교 스마트제조 공정시스템 전문가(Expert) 과정(NCS)

11

사물
인터넷

멀티캠퍼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IoT 시스템 개발 (feat. 커넥티드카)

12 비트컴퓨터 딥러닝 기반 영상인식 개발 전문가과정

13
스마트미디어
인재개발원 스마트그리드기반 IoT융합SW전문가과정

14 한울직업전문학교 오픈소스 기반의 지능형 IoT 융합SW개발(NCS)

15 정보보안 멀티캠퍼스 시큐어코딩 기반 블록체인 개발

16
실감형
콘텐츠

메디치교육센터 VR/AR/MR 개발자 양성 과정 – OpenGL, Network,
Machine Learning

17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Unity3D엔진을 활용한 VR/AR 실감형 콘텐츠 개발 과정

18 핀테크 휴넷 [블록체인] 스마트컨트렉트를 활용한 Dapp 개발자 양성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