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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디지털 전환 수요처 교육 안내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하여 디지털

신청대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역량 진단 및 교육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소상공인
※ 국내에 소재지를 둔 기업/기관에 한함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디지털전환.kr / koreadx.kr)

전환 전문 강사를 양성하여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

전문강사
모집·선발·교육

디지털 전환
수요처 모집

전문강사
수요처 매칭

디지털 전환
수요처 교육실시

교육신청
바로가기

※ 신청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업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강사 매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이 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

신청기간

2021. 7월 ~ 2021. 11월
※ 교육 신청 기업/기관 수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 규모 및
내용

전국 900여명의 디지털 전환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디지털 전환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등 수요처
대상으로 교육·멘토링 실시

교육시간

신청 기업/기관별 최대 12시간(현장 방문교육)
※ 코로나19(COVID-19)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전환 될 수 있음

교육과정

신청 기업/기관의 현재 디지털 전환 수준에 대한 역량 진단과 교육 요구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성 및 교육 실시

지원대상
●

●

디지털 전환 전문 강사

디지털 전환 수요처

사업
운영체계

정보기술(IT)분야의 지식과 강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강사 양성 훈련과정 참여
및 수료 이후 활동이 가능한 강사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전국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소상공인

주요
교육내용

사업기획

소관부처

디지털 역량진단

디지털 전환 교육(안) 수립

디지털 전환 교육

성과 리포트

Competency Analysis

Development Planning

Mentoring Program

Performance Report

수요처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진단하여 현재
수준을 분석합니다.

강사와 함께 역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역량개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합니다.

담당 강사를 통하여 디지털
전환 역량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디지털 전환교육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도출합니다.

디지털 기초 능력과 플랫폼 리더십, 디자인 마인드셋 교육 등 공통 역량 과정과 신청 기업/기관별 디지털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기초, 심화 과정으로 구분 운영
디지털 전환 역량 공통교육

수요처 맞춤형 디지털 전환 교육

사업운영

수행기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중심의

조직에 대한 역량진단, 요구조사를 기반으로 구성한

FX, LX, MX의 3X(3가지 측면의 트랜스포메이션)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테마별 수요처 맞춤형 콘텐츠

전략을 통한 조직혁신 역량 강화해 주는 콘텐츠

(진단, 수요처별 상담을 통해 맞춤형 과정으로 설계)

자문위원회
교육 및 강의 지원단
#1
FX(Formula Transformation/일하는 방식)
디지털 기초능력, 디지털 사고능력, 디지털 실행능력

운영기관

총괄 운영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홍보확대 전략
온라인 홍보/ 검색광고/ 배너 광고/
GDN 광고/ SEO/ KPI 분석/
블로그 운영/ SNS 광고/ 홍보미디어제작

•사업확대 전략

#2
LX(Leadership Transformation/리더십 혁신)
기업가형 리더십, 애자일 리더십, 플랫폼 리더십

오픈마켓을 활용 전략/
블록체인을 통한 사업 확대

•고객관리 전략
	 빅데이터 활용/ 챗봇 서비스 활용

#3
MX(Mindset Transformation/마인드셋 혁신)
파괴적 마인드셋, 디자인 마인드셋, 인간중심 마인드셋

전국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소상공인 수요처

•자사관리 전략
조직 및 정보자산관리/
클라우드 솔루션 도입/
인공지능 기반 경영관리

•비용절감 전략
디지털 방식 도입/ 비대면 화상회의 도입/
차세대 물류 시스템 구축 전략

•구인난 해결 전략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MES개요와 적용 방안

•결제/주문 전략
온오프라인 주문 및 결제상의
DX/ 키오스크, 모바일 POS 이해

•기타
디지털 테크/ 빅테이터 분석/
플랫폼 비지니스/
인공지능 기술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