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K-Digital Credit)이란?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청년, 여성 구직자 등에게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www.hrd.go.kr 접속 → 로그인 → 훈련과정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 수강 신청

지원대상 확인 후 승인 처리

훈련생 선발 / 훈련기관 ▶ 훈련생
훈련기관 선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훈련생 선발

훈련참여 / 훈련생 ▶ 훈련기관
훈련비 결제(훈련생 자비부담 10%) 후 수강

* 국민내일배움카드 미발급자는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후 훈련과정 수강 신청 가능

디지털 훈련의 “디딤돌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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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강신청 방법

*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은

    언제·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인터넷 원격훈련입니다.

청년, 여성 구직자 등이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및 적응에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훈련입니다.

수강 신청 / 훈련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 여성* 등 

중 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 수강신청일 기준, 

   직업능력개발계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①만 34세 이하 청년, 

   ②만 34세 이상 만 55세 미만 중장년 여성 등 실업자 해당

* 추가 지급된 50만원은 정해진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 

  수강에만 사용 가능(개인 자비부담 10%)

지원 대상

사업 규모

‘21년 6만명 지원

*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을 

   우선 등록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발급(예산 소진시 발급 종료)

훈련 내용

 데이터 분석과 코딩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수준은 초급 · 중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지원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에 별도로 50만원(지급 후 1년 한도)을 추가 지급*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분야 훈련과정명 훈련기관 홈페이지 대표번호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K-디지털 크레딧)과정  (‘21.3.31.선정)

직업훈련포털 www.hrd.go.kr - 훈련과정 -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에서 검색

[코드잇] 비전공자를 위한 코딩 초보 탈출 스쿨
인공지능

www.codeit.kr

02-6242-0521

홈페이지 내
채팅 문의하기

권장

[코드잇] 비전공자를 위한 웹 퍼블리싱 스쿨디지털

[코드잇] 데이터 사이언스 초급 스쿨 (파이썬 기초학습자 대상) 

[코드잇] 머신 러닝 입문 스쿨 (파이썬 기초 학습자 대상)

[코드잇] 컴퓨터 공학 스쿨 (파이썬 기초 학습자 대상)

빅데이터

[코드잇] 비전공자를 위한 업무 자동화 스쿨

바로 써먹는 풀스택 기초 - 파이썬으로 시작하기
디지털

바로 써먹는 풀스택 기초 - 자바스크립트로 시작하기

디지털 나만의 iOS 앱 개발 입문

인공지능 코알못을 위한 블록 코딩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디지털 [왕초보] 비개발자를 위한, 웹개발 종합반(프로그래밍 실무, 풀스택)

인공지능 직무자동화를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초급)

빅데이터 쉽게 시작하는 데이터 분석 (엑셀, R, 파이썬)

블록체인 비전공자를 위한 디지털 기초 지식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첫걸음 시작하기

Python & Django로 시작하는 웹 프로그래밍

https://edu.goorm.io/ 031-600-8586

https://fastcampus.co.kr/ 02-501-7429
빅데이터 분석 첫걸음 시작하기빅데이터

머신러닝 / AI 첫걸음 시작하기인공지능

빅데이터/인공지능

Java & SpringBoot로 시작하는 웹 프로그래밍

1600-6842

https://spartacodingclub.kr/

http://hrd.kgeduone.co.kr

https://www.learningfit.co.kr

010-3141-0509
(홈페이지 내 채팅 문의하기 권장)

02-828-2773

www.k-digital.co.kr 02-2106-8800

[코드잇] 비전공자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입문 스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