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러닝이 제안하는

고용보험가입자 대상 디지털융합 훈련

100%

환급 과정!

무료



다지털 신기술분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중소ㆍ중견기업 100% 환급! (교육비 0원)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디지털융합 훈련

디지털융합 훈련 사업 디지털융합 훈련 사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뉴딜의 핵심 기술에 대해     
중소, 중견 및 대기업 직원들의 디지털 융합 기술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으로
정부에서 최대 100%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모두의러닝은 고용노동부 디지털융합 훈련과정 인가 기관입니다.
귀사 근로자의 디지털 전환(DT)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모두의러닝이 함께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디지털융합
훈련과정 인가기관

디지털융합 훈련 추천과정

기업규모

훈련비

환급금 기업부담금

우선지원 90% 10%

20%

60%

80%

40%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기업규모

훈련비

환급금 기업부담금

우선지원 100% 0% (무료)

0% (무료)

40%

100%

60%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사업주 훈련 환급과정> <디지털융합 훈련 과정>

100%

국비지원

(교육비 0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인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여 학습자
들의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과정 (최소 3일 이내 수강 가능)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산업별로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
아보는 과정 (최소 3일 이내 수강 가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인공지능, 쉽게 이해하기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별 실무적용 기법

비대면서비스바우처 사업

주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대상

기업 혜택

바우처 상품

비대면 서비스(화상회의, 재택근무, 기업 온라인 직무교육 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분야 육성

비대면 서비스 이용 희망 중소기업

비대면 서비스 활용
중소기업 최대 400만원 이내 바우처 지급(기업 자부담 10%)

 CEO 성공스쿨 / 온라인 마케팅 / 고객관리교육 / 영상편집교육 / 
핵심리더양성교육/ 문서작성교육 / 법정필수교육

* K-비대면바우처플랫폼(https://www.k-voucher.kr)에서 '(주)모두의러닝'을 
검색하시면 비대면 바우처 교육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 사업주 훈련 )

지원 대상

기업 혜택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따라 소요 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주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지원) 

* 연간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디지털융합 훈련

주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 대상

기업 혜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재직자의 디지털융합 기술역량 
개발 및 기초능력 함양을 지원하는 사업주 훈련

디지털융합 훈련

* 재직자 디지털융합 훈련과정은 시 공간의 제약이 없는 원격훈련임

중소ㆍ중견기업 100% 환급(교육비 0원)
* 훈련비 지원금은 훈련과정 등급과 기업규모에 따라 금액 상이

관리감독자교육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예외 업종

사업장의 관리자 직위에 있는 사람

전년도 재해사업장은 연 16시간,
전년도 무재해사업장은 연 8시간, 
이중 50%이상은 집체교육 필수

5인 미만 사업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공공행정, 사무직만 종사하는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사무직, 판매직 : 매 분기당 3시간,
사무직, 판매직 외 근로자 : 매 분기당 6시간,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미이행시 최대 500만원

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인식개선

퇴직연금

산업안전보건

교육시간

연1회(60분)

연1회(60분)

연1회(60분)

연1회(60분)

매분기(3~6시간)

과태료

최대 500만원

최대 1000만원

최대 300만원

최대 5억원

최대 500만원

교육 대상

전직원

개인정보처리자

전직원

전직원

전직원(5인이상)

* 관련 법에 따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으로 미이행시 과태료의 대상이 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인공지능, 쉽게 이해하기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별 실무적용 기법 
다양한 산업별 실무사례와 함께 배우는 
사물인터넷 기술
[4차 산업혁명] 4차산업과 IoT융합
스마트공장과 현장개선 실무
데이터의 힘, 보건ㆍ의료 빅데이터
AI 초격차 시대! 미래 비즈니스로의 접근 
- AI 이론편
마케팅 사례로 배우는 빅데이터 기초와 
비즈니스 활용
혁신의 시대, 인공지능 서비스로 미래의 
중심에 서다! 

디지털융합 훈련 과정



신뢰할 수 있는 기업교육 파트너,
모두의러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