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KOSTA)에서는 2007년 부터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우수 SW인력을 양성해왔으며, 

연간 3,000명이 넘는 SW 신규인력을 배출하고,  취업연계를 통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국비지원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 중이니 IT전문가가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1 소프트웨어 개발자 취업을 위한

국비지원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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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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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기반의 프로그래밍 기초
Front-Backend

DBMS SQL 프로그래밍
Spring Framework
ORM Framework

MSA vs Monolithic 아키텍처
UML설계 / DB 모델링

Build & Test 
형상관리 및 협업관리

MSA 활용한 SW개발 프로젝트
Scale-Out 서비스 구현

WEB/JAVA

Front-End / Back-End

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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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기반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Servlet/JSP

DB 프로그래밍
Web Services
Build & Test

Spring Framework / SpringBoot 
Restful API

Cloud Infrastructure 개발
Cloud 기반의 웹 콘텐츠 프로젝트 설계 및 구현

Analysis and Design
Spring&Cloud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WEB/JAVA

Front-End / Back-End

Spring /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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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와 파이썬 기반의 프로그래밍 기초 
C++/자바 기반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HTML/CSS/자바스크립트/
JQuery/HTML5 기반의 프론트앤드 프로그래밍

C# 닷넷 프로그래밍
ASP 닷넷 프로그래밍

닷넷 & 데이터베이스 연동
닷넷 & TCP/IP 소켓 네트워크 연동

Xamarin 기반 크로스 플랫폼 프로젝트 제작하기
닷넷 기반 실전 포트폴리오 제작하기

C언어 / C++ / Python / Java
FrontEnd

(HTML/CSS/Javascript/JQuery/HTML5)

C#.NET / ASP.NET
.NET with Database
.NET with Network

Cross Platform Xam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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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프로그래밍
DataBase and ORM

리눅스 기반의 임베디드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프로젝트

빅데이터 및 Cloud 컴퓨팅 
IoT기반 스마트 서비스 구현 프로젝트

C언어 / C# /C++ / python 

DB(SQL) / Linux OS

디바이스 드라이버 구현

하둡 Hadopp / 클라우드 컴퓨팅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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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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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A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유정목 센터장
 Email.  jmryu@kosta.or.kr   Tel.  031-606-9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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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STA
소프트웨어�무료교육�참여기업�모집

고용노동부가�운영하는�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직무능력�향상을�위한�사업으로서�협회를�중심으로�협회를�중심으로 
컨소시엄을�구성하여�참여기업이�고용보험법에�의해�지원받는�직원능력개발지원금�한도액의�일정비율을사업주훈련�환급�방식으로
운영기관(협회)에�제공하고�전사�임직원에�대하여�연간�무료로�교육을�수강할�수�있는�공동훈련사업
※ 단, 회사의�규모에�따라�인원�횟수의�제한이�있음

사업개요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협약’ 이란?

11개�주제, 
75개�교육과정

무료�수강

NCS(국가직무능력표준),
 LO(학습모듈) 기반으로

설계된�품질�높은�교육�습득

협약기업�맞춤형
SW교육과정�설계,
직무�컨설팅�지원

기업체�방문(On-Site)
교육을�통해�원하는�시간과�장소에서

임직원�대상�집체교육�가능

MOOC 기반�해외�유명 SW교육과정을
기반으로�설계된�과정을�통해
글로벌�수준의�교육내용�습득

협회에서 5~6개월�과정의�실무교육을�수료한
500여명의�신규개발인력�수시채용�가능

(Java Web, .Net, IoT 등)

협약 체결에 따른 혜택

■ 주제별  과정�수

11개�주제, 75개�교육과정이�진행됩니다.

SW공학 8개

SW테스트 1개

리눅스 4개

BA 4개

DB 6개

클라우드 9개

설계 5개

빅데이터 4개

블록체인 1개

프로그래밍 23개

AI 10개

2021년도 교육과정

안녕하십니까, 본 회는 국내SW기술진흥 전문단체로서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SSPL(S oftware&System Product Line) 기술 보급, 대한민국SW기술대상 시상, 

SW아키텍트 자격인증 등의 사업을 통해 SW산업 고도화와 국가SW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732개 협약기업에 대해 64개의 교육 훈련과정을 운영하여 연간4,000여명의 인력을 교육하고

신규 인력 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번 동 컨소시엄 2021년도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교육 및 인력 채용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주제 과정명

SW공학

BA

설계

SW 개발 프로세스의 이해와 적용

SW 검토와 인스펙션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SW 품질관리

SW개발 프로젝트관리 - SW공학, 애자일 등

GitHub를 활용한 프로덕트 개발 실무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아키텍처 수립실무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형상관리를 위한 SVN 활용

SW 비즈니스 모델 설계

애자일 SW 요구사항

업무분석 개요 - BABOK 3.0 이해와 주요 기법 실습

SW 아키텍트를 위한 업무분석

리팩토링

실용적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코드 품질 최적화 전략 및 기법

코틀린으로 해보는 자바 리팩토링

JVM 아키텍처 이해를 통한 시스템 최적화

JAVA

Java
Script

Java 람다와 최신기법

실습으로 익히는 디버깅(자바, 자바스크립트, 안드로이드앱)

Spring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Back-End 프로그래밍

모듈번들러Webpack도입하기

Vue.js 프로그래밍 실무

웹 어플리케이션개발 자바스크립트 및 jQuery 실무

Frame
work

Python

JPA

보안

C#

Android

닷넷

Javascript ECMA 6

반응형 웹 개발을 위한 BootStrap 활용

GraphQL 실무

Node.js와 Socket.io를 활용한 웹 서비스 구축

스프링Webflux와Reactive프로그래밍

Spring Boot 활용

Python 데이터 수집과 분석

공공데이터활용한파이썬데이터분석

MongoDB와 Python 웹크롤링

Python Django로 웹서비스 개발하기

MTV 기반의 파이썬 웹 애플리케이션 구현

JPA 활용1 - Thymeleaf 기반웹어플리이션개발

JPA 활용2 - 고급 REST API 개발하기 

Java 기반의 시큐어 코딩

실무에서 바로 사용하는 C# 프로그래밍

React Native로 모바일 앱 개발하기

제조 솔루션을 위한 닷넷 프레임워크 고급 과정

DB

MySQL 튜닝 및  최적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SQL튜닝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실무

고급 SQL 활용 실무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모델링

BigData

AI

Cloud

NoSQL 프로그래밍(카산드라, Mongo DB, 레디스)

Python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 활용

Python 탐색적 데이터 전처리 실무

R 탐색적 데이터 전처리 실무

Apache Spark 기반의 자연어 처리 분석

CNN Best Model 활용과 Transfer Learning

딥러닝 생성 모델의 이해와 구현

알파제로를 분석하며 배우는 강화학습 응용구현

Kaggle 경진대회 참가로 배우는 머신러닝

Python 기반 머신러닝 & 딥러닝 핵심과 활용

Python과 TensorFlow를 활용한 강화학습의 이해와 활용

TensorFlow2 머신러닝 & 딥러닝 구현 실무

딥러닝 이미지 처리 핵심 알고리즘 분석과 활용

딥러닝 자연어 & 시계열 데이터 처리 핵심 알고리즘의 원리와 활용

AWS Essential

istio를 이용한 Kubernetes Service Mesh

Spring Boot 기반 REST API 개발과 OAuth2

Ansible을 이용한 AWS 클라우드 DevOps 자동화 구현

AWS 클라우드 보안을 위한 취약점 점검 및 안전한 클라우드 개발

프라이빗 클라우드 및 가상화 데이터 센터 구축 관리 과정

Docker 컨테이너

Angular 기본과 활용

ReactJS

Linux

SW Testing

블록체인

MSA 구축을 위한 Docker 활용 프로그래밍

4차산업 개발환경의 핵심 플랫폼 리눅스 시스템 관리와 활용 실무

리눅스 시스템 관리와 개발환경 구축 핵심 리눅스 쉘 프로그래밍 

리눅스 시스템/네트워크 프로그래밍

Jmeter와 Scouter를 이용한 성능테스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실무

주제 과정명

프로
그래밍

주제별�교육과정

■  제출서류 : 협약서 1부
■  제출기간 : 연중�상시
■  제출방법 : 협약서�양식�다운로드�하여�직인�날인�후 E-mail로�송부

■  문의처 KOSTA 교육개발진흥팀�이�동혁�선임연구원 T.031-606-9338 E. dhlee@kosta.or.kr 

협약�체결�신청방법�및�문의처

협약서 다운로드

※ KOSTA 가산교육장 및 성남(오리)교육장에서 주간, 야간, 주말 상시 개강

    (On-site 현장교육의 경우, 참여 기업과 협의에 따라 일정 조율 가능)

※ 현재 코로나19 지자체 방역 정책에 의해 모든 강의는 비대면 강의로 전환

    되었습니다.   

https://www.kosta.or.kr/document/2021_kosta_agreement.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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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과정명 강사명 교육일정 교육기간

박준성

02.17-02.18

2일(16시간)

BA

SW공학

박준성

01.28-01.29

2일(16시간)

디지털 혁신에 필수인 Use Case 분석과 Object Design 박준성 02.25-02.26 2일(16시간)

SW아키텍트 Design-요구공학, OO Design, 
Architect Design, Pattern & Refactoring

김순태 04.21-04.23 3일(24시간)

임베디드 프로세서의 동작과 코드 최적화 원리 및 SW 빌드 최적화 김수현 02.22-02.24 3일(21시간)

Cloud

IoT를 위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API 설계 및 구현 윤성열 02.26 / 03.05 2일(16시간)

IoT 서비스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API 서버 고급 윤성열 03.26 / 04.02 2일(16시간)

AI On-Device 머신러닝을 위한 모델 최적화 김수현 07.26-07.28 3일(21시간)

Linux 리눅스 인프라 활용을 위한 Linux OS 심층 이해 김수현 03.22-03.24 3일(21시간)

◈ 2021년도 교육과정 

◈ 협약 체결 신청 방법

◈ 문의처 ������������������������������

��������������������������������������

■   제출서류 : 협약서 1부
■   제출방법 : 협약서 양식 다운로드 하여 직인 날인 후 아래 메일로 송부 협약서 다운로드

◈ 참여 안내

■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협약기업 재직자 무료 수강 가능
■   중소, 중견, 대기업 규모 무관하게 참여 가능
■   대기업 재직자 100% 무료 교육
■   기업체 방문(On-Site) 교육을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임직원 대상 집체 교육 가능

디지털 혁신을 위한 BPMN 기반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설계

디지털 혁신울 위한 데이터 모델링 및 DB 설계

※ 현재 코로나19 지자체 방역 정책에 의해 모든 강의는 비대면 강의로 전환 되었습니다. 

https://www.kosta.or.kr/mail/2021/KOSTA/notice/2021%EB%85%84%20%EC%82%B0%EC%97%85%EA%B3%84%20%EC%A3%BC%EB%8F%84%20%EC%B2%AD%EB%85%84%20%EB%A7%9E%EC%B6%A4%ED%98%95%20%ED%98%91%EC%95%BD%EC%84%9C_%ED%95%9C%EA%B5%ADSW%EA%B8%B0%EC%88%A0%EC%A7%84%ED%9D%A5%ED%98%91%ED%9A%8C.doc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