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비온디지털교육센터
K-Digital Training

PBL기반

AI소프트웨어개발자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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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Digital Training 은

정부가 4차산업인재를육성하는뉴딜(사람투자) 프로젝트로,

디지털분야의취업을위한교육기회를제공하는

디지털핵심실무인재양성훈련교육입니다.

훈련비용은 100% 정부가부담하는무료교육입니다.

유비온은 2021년 4월부터 K-Digital Training의공식훈련기관으로 선정됨에따라,

AI소프트웨어 개발자과정을운영하게되었습니다.



2. 과정개요

본훈련과정은우선과제중심교육으로서,

프로젝트기반학습과기업과제해결중심교육을전제로함

총 2개의실전프로젝트과제를중심으로,

각주제는실제기업에서 요구하는분석주제를바탕으로실무적용및활용을목표

선수학습, 본학습, 보충학습(보강학습)이 적절히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어

다수의학습자들이교육시작부터 종료에이르기까지충분한이해도를바탕으로

만족도높은교육성과를이루고, 관련분야의취업으로 유도하는원스탑교육솔루션

유비온의차별화된스마트교육방식을 통해훈련생의학습성과를향상시키는데 초점



2. 과정개요

과정명

PBL기반 AI소프트웨어개발자과정

교육일정

총 6개월 / 908시간

교육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 ~18:00 (8H) / 주말및공휴일제외
* 코로나상황에따라비대면(zoom)과대면수업병행

수강정원

25명 * 기수별 강의실제약으로인한변동 있음



3. 과정소개

강의소개
- 방대한양의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인인공지능과기계학습에대한전반적인이해증진을기초로,

인공지능을구현할수있는다양한기술들에대한개념들을학습한다.

- AI기반의최적화, 추론, 학습에사용되는알고리즘을학습하고, 이를바탕으로설계, 구현할수있는프로그래밍능력을

개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 깃허브(GitHub)특강을통해, 개발자채용에관련된경쟁력을강화하고프로젝트산출물을관리할수있다.

- 데이터분석을위한파이썬(Python)을활용하기전에기본적인통계지식을학습한다.

- 이론과개념을바탕으로심화된설계능력을함양시키는것을목적으로, 실습위주의과목운영을통하여

빅데이터관련시스템의설계및데이터분석능력을갖추기위한종합적인능력을학습한다.

- 실제기업체에서요구하는분석주제를바탕으로단순히교육적지식함양이아닌실무적용및활용을궁극적으로

추구하는교육을진행한다.

학습대상
- AI과정의전문가로성장하고자하는분

- 이론적인내용과실무적인능력을함께습득하고자하는분

- 비전공자참여가능

- 6개월과정동안오프라인교육에참여가능하신분 * 오프라인교육센터 : 서울시구로구에위치



4. 과정커리큘럼소개

프로그래밍
실습및프로젝트

해커톤

인공지능주요이론및기술
프로그램활용기술

AI 및프로그래밍

(Python)기초

인공지능 기본

동기부여및
선수기초학습

OT

빅데이터/

AI 취업세미나

NCS 직업기초

기본 선수학습 : 수학/통계

깃허브특강

실전공모전참여

프로젝트2

취업특강

박람회/학술대회

수료식

■ 온라인 과정

■ 오프라인 과정

자연어(NLP) 처리 과정

업무자동화(RPA)

과정의 이해

프로젝트1



교과목 세부내용 이론(H) 실기(H)

OT
교육훈련 및과정/일정소개

주요 훈련 프로세스 및참여 지침 안내
2

빅데이터/AI 취업세미나

(특강)

빅데이터가 열어갈 4차 산업혁명 1

데이터거버넌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상
2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분야 종사자와의 대화

기업 브랜드 및 시장분석에 적용된 빅데이터 분석사례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기업 전문가와의 대화 등

3

NCS 직업기초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 대인관계, 정보능력, 

자원관리, 기술능력, 직업윤리 등
16

기본 학습

ML/DL을위한 수학과 통계학, 컴공 기본

(선형대수학, 계량경제학, 미적분 기초, 확률과 통계)

데이터과학을 위한컴퓨터 공학기본

16

16

8

깃허브 특강 Git 소개 및프로젝트 관리 16

동기부여및선수기초학습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5. 과정커리큘럼소개



교과목 세부내용 이론(H) 실기(H)

AI 및프로그래밍
(Python)기초

인공지능의 이해 8

자료구조 기본(기본개념, 핵심개념이 되는 복잡도, 
연결리스트, 큐스택)
자료구조 확장(트리,탐색개념,응용될 수 있는 개념(DFT,BFT)

8 8

알고리즘의 소개, 선택 정렬, 재귀, 퀵정렬, 해시 테이블, 너비
우선 탐색,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탐욕 알고리즘, 동적 프로그래
밍 KNN알고리즘

8 8

파이썬 문법.데이터타입 및변수, 제어문.함수의 정의 및활용, 
예외처리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클래스정의, 상속, 객체활용.데코레이터, 
제너레이터
고급 패키지 활용.모듈과 패키지 활용.Numpy, Pandas, 
Mathplotlib, BeautifulSoup
시각화, 회귀분석, 웹 크롤링, Open API

48 40

인공지능 기본

머신러닝 소개(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지도학습(SVM, 랜덤 포레스트)
비지도학습(주성분 분석)
강화학습(마코프 결정 프로세스, Q-learning)

8 16

딥러닝 기초, 단층 퍼셉트론, 다층 퍼셉트론
인공신경망(CNN,RNN)

8 16

회귀이론, 인공신경망 구현 TensorFlow의 활용 8 16

데이터분석및주요직무이론완성. 프로그램활용기술습득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1

5. 과정커리큘럼소개



교과목 세부내용 이론(H) 실기(H)

자연어(NLP)처리

언어 모형의 개념, 형태소 분석/품사 태깅
언어 리소스의 종류와 구축 방법, 구문 분석/ 감성 분석
모호성과 해결방법

8

자연어처리 기술의 이해
QnA시스템, 텍스트자동분류 및 자동생성
소셜 미디어 분석, 대화형 에이전트, 기계번역

9 9

자연어처리 시스템의 이해
딥러닝/RNN, seq2seq 40

기계학습과 자연어처리 시스템
오픈툴킷을이용한 자연어처리, 엘라스틱 서치 기초사용법
엘라스틱 서치를 활용한 문서검색 구현

32

업무자동화(RPA)
이해 및실습

RPA 기본 이해, RPA 문법 기본, RPA 문법 중급
RPA with Logic Process + Data Storage
RPA Data 수집 with screen
RPA 프로그래밍, 적용 사례

16 48

LEVEL 2

LEVEL 3

LEVEL 4

데이터분석및주요직무이론완성. 프로그램활용기술습득
LEVEL 1

5. 과정커리큘럼소개



교과목 세부내용 이론(H) 실기(H)

해커톤

서울시 따릉이 자전거 이용 예측 AI 모델

- 공공 빅데이터인 서울시 따릉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

모델개발하기

- 정보제공 : 2017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간별로

따릉이 대여수와 기상상황 데이터가 주어짐

- 각날짜의 1시간 전의 기상상황을 가지고 1시간 후의 따릉이

대여수를 예측

- 평가지표 : RMSE

80

프로젝트1

이론 및프로젝트 진행 : 공간 SQL, PosrgreSQL, QGIS,

Deep Learning

프로젝트 진행순서 : 팀선정-주제 선정-요구분석-설계-구현-

포트폴리오 제출-발표

〮평가진행
* 팀평가 : 기존 교강사 및 협약기업 참여

개인평가 : 교강사 및훈련생 상호 평가

〮평가 후 시상 진행

160

LEVEL 2

LEVEL 3

LEVEL 4

데이터분석및주요직무이론완성. 프로그램활용기술습득
LEVEL 1

5. 과정커리큘럼소개



교과목 세부내용 이론(H) 실기(H)

프로젝트2

프로젝트 진행 순서 : 팀선정 – 주제 선정 – 요구분석 – 설계 –

구현 – 포트폴리오 제출 – 발표

〮평가진행
* 팀평가 : 기존 교강사 및 협약기업 참여

개인평가 : 교강사 및훈련생 상호평가

〮평가 후 시상 진행

200

박람회/학술대회
빅데이터 분야 포럼 및학술대회, 세미나(웨비나 포함) 참여

박람회(엑스포)를 통한 현업 기술탐방

* 박람회 및학술대회는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16

취업특강

개인특성별 맞춤 취업컨설팅, 비전설정 및 취업전략 수립 등

- 직업 적성검사

- 경력목표설정 및비전 코칭

- 채용 및면접트렌드 특강

- 입사지원서류 / 모의면접 및 솔루션 코칭

8

수료식
프로젝트 시상 및개인 시상
수료증 배부

2

LEVEL 2

LEVEL 3

LEVEL 4

데이터분석및주요직무이론완성. 프로그램활용기술습득
LEVEL 1

5. 과정커리큘럼소개



6. 본교육기관의장점



6. 본교육기관의장점

유비온디지털교육센터 취업지원시스템
(Job  Support  System  with  UBION)

처음교육과정 입과시점부터 교육종료후취업시점까지

체계적인 취업상담과진로상담 등을통해

처음부터 끝까지한번에완성하는

ONE PASS 취업지원시스템운영



8. 훈련생선발기준



8. 교육센터위치안내

http://naver.me/FArok0nu

https://naver.me/Gw5rLuak

분원

본원

분원

본원

⚫ 뚜레주르

⚫ 이마트

유비온디지털교육센터
K-Digital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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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FArok0nu
https://naver.me/Gw5rLuak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