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2021 직무실무과정 (마케팅 실무과정)
0000000000000

□ 프로그램 목적
• 직무에서 주어지는 미션과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션 수행을 통한 실전
직무 역량을 이해하고, 직무 이해도를 높임.
• 실무자가 직접 참여하는 직무 실무 미션 수행과 코칭을 통하여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자와의 네트워킹 강화

□ 프로그램 개요
• 교육일정 : 6월 30일(수) ~ 7월 2일(금)
• 교육시간 : 10시 ~ 18시
• 교육대상 : 마케팅에 관심 있는 누구나
• 탐방기업 : 추후 공지
• 운영방식 : 온라인 교육 방식 (구루미 시스템 사용)

□ 프로그램 일정
시간

6월 30일(수)

7월 1일(목)

10:00~11:00

오리엔테이션

세부 실무 업무 및
미션 수행

11:00~12:00

마케팅 직무 기본 이해 (연간 / 분기 단위)

마케팅 유사 직무
비교 분석

14:00~15:00

(MD/마케팅/홍보)

마케터의 실제

마케팅 실무자

커리어 로드맵

실무자 간담회

(브랜드/퍼포먼스/
전문 기업

직무세부 구분

17:00~18:00

취업준비 전략

콘텐츠 등)

15:00~16:00

16:00~17:00

마케팅 직무

점심 및 휴식시간

12:00~13:00

13:00~14:00

7월 2일(금)

MD/머천다이징

마케팅 직무 핵심

프로세스

역량 평가
(성과평가 프로세스)

온라인 탐방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2021 직무실무과정 (빅데이터 기초 실무과정)
0000000000000

□ 프로그램 목적
• 빅데이터 활용 스킬업 과정을 통하여 빅데이터 기초를 이해하고 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도출 등에 대한 과정 습득
• 빅데이터 기초 개념 이해와 텍스트 데이터 등 다양한 성격의 빅데이터 수집 활용
• 빅데이터 전문기업의 현장 업무 패턴 이해를 통하여 빅데이터 분야 진출을 위한
역량 개발 방향 인식

□ 프로그램 개요
• 교육일정 : 7월 5일(월) ~ 7월 7일(수)
• 교육시간 : 10시 ~ 18시
• 교육대상 :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초보 가능)
• 탐방기업 : 기업은 추후 확정 안내
• 운영방식 : 온라인 비대면 교육

□ 프로그램 일정
시간

7월 5일(월)

10:00~11:00

오리엔테이션

11:00~12:00

R프로그램 특징

14:00~15:00

주제별 패키지 목록
함수 개념 이해

7월 7일(수)

기초 통계 분석
R크롤링 활용

점심 및 휴식시간

12:00~13:00

13:00~14:00

7월 6일(화)

R 프로그램 설치 및
기본 세팅 및 기초 사용법
데이터 이해

텍스트 마이닝
키워드 추출 및 분석
실습

빅데이터 실무자
현장 이야기

데이터 속성 이해
15:00~16:00

정형 비정형 데이터

16:00~17:00

조건문, 반복문 실습

질적, 양적 그래프

온라인 탐방
데이터 시각화

17:00~18:00

사용자 정의함수

빅데이터 기업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2021 직무실무과정 (6시그마 품질경영 실무과정)
0000000000000

□ 프로그램 목적
• 6시그마를 통한 생산, 품질, 기술, 공정 등의 생산 제조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기법을 이해하고 통계적 개념이해와 매출관리 등의 종합적 인식 강화
• 프로젝트 실습을 통한 주요 공정, 분석, 관리 능력을 익히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
•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
과정을 이해하여 실질적인 현장 이해 능력 배양

□ 프로그램 개요
• 교육일정 : 7월 14일(수) ~ 7월 16일(금)
• 교육시간 : 10시 ~ 18시
• 교육대상 : 생산/품질/기술/공정/연구 부문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 탐방기업 : 기업은 추후 확정 안내
• 운영방식 : 온라인 비대면 교육

□ 프로그램 일정
시간

7월 14일(수)

10:00~11:00

오리엔테이션

11:00~12:00

6시그마 개념 이해

14:00~15:00

DMAIC 전단계 이해

시뮬레이션 게임2

CASE STUDY

생산관련 실무자
총 출동

시뮬레이션 게임1
프로젝트

실무자 간담회

분석 / 개선/ 관리
프로젝트 정의 / 측정
단계에 대한 개념정의
미니 프로젝트 시행

17:00~18:00

6시그마

6시그마

15:00~16:00

16:00~17:00

7월 16일(금)

점심 및 휴식시간

12:00~13:00

13:00~14:00

7월 15일(목)

프로세스별 업무 이해

전문 제조 기업

미니 프로젝트 시행

온라인 탐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