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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관련 연수는 무료, 

연수원 환급과정은 기업부담금 최대 5만원

신청방법 및 연수비 안내

신청방법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http://sbti.kosmes.or.kr   

연수비 납부

무통장 입금(우리은행 1005-102-38685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법인카드 결제

연수비 할인기준

연수비 최대 50%할인 지원과 고용보험 환급으로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한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합니다.

대구경북연수원 환급과정
연수비용 사례

중진공 자체 연수비 할인율

(최대 50%)시 실제 

기업부담금: 15,000원(예상)

예시) 2박3일 과정(연수비 330천원)

•소기업 할인(50%) : 165천원

•산업인력공단 환급 :150천원(추정)

   업체 실부담금 : 15천원(예상)

•금액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으며

    수료 후 3개월 이내 환급예정

※ 상기제도 중복 할인 불가합니다. 할인 증빙서류는 연수 신청 시, 팩스(0505-047-4423)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연수비 수납 전 보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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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완료홈페이지
로그인

대구경북연수원 연수과정 선택 
및 신청

소기업
비수도권 50%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수도권 20%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50%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핵심인력

30%
핵심인력용 가입증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여성중소기업 50% 여성기업확인서(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회적경제기업 50% 사회적경제기업확인서(각 발급기관)

가족친화인증기업 임직원 50% 가족친화기업인증서(여성가족부)

지역사회공헌 인정
중소기업 임직원

중소기업 30% 별도문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소기업 50%

장애인 중소기업 50% 장애인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50%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중소기업

5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보건복지부장관)

할인대상 할인율 증빙서류



※ 금액단위 : 천원, *소기업 할인 적용시 (추정)금액입니다.

경영 053-819-5024   기술 053-819-5021   품질 053-819-5023   스마트공장 053-819-5022   정책연수 053-819-5021문의처

연수분야 연수기간 연수비 소기업 할인시 산인공 환급후 실부담금*과정명 

9 10 월
2021 대구경북연수원 연수과정 안내

9·10월 연수 접수 중

9월

경영

리더의 위기 대응 전략과 핵심역량 9.1~3 330 165 15

신입사원 능력향상 9.8~10 330 165 15

초급관리자 교육 9.8~10 330 165 15

대인관계 향상 및 자기변신 9.13~15 330 165 15

법인세와 세무조정실무 9.27~28 242 121 12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수립 실무 9.27~29 330 165 15

중간관리자 핵심역량강화 9.29~10.1 330 165 15

기술

유압보전 및 유압기술실무 9.1~3 341 170 17

AutoCAD(2D설계) 9.7~10 440 220 22

[자동차특화] 프레스 가공불량 및 개선 9.8~10 341 170 17

전기자동차 최신 동향 및 핵심기술 9.9~10 253 126 14

금속재료 공정별 불량대책 및 사례연구 9.9~10 253 126 14

금속재료 KS/JIS 규격해설 9.29~10.1 341 170 17

품질

스마트자동화를 위한 Excel 빅데이터 관리 및 분석 9.1~3 341 170 17

현장리더를 위한 현장개선 기본 역량 개발 9.1~3 330 165 15

(데이터 분석을 위한)EXCEL 기본실무 활용 9.6~9 440 220 22

[자동차특화]공정감사와 협력업체 품질관리 9.13~15 330 165 15

[자동차특화]핵심 생산관리 종합 9.14~16 330 165 15

생산계획 및 통제 시스템 9.27~30 429 214 21

[자동차특화]Global APQP 9.28~30 330 165 15

ISO9001/IATF16949 내부심사원 과정 9.28~10.1 429 214 21

스마트
공장

똑똑한 스마트공장을 위한 MES 구축 실무 9.1 무료 - -

스마트공장 MES, POP 이해와 활용 9.13~15 무료 - -

스마트공장의 DT과 사업계획 수립 전략 9.14 무료 - -

하루만에 완성하는 스마트공장 사업계획서 작성 9.27 무료 - -

[웨비나] 스마트공장 구축 및 정보 활용 실무 9.28 무료 - -

공급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생산/품질시스템 이해와 관리 9.29~10.1 무료 - -

10월

경영

기본기 탄탄 원가회계 10.6~7 242 121 비환급

기초부터 실무까지 배우는 전산회계 10.6~8 330 165 15

네트워크 기반 해외영업 실무 10.6~8 330 165 15

쉽게 하는 계정과목 경리회계 10.13~15 330 165 비환급

프로 직장인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10.19~20 242 121 12

영업사원 능력 향상 10.19~21 330 165 15

무역실무 기초 10.20~22 330 165 15

기술

알기쉬운 기계도면해독 실무 10.5~7 341 170 17

철강 열처리기술 입문과 조직판독 실무 10.5~8 440 220 22

AutoCAD를 활용한 기초도면해독 10.6~8 341 170 17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금형수명향상 및 성형불량대책 10.13~15 341 170 17

프레스금형 성형공정 분석기초 10.14~15 253 126 14

[자동차특화] 프레스금형설계기초 10.20~22 341 170 17

AutoCAD(기초) 10.25~27 341 170 17

철강의 광학조직판독(실습) 및 불량분석사례 해설 10.26~28 341 170 17

유공압 회로 보는 법 10.26~28 341 170 17

자동차 기술자를 위한 도면해독 실무 10.26~29 440 220 22

품질

산업환경보건 계획 수립 10.12~14 330 165 비환급

자재 및 재고관리 실무 10.18~20 330 165 15

(통계분석을 위한)EXCEL 함수 활용 마스터 10.25~28 440 220 22

스마트
공장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의 이해 및 사업화 전략 10.5~8 무료 - -

스마트공장 클린팩토리 10.6~8 무료 - -

스마트 제조 현장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실천 10.12~14 무료 - -

스마트공장 품질관리 체계구축과 운영 실무과정 10.13~15 무료 -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추진실무 10.20~22 무료 - -

[웨비나] CEO임원 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10.21 무료 - -

똑똑한 스마트공장을 위한 MES 구축 실무 10.27 무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