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

□ I유형 : 콘텐츠 기획형

* 단순 디자인(현수막, 제품, 포스터 디자인 등) 콘텐츠 기획 관리 직무 참여 불가,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게시, 활용 되는 직무 참여 가능

 ㅇ 개요 : 홈페이지 기획·관리, 유튜브·SNS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의 기획·관리·운영에 관한 직무

 ㅇ 직무 예시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메뉴 등에 대한 기획·개발·관리 및 지원 

   ▴대내·외 설명·홍보·교육 등의 목적으로 동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온라인 콘텐츠 기획·제작·관리 및 지원

   ▴유튜브, SNS(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 뉴스레터 등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 채널의 기획·관리·운영 및 지원

   ▴기타 온라인을 활용한 기획·제작·관리·운영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 II유형 : 빅데이터 활용형

* 빅데이터 활용의 경우 정형화된 소량 데이터(엑셀로 취합 된 재고 보유현황 데이터 관리 등)
다루는 직무 참여 불가, 비정형화된 대량 데이터(포털사이트 검색 데이터와 연관 상품을 
분석하는 직무 등) 다루는 직무 참여 가능

** 제조업의 경우 도입된 프로그램을 단순 이용하는 경우 참여 불가, 스마트 공장 운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직무 참여 가능

 ㅇ 개요 : 어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개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

    (기존에 개발된 IT기술을 단순히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IT 기술 ‧프로그램 ‧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무)

 ㅇ 직무 예시
   ▴업무에 활용할 목적의 빅데이터 자료 수집·정리·분석 및 지원

   ▴기업 자체 보유 정보 및 공공·민간정보 등을 활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지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 및 지원

   ▴기타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형 신산업 분야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

□ III유형 : 기록물 정보화형

* 이미 디지털화된 자료를 재처리(워드로 입력된 정보를 엑셀로 전환 등) 하는 직무 참여 불가

 ㅇ 개요 : 기업 내 문서, 기록물 등의 전산화 및 DB화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ㅇ 직무 예시
   ▴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 중인 문서, 기록물에 기재된 정보의 전산 입력

   ▴ 중간·최종 제조물의 사진 촬영, 3D 스캔 등을 통한 DB 구축·지원

   ▴ 지리·인물정보 등 비제조물에 대한 사진·영상 촬영 등을 통한 DB 구축·지원

   ▴ 기타 IT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 IV유형 : 기타형

* CAD 활용 설계 직무, 컴퓨터 제어프로그램을 활용한 금속 가공 직무 등 참여 불가

 ㅇ 개요 : 위 I~III유형 이외에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 활용 직무

 ㅇ 직무 예시
   ▴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 IT 활용 업무재설계(BPR) 등 기업별 특화된 IT 직무

   ▴ 기업에 IT 기반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유지/보수, 기업의 네트워크 보안을 관리 및 강화하는 직무


